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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이방성 습식식각을 이용한 

기판 표면에 대해 45º 기울어진 

실리콘 마이크로 빔스플리터의 제작 
 

서울대학교 대학원 전기정보공학부 

김대곤 

 

본 논문에서는 미세광학소자의 3차원집적에 적용이 가능한 기판 

표면에 45º 기울어진 실리콘 마이크로 빔스플리터를 최초로 제안하였다. 

또한 이방성 습식식각 공정을 기반으로 하여 일괄공정에 적합하고 단가 

절감에 유리한 빔스플리터의 제작 방법을 소개하였다. 

제안한 빔스플리터의 정밀한 제작을 위해 습식식각의 단일 트랜치 

모델링과 〈110〉 방향의 식각타이머 구조를 고려하여 공정변수를 

설계하였다. 결과적으로 제안한 빔스플리터는 대면적의 {100} 면을 

얻을 수 있는 이방성 습식식각 공정과 기판 양면의 습식식각을 통해 

성공적으로 제작되었다. 제작된 마이크로 빔스플리터는 기판 표면과 

45º의 각도를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빔스플리터의 면적과 두께는 

각각 0.104 mm2, 28.3±7.5 μm로 평가되었다. 제작된 빔스플리터의 

치수를 분석함으로써 설계와의 형상오차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오차의 원인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이를 통해 습식식각 공정을 이용한 

빔스플리터 제작의 유효성과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제작된 마이크로 빔스플리터가 구비된 미세광학대는 35 nm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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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밴드대역폭 전체에서 약 2.98:1의 균일한 광분리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해당 파장대역에서 23%의 광전달효율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이용하여 FMCW LiDAR(frequency-modulated 

continuous wave light detection and ranging)를 구현할 경우 가용한 

종축방향 거리정밀도는 최소 34 μm인 것으로 계산되었다. 

제안한 마이크로 빔스플리터는 실리콘 기판을 기반으로 하여 

제작되기 때문에 기존의 45º 마이크로 빔스플리터와 비교 시 열 및 

기계적 안정성이 우수하다. 또한 습식식각 공정으로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웨이퍼레벨(wafer-level)의 일괄공정(batch process)을 통한 

미세광학계의 3차원집적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안한 

마이크로 빔스플리터는 기존의 마이크로 빔스플리터를 이용한 

미세광학계의 3차원집적 시 발생 할 수 있는 생산성과 안정성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 할 수 있다. 또한 제안한 빔스플리터를 적용한 FMCW 

LiDAR의 미세광학계를 3차원으로 집적하여 구현하면, 종축방향으로 

정밀도가 수십 마이크로미터 수준인 칩 형태의 FMCW LiDAR 모듈의 

구현이 가능할 것이라 기대된다. 

 

 

 

주요어 : 마이크로 빔스플리터, 45º 마이크로 미러, 이방성 습식식각, 

미세광학, MEMS, FMCW LiD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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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１장 서 론 
 

 

 

 

제１절 연구의 배경 
 

 

미세광학(micro-optics)은 기존의 벌크광학계(bulk optics)를 

소형화하기 위해 태동한 기술이다. 특히 반도체공정기술을 기반으로 한 

미세전기기계시스템(MEMS, micro-electromechanical systems)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마이크로 미러와 렌즈 등의 미세수동소자뿐만 

아니라 마이크로 미러스캐너, 렌즈스캐너, 광스위치 등 미세능동소자의 

구현을 가능케 하였다(그림 １-1)[1,2]. 

 

 

그림 １-1 미세광학소자의 예. (a) 다결정 실리콘 마이크로 pop-up 미러스캐너. 

(b) 일체형 유리 마이크로 렌즈스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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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미세광학의 발달은 기존 프로젝션 디스플레이, LiDAR(light 

detection and ranging) 광학계의 일부 부품을 마이크로 미러스캐너 

등의 미세광학소자로 대체시키고 있으며 이미 상용화 단계에 

이르렀다[3,4]. 

더 나아가 미세광학은 3차원집적 기술의 발전과 함께 광학계의 

전체 부품을 미세광학소자로 대체하고 기판 표면의 법선 방향으로 

각각의 미세광학소자를 집적함으로써 전체 광학계를 칩 크기로 

소형화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하고 있다(그림 １-2)[5-8]. 

 

 

그림 １-2 미세광학소자의 3차원집적 사례. (a) 마이크로 렌즈스캐너와 광원이 

집적된 칩. (b) 3차원 스캐닝을 위한 마이크로 렌즈스캐너의 직렬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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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미세광학소자의 3차원집적 기술은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자동주행(autonomous driving)과 같은 첨단기술의 발달과 

함께 폭발적인 시장의 확대가 예측되는 모바일, 웨어러블, 차량용 

근거리 LiDAR 분야에의 적용이 기대되고 있다(그림 １-3)[9-13]. 

 

 

그림 １-3 LiDAR(HDL-64E, Velodyne corp.)를 이용한 Google 자동주행 

차량의 3차원 지도. (a) LiDAR을 통해 얻은 3차원 거리지도, (b) (a)와 동일한 

시간의 전방 카메라영상. 

 

LiDAR는 비행시간, 위상전이간섭법, 주파수변조연속파(FMCW, 

frequency-modulated continuous wave)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현되고 있다[10]. 이중 FMCW LiDAR는 종축방향으로 고해상도의 

비접촉 실시간 근거리 거리측정이 가능해 자동 비행 및 주행, 정밀 가공 

및 조립, 산업계측학, 생체인식, 과학수사학(forensics)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목 받고 있다[11-13]. FMCW LiDAR의 광학계는 주로 

마이켈슨 광학간섭계(Michelson interferometer)를 기반으로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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빔스플리터(beamsplitter)를 중심으로 주파수변조광원(tunable laser), 

PIN 검출기(PIN detector), 참조거울(reference mirror), 광학스캐너 

등의 중요 광학소자를 배치 및 정렬하는 구조를 가진다(그림 

１-4)[10]. 

 

 

그림 １-4 마이켈슨 광학계가 적용된 FMCW LiDAR의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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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광학소자인 마이크로 빔스플리터(micro-beamsplitter)는 칩 

형태로 3차원집적 된 FMCW LiDAR 미세광학계 모듈을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소자이다. 하지만 일반적인 마이크로 빔스플리터의 경우 

미세광학계의 3차원집적에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14-19]. 그림 

１-5(a)가 보이는 바와 같이 기존의 마이크로 빔스플리터는 그림 

１-2와 같이 기판의 법선 방향으로 진행하는 레이저빔을 다룰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림 １-5(b)와 같이 

기판 표면에 대해 45º 기울어진 마이크로 빔스플리터가 

보고되었다[20,21]. 하지만 전체 플랫폼이 폴리머 기반이기 때문에 열 

및 기계적 안성정이 떨어지고 실리콘 기판의 미세광학소자와 집적이 

어렵거나 미세기계가공을 기반으로 하여 일괄공정과 웨이퍼레벨공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떨어진다. 

 

 

그림 １-5 마이크로 빔스플리터의 예. (a) 기판에 평행방향으로 진행하는 빛만을 

다룰 수 있는 마이크로 빔스플리터, (b) 기판 표면에 대해 45° 기울어져 있어 

기판에 법선방향으로 진행하는 빛도 다룰 수 있는 마이크로 빔스플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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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기존의 보고된 마이크로 빔스플리터의 경우, 3차원집적이 

애초에 불가능한 형태로 제작되거나 일괄공정을 통한 다른 

미세광학소자와 웨이퍼레벨의 통합이 불가능하다. 즉, 이러한 

빔스플리터를 이용하여 미세광학계를 3차원으로 집적하는 것은 소자의 

생산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칩 형태로 

3차원집적된 미세광학계의 생산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웨이퍼레벨의 일괄공정이 가능하고 다른 미세광학소자와 집적이 

용이하며 재료의 열 및 기계적 안정성이 우수한 마이크로 빔스플리터의 

제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다른 미세광학소자와 3차원집적이 용이하며 

소자의 생산성과 안정성이 우수한 마이크로 빔스플리터와 이것의 

제작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제 1장 1절에서는 새로운 마이크로 빔스플리터에 대한 연구의 

배경에 대해 알아보았다. 제 1장 2절에서는 기존의 마이크로 

빔스플리터 연구동향을 분석하고 각각의 예가 가지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 자세히 분석함으로써 새로이 제안되어야 할 마이크로 빔스플리터의 

개발 방향에 대해 알아본다. 

 

  



 

 7 

제２절 마이크로 빔스플리터의 연구동향 

 

 

본 절에서는 마이크로 빔스플리터의 연구동향을 소개한다. 또한 

미세광학소자의 3차원집적을 초점으로 하여 각각의 빔스플리터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효과적인 3차원집적을 위한 마이크로 빔스플리터의 개발 방향에 대해 

제시해보고자 한다. 

 가장 일반적인 마이크로 빔스플리터는 박막형태로 제작한 것이 

주를 이룬다. 이러한 박막형태의 마이크로 빔스플리터는 주로 

표면미세가공(surface micro-machining)이나 DRIE(deep reactive ion 

etching), 이방성 습식식각(anisotropic wet etch) 기술을 통해 

제작되었다. 

표면미세가공기술은 박막의 증착과 희생층의 선택적 식각을 통해 

3차원 미세구조물을 만드는 기술로, 이를 통해 마이크로 빔스플리터를 

기판 상에 세워진 형태로 구현할 수 있다(그림 １-6)[14,15]. 

 

 

그림 １-6 표면 미세가공을 통해 제작된 미세광학벤치(micro optical be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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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식은 빔스플리터의 모양 및 치수 선정에 있어 비교적 자유도가 

크며 미세구동소자를 같은 기판에 함께 집적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그림 １-6(a)). 하지만 소자가 열 및 기계적 외력에 취약해 

신뢰도가 낮으며 기판의 법선 방향으로 광학통로(optical path)가 

확보되지 않아 다른 미세광학소자들과 3차원으로 집적하기 어렵다. 또한 

수동공정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특성상 정렬이 부정확하며 일괄공정이 

불가능해 현재는 이에 대한 연구가 미미한 수준이다. 

건식식각(dry etch)의 종류 중 하나인 DRIE 공정은 실리콘 기판의 

수직방향으로 종횡비(aspect ratio)가 높은 마이크로 트랜치를 제작하는 

기술이다. 이러한 DRIE 공정과 SOI(silicon on insulator) 기판를 

활용함으로써 그림 １-7과 같이 기판에 직립한 박막형 실리콘 

빔스플리터를 제작 할 수 있다[16,17]. 

 

 

그림 １-7 DRIE와 SOI 기판으로 제작된 마이크로 빔스플리터와 마이켈슨 

간섭계. (a) 빗살구동기(comb-drive actuator)가 포함된 마이클슨 간섭계와 

마이크로 빔스플리터, (b) 브라그 미러(Bragg mirror)를 활용한 마이켈슨 

간섭계와 마이크로 빔스플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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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IE 기술을 통해 제작된 마이크로 빔스플리터는 일괄공정이 

가능하며 추가적인 공정 없이 미세구동소자와 함께 동일평면에 구현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그림 １-7(a)). 하지만 빔스플리터 표면이 

기판에 수직한 방향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판의 법선축으로 

진행하는 레이저빔을 다루지 못하므로 다른 소자와의 3차원집적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방성 습식식각 기술은 결정의 방향에 따른 식각속도 차이를 

이용하여 구조물을 제작하는 기술이다. 이를 이용하며 실리콘의 경우 

일반적으로 {100}, {110}, {111} 결정면을 얻을 수 있으며, 설계된 

식각마스크의 치수나 식각조건에 따라 다양한 형상의 구조물을 제작할 

수 있다(그림 １-8)[18,19]. 

 

 

그림 １-8 이방성 습식식각 기술을 통해 제작된 (a) {100} 마이크로 

빔스플리터와 (b) {111} 마이크로 빔스플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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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방성 습식식각 기술을 통해 제작된 빔스플리터는 (100) 실리콘 

기판을 가공하여 {100} 면으로 이루어진 형태나(그림 １-8(a)) (110) 

실리콘 기판을 가공하여 {111} 면으로 이루어진 형태(그림 １-8(b))로 

보고된 바가 있다. 이방성 습식식각 기술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공정이 간단하고 저렴하며 일괄공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단결정 실리콘의 결정면을 이용하기 때문에 정확한 각도정렬이 가능하며, 

광섬유와 통합이 가능하다. 하지만 DRIE를 통해 제작된 빔스플리터와 

마찬가지로 기판의 법선축으로 진행하는 레이저빔을 다루지 못하므로 

3차원집적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이 3차원으로 집적하기 어려운 기존 마이크로 빔스플리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 기판 표면에 45° 기울어진 폴리머 기반의 

마이크로 빔스플리터가 보고되었다(그림 １-9(a))[20]. 하지만 정확한 

각도의 정렬이 어렵고 폴리머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열 및 기계적으로 

안정성이 떨어지며 실리콘 기반의 소자와 직접통합이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리 기판을 미세기계가공하여 45° 기울어진 

기판을 제작한 사례가 보고 되었으나 일괄공정이 불가능하고 생산성이 

떨어지며 표면거칠기가 높아 광학면으로 사용하기 좋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그림 １-9(b))[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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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１-9 기판 표면에 45° 기울어진 마이크로 빔스플리터. (a) 사면노광을 

이용한 폴리머 기반의 마이크로 빔스플리터, (b) 미세기계가공을 이용한 

유리기반의 마이크로 빔스플리터. 

 

마이크로 빔스플리터는 FMCW LiDAR의 전체 마이켈슨 

광학간섭계를 미세광학소자로 구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구성품이다. 

또한 구조적으로 간섭계의 중심에 배치되기 때문에 다른 소자와의 

연결성이 중요한 소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마이크로 

빔스플리터는 기 언급한 바와 같이 3차원집적이 불가능한 구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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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되어왔다. 근래 들어 이를 해결하고자 마이크로 빔스플리터를 기판 

상에 45°로 기울여서 제작하는 접근이 일부 이루어졌으나 이 경우에도 

기판의 종류, 제작 방법에 있어 근본적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미세광학소자와의 3차원집적은 소자의 생산성과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와 같이 기존의 빔스플리터를 이용하여 미세광학계를 3차원으로 

집적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빔스플리터가 단결정 실리콘 또는 유리 기판과 같이 열 및 기계적으로 

안정한 재료로 구성되어야 하며, 반도체공정을 기반으로 제작이 되어 

일괄공정과 웨이퍼레벨의 공정이 가능해야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다른 미세광학소자와 3차원으로 집적이 

가능하며 생산성과 안정성이 우수한 마이크로 빔스플리터와 이것의 제작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 1장 3절에서는 본 연구의 동기를 다시 

한번 정리하며 새로운 마이크로 빔스플리터를 제안함으로써 본 논문의 

목적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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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３절 연구의 동기와 목적 

 

 

미세광학은 MEMS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마이크로 스캐너와 같은 

미세광학소자를 상용화된 광전자제품에 일부 적용시키고 있다. 그 결과 

광학계 구성 시 요구되는 전체 시스템의 크기와 단가를 크게 감소시켰다. 

하지만 모바일 기기를 통한 3차원정보습득과 증강현실, 자동주행 등의 

응용분야에서는 광학시스템의 초소형화와 단가절감을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근거리 3차원정보획득에 큰 장점을 갖는 FMCW 

LiDAR의 응용분야 확장과 시장 확대에 있어 전체 광학계의 크기를 

소형화하는 것은 중요한 이슈이다. 이를 위해 광학계의 전체 광학부품을 

미세광학소자로 대체하고 동시에 3차원으로 집적하여 칩 크기로 

초소형화 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마이크로 빔스플리터는 미세광학계의 3차원집적을 위해 반드시 

개발되어야 하는 소자이다. 이를 위해 마이크로 빔스플리터를 기판 

표면에 대해 45° 기울어진 형태로 제작하는 연구가 근래에 보고되었다. 

하지만 보고된 마이크로 빔스플리터는 기판의 종류, 제작 방법에 있어 

근본적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세광학계의 3차원으로 집적 시 

생산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마이크로 빔스플리터가 가진 생산성과 

안정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이에 기판 표면에 45º 기울어진 

실리콘 마이크로 빔스플리터와 이방성 습식식각을 이용한 제작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한 빔스플리터는 전체 플랫폼이 실리콘으로 구성되어 열 

및 기계적 안정성이 뛰어나다. 또한 습식식각 공정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단가가 저렴하고 웨이퍼레벨의 일괄공정을 통한 미세광학계의 

3차원집적이 가능하다. 나아가 제안된 마이크로 빔스플리터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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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원으로 집적된 미세광학계 제작의 생산성과 소자의 안정성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제안한 빔스플리터를 제작하고 

최종적으로 제작된 빔스플리터를 분석함으로써 이방성 습식식각을 

이용한 제작 방법의 유효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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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４절 논문의 구성 

 

 

본 절에서는 논문의 각 장이 소개하고 있는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한다. 

제 2장에서는 제안한 빔스플리터의 구조 및 정밀한 제작을 위한 

설계에 대해 설명하였다. 실리콘 마이크로 빔스플리터의 투과도, 반사도 

및 효율을 이론적으로 계산함으로써 빔스플리터의 목표 두께를 

선정하였다. 또한 빔스플리터의 정밀한 제작을 위해 이방성 습식식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단일 트랜치에 대해 습식식각을 기하학적으로 

분석하고 트랜치의 {110} 사면을 모델링 하였다. 최종적으로 

빔스플리터의 구조와 〈110〉 방향의 식각타이머 구조, 설정된 

빔스플리터의 두께를 고려하여 공정변수인 식각마스크의 치수를 

산정하였다. 

제 3장에서는 이방성 습식식각을 이용한 제안한 마이크로 

빔스플리터의 제작에 대해 설명하고 제작된 결과에 대해 기술하였다. 

확립된 습식식각의 단위공정의 조건과 이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 {110} 

이를 이용한 빔스플리터를 제작 방법을 제시하였따. 제안한 방법을 통해 

제작된 빔스플리터를 전자주사현미경, 원자간힘현미경 등을 이용하여 

면밀히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발생한 오차를 분석하고 제안한 

빔스플리터 제작 방식의 장단점에 대하여 논하였다. 또한 제작된 

마이크로 빔스플리터가 포함된 미세광학대의 광학적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제안한 마이크로 빔스플리터의 유효성을 검증하고, 

수직집적에 적용 시 미세광학대가 가지는 광학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제 4장에서는 제안한 빔스플리터의 제작 및 광학적 특성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본 논문의 결론을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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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２장 빔스플리터의 설계 
 

 

 

 

제１절 소개 
 

 

본 장에서는 실리콘 마이크로 빔스플리터의 구조를 제안하며, 

제안한 마이크로 빔스플리터의 정밀한 제작을 위해 설계변수가 되는 

식각마스크의 이론적 설계에 대해 다룬다. 

제 2절에서는 실리콘 마이크로 빔스플리터의 투과도, 반사도 및 

효율을 이론적으로 계산하였다. 이러한 광학분석을 통해 FMCW LiDAR 

적용을 위해 요구되는 두께를 계산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빔스플리터의 

두께를 설정한다. 

제 3절에서는 습식식각으로 구현된 {110} 면을 갖는 단일 

트랜치의 개형을 기하학적으로 분석한다. 이는 제 3절에서 {110} 

사면의 치수함수 도출 시 고려할 트랜치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부가적으로 대면적의 {110} 면을 획득하기 위한 이방성 식각속도비의 

조건(식 2-16)을 확인 할 수 있다. 

제 4절에서는 특정 조건(식 (2-27,38))에서 단일 트랜치의 {110} 

사면의 치수를 기하학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최종적인 {110} 면의 

치수를 예측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식각마스크의 크기 등 설계변수를 

포함하는 {110} 사면의 치수함수(식 (2-43~45))를 도출한다. 이는 

{110} 면으로 구성된 빔스플리터의 제작 시 중요한 설계변수인 

식각마스크의 치수를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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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절에서는 이방성 습식식각을 통해 제작될 빔스플리터의 구조를 

자세하게 다룬다. 빔스플리터의 구조와 〈110〉 방향의 식각타이머 구조, 

설정된 빔스플리터의 두께(제 2장 3절)를 고려하고 습식식각 모델링을 

이용하여 설계변수인 식각마스크의 치수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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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２절 광학 설계 
 

 

본 절에서는 실리콘 마이크로 빔스플리터의 광학 특성을 이론적으로 

예측하고 빔스플리터의 두께를 설정하기 위한 이론적 분석을 진행하였다. 

마이크로 빔스플리터는 주파수변조광원을 사용하는 FMCW LiDAR에의 

적용을 위해 C밴드(1530-1565 nm)의 특정한 광학대역폭에서 균일한 

광분리특성을 가져야 한다. 제안한 실리콘 빔스플리터는 패브리-패로 

에탈론과 동일한 원리를 가지므로 유전체-공기 계면에서의 프레넬 

방정식(Fresnel equation)과 다중광간섭(multiple-beam 

interference)을 기반으로 빔스플리터의 광학 특성을 해석한다. 

 

 

그림 ２-1 공기( 1n )-빔스플리터( 2n ) 계면에서 p-편광된 전자기파(빛)의 

진행. 

 

그림 ２-1은 굴절률이 1n 인 공기에서 굴절률이 2n 인 빔스플리터 

내부로 P편광파의 진행을 보여준다. 그림 ２-1에서 0 ,i pE 와 0 ,i pB 는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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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하는 전기장과 자기장의 크기이며, 0 ,t pE 와 0 ,t pB 는 투과하는 

전기장과 자기장의 크기이고, 0 ,r pE 와 0 ,r pB 는 반사되는 전기장과 

자기장의 크기이다. 이때 진행하는 전자기장은 계면에서의 전자기장 

경계조건을 만족하기 위해 유전체간의 계면에서 물질의 굴절률과 

입사각에 따라 반사되는 양과 투과되는 양이 달라진다. 전자기장의 

경계조건은 패러데이 법칙(Faraday’s law)와 앙페르-맥스웰 

법칙(Ampere-Maxwell’s law)으로부터 

 

 0 , 0 , 0 ,cos cos cosi p i r p r t p tE E E      (2-1) 

 0 , 0 , 0 ,i p r p t pB B B    (2-2) 

 

로 표현된다. 제시된 경계조건을 이용하여 입사된 전기장에 대해 

투과장과 반사장의 크기를 구하면, 물질의 굴절률과 빛의 입사각에 따른 

TM파 전기장의 투과도 t 와 반사도 r 을 설명하는 프레넬 방정식을 식 

(2-3,4)와 같이 구할 수 있다. 

 

 0 , 1

0 , 2 1

2 cos

cos cos

t p i

i p i t

E n
t

E n n



 
 


  (2-3) 

 0 , 2 1

0 , 2 1

cos cos

cos cos

r p i t

i p i t

E n n
r

E n n

 

 


 


  (2-4) 

    i r    

 

이때 전기장의 투과도 t 와 반사도 r 은 빛이 1n 에서 2n 로 진행 할 

때 12t 와 12r 라고 하고 2n 에서 1n 로 진행 할 때는 21t 과 21r 라고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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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의 투과도 T 와 반사도 R 는 식 (2-5,6)와 같은 관계를 만족한다. 

 
2 22 1
12 21

1 2

cos cos

cos cos

t i

i t

n n
T t t

n n

 

 
     (2-5) 

 
2 2

12 21R r r    (2-6) 

 

 

그림 ２-2는 빔스플리터의 내부에서 발생하는 다중광간섭을 

보여준다. 그림에서 1n 은 공기의 굴절률이고 2n 는 빔스플리터의 

굴절률이다. 초기 입사한 0iE 는 첫 번째 마주한 1 2n n  계면에서 12r

만큼 반사되고, 12t 만큼 투과된다. 첫 번째 계면에서 투과된 전기장은 

빔스플리터 내부의 2 1n n 계면에서 무한히 반사를 반복한다. 이때 매 

반사마다 프레넬 방정식으로부터 12t 만큼씩 전기장이 빔스플리터 

내부에서 공기로 투과된다. 최종적으로 투과되는 방향에 따라 

빔스플리터를 반사하는 빛이 되거나 투과하는 빛이 된다. 전체 

빔스플리터의 전기장에 대한 투과도( splitt ) 혹은 반사도( splitr )의 

해석해는 다음과 같이 전체 투과되는 전기장과 반사되는 전기장을 각각 

모두 더한 급수해가 된다. 

 

  
ABC

ABC
1

22
0 0 , 0 12 21 21

1 1

j n
j

t t n i

n n

E E E t t e r e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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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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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211

j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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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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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ABC ABC
1

2

0 0 , 12 0 0 12 21 21 21

1 1

n
j j

r r n i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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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

ABC

0 12 21 2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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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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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lit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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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t r t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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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 

 

 
 ABC

0 1 2

2 cos
2π .

/

split td

n n





   (2-11) 

 

 

그림 ２-2 공기( 1n )로 둘러싸인 빔스플리터( 2n ) 내부에서 발생하는 빛의 

다중광간섭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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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AB 와 ABC 는 빛의 광경로에 따른 위상 지연이다. 식 (2-

5,6)를 이용하여 빔스플리터의 빛의 세기( I )에 대한 투과도( splitT )와 

반사도( splitR )를 아래와 같이 구할 수 있다. 

 

 
2

*t
split split split split

i

I
T t t t

I
     (2-12) 

 
 

   

2

2 2

ABC

1

1 4 sin / 2
split

R
T

R R 




 
  (2-13) 

 

 
2

*r
split split split split

i

I
R r r r

I
     (2-14) 

 
 

   
ABC

2 2

ABC

4 sin

1 4 sin / 2
split

R
R

R R






 
  (2-15) 

 

식 (2-13,15)은 빛의 세기에 대한 투과량 splitT 과 반사량 splitR 이 

위상지연 ABC 의 함수임을 보여준다. 식 (2-11)는 ABC 가 빔스플리터의 

두께 splitd 에 비례하며 동시에 빛의 파장 0 에 반비례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체 빔스플리터의 광학특성이라 할 수 있는 splitT 와 splitR 는 

빔스플리터의 두께 또는 사용하는 빛의 파장에 따라 주기적으로 

변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제안한 실리콘 마이크로 빔스플리터가 FMCW LiDAR와 

같은 주파수변조광원을 기반으로 하는 분야에 적용 될 때는 

주파수변조가 일어나는 파장대역에서 균일한 splitT 와 splitR 을 가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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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CW LiDAR의 주파수변조가 이루어지는 대역폭 fBW 과 종축방향의 

거리측정정밀도 Δz는 식 (2-16)과 같은 관계를 갖는다[22]. 

 

 
c

Δ
2 f

z
BW

   (2-16) 

 

c 는 빛의 속력으로 2.998×108 m/s이다. 표 ２-1은 기존 LiDAR 

제품의 거리정밀도 Δz와 응용분야를 보여준다. 

 

표 ２-1 LiDAR 제품의 거리정밀도 𝚫𝒛와 응용분야. 

Product or group 𝜟𝒛 Application 

LiDAR sensor, 

NASA [23] 
80 mm 

Autonomous landing and hazard 

avoidance of space craft 

HRS-3D, Bridger [24] 1 mm Face recognition 

HDL-64E, Velodyne [25] 15 mm Autonomous driving 

Lockheed martin coherent 

technologies [26] 
3.7-7.5 mm Biometrics and face imaging 

TiM31x, SICK [4] 40 mm - 

ARL [27] 45 cm Robotics 

 

표 ２-1를 통해 대부분의 응용분야에서 사용되는 거리정밀도는 약 

1 mm로 충족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FMCW LiDAR의 거리정밀도를 1 

mm 수준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식 (2-16)에 따라 149.9 GHz의 

주파수대역폭 fBW 을 얻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를 FMCW 

LiDAR에서 사용하는 C밴드(1530-1565 nm)에서 파장에 대한 대역폭 

λBW  으로 환산하면 약 1.201 nm다. 따라서 생체 인식 및 이미징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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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분야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빔스플리터의 대역폭이 1.201 nm보다 

커야한다. 

빔스플리터의 가용대역폭에서는 빔스플리터가 균일한 광분리도를 

가져야한다. 마이크로 빔스플리터의 광분리특성을 보여주는 

빔스플리터의 효율 split 은 식 (2-17)과 같이 

 

 4split split splitT R    (2-17) 

 

로 결정된다[28]. 빔스플리터의 효율 split 은 빔스플리터에 의해 

입사한 빛의 투과량 splitT 와 반사량 splitR 이 얼마나 동일한 양으로 

분리되는 지를 나타내기 위한 지표로, 0.5splitsplit RT   일 때 split 는 

1의 최대값을 갖는다. 이때 빔스플리터의 splitT 와 splitR 은 식 (2-

11,13,15)을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splitT 가 최대인 경우 splitR 가 

최소이고 splitR  최대 일 때 splitT 는 최소로 효율 split 가 ABC  에 대해 

주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삼각함수의 주기성을 

이용하면 빔스플리터의 효율은 1, 2, 3,m    일 때 ABC  2 πm  에서 

최소가 되며,  ABC  2 1 πm   의 근방에서 최고가 됨을 예측 할 수 

있다. 따라서 빔스플리터에 대한 빛의 투과량 splitT 과 반사량 splitR , 효율 

split 를 파장  에 대한 함수가 될 수 있음을 예측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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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２-3 C밴드의 P편광파에 대한 빔스플리터의 투과도, 반사도 및 효율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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빔스플리터의 굴절률 2n 가 (a) 3.4757, (b) 2, (c) 5일 때의 광학특성. 

그림 ２-3(a)는 C밴드(1530-1565 nm)의 P편광파에 대해 두께 

splitd 이 30 μm인 실리콘 빔스플리터가 갖는 광학 특성을 보여준다. 

3.4757의 굴절률 2n 는 1550 nm에서 실리콘의 굴절률에 해당된다[29]. 

splitT , splitR 과 split 는 식 (2-13,15,17)을 이용하여 계산되었다. 이를 

통해 약 4.0 nm의 대역폭에서 0.99 이상의 균일한 빔스플리터 효율을 

보임을 알 수 있다. 4.0 nm의 광학대역폭 갖는 FMCW LiDAR의 최소 

거리측정정밀도는 식 (2-8)을 통해 계산해보면 0.30 mm 수준이다. 

빔스플리터의 굴절률 2n 에 따른 주파수변조 대역폭에 대한 추가적인 

고찰을 위해 그림 ２-3(b,c)를 추가적으로 준비하였다. 

그림 ２-3은 C밴드에서 𝑑𝑠𝑝𝑙𝑖𝑡가 30 μm인 빔스플리터의 굴절률 2n

가 각각 2, 3.4757, 5일 때, 이론적인 splitT , splitR 과 split 을 보여준다. 

굴절률 2n 가 2일때, 빔스플리터의 이론적 최고 효율 split 은 약 0.5이다 

(그림 ２-3(b)). 반면 2n 이 약 3.4757인 실리콘 경우에는 

빔스플리터의 이론적 split 을 최고 1까지 얻을 수 있다(그림 ２-3(a)). 

굴절률 2n 이 5인 경우, 마찬가지로 빔스플리터의 이론적 효율 split 을 

최고 1까지 얻을 수 있다(그림 ２-3(c)). 그림 ２-3(a,c)를 통해 

주목해야 할 점은 빔스플리터의 split 이 0.99 이상으로 균일한 효율을 

갖는 대역폭 splitBW  이 2n 가 5인 경우 0.41 nm인 반면 2n 가 

3.4757인 경우 4.0 nm로 확인 되었다. 이는 빔스플리터의 효율을 

높이고 특정 대역에서 균일한 효율을 얻기에 실리콘은 빔스플리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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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로서 적합한 굴절률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２-4 빔스플리터의 두께 splitd 에 따른 대역폭 BW  변화와 커브 피팅. 

 

그림 ２-4는 변조되는 광원의 중심 파장 0 가 대략 1550 nm라고 

가정 할 때 빔스플리터의 두께 splitd 에 따라 효율 split 이 0.99 이상으로 

균일한 빔스플리터의 이론적 파장대역폭 splitBW  을 보여준다. 또한 

그림 ２-4의 커브 피팅은 스플리터의 파장대역폭 splitBW 이 

빔스플리터의 splitd 에 반비례함을 보여주는 식 (2-18)과 같이 

분수함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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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plit

split

BW
d

   (2-18) 

 

FMCW LiDAR의 거리정밀도 Δz  를 1 mm미만으로 얻기 해서는 

splitBW 이 BW 는 1.201 nm보다 커야 함을 알고 있다. 따라서 그림의 

커브 피팅을 통해 빔스플리터의 두께 splitd 은 100.9 μm이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빔스플리터의 

목표두께 splitd 를 30 μm로 설정하며 이때 예측하는 splitBW 는 약 4 

nm이다(그림 ２-3(a)). 

이렇게 설정된 빔스플리터의 두께는 제 2장 5절에서 빔스플리터의 

제작을 위한 식각마스크 설계 시 공정변수로 반영된다. 제 2장 3절과 

4절에서는 빔스플리터의 정밀한 제작을 위해 습식식각의 식각속도에 

따른 단일 트랜치의 개형 알아보고 이를 이용하여 단일 트랜치 내의 

{110} 면을 모델링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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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３절 습식식각 단일 트랜치 개형 
 

 

(100) 실리콘 기판의 이방성 습식식각을 통해 제작된 트랜치의 

사면으로 기판표면에 대해 45° 기울어진 {110} 면을 얻을 수 있다[30]. 

이러한 습식식각 공정은 공정이 단순하고 저렴하며 일괄공정에 

적합하므로 45° 기울어진 면의 생산성에 있어 기존의 방식[20-21]에 

비해 우수하다. 이러한 {110} 사면의 획득은 단결정 실리콘의 〈100〉 와 

〈110〉 방향의 식각속도인 
100

R 와 
110

R 의 비율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후에는 이러한 식각속도비 를 식 (2-19)와 같이  

 

 
100

110

R

R
    (2-19) 

 

로 정의한다. 

{110} 사면을 이용하여 빔스플리터를 정교하게 제작하기 위해서는 

설계변수인 식각마스크의 치수를 고려한 {110} 면의 치수 함수가 

필요하다. 때문에 {110} 면의 치수함수 도출 시 고려할 실리콘 

트랜치의 개형을 예측할 필요가 있다. 본 절에서는 습식식각으로 구현된 

{110} 면을 갖는 단일 트랜치의 개형을 기하학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식각속도비  는 {110} 면을 사면으로 가지는 실리콘 트랜치의 

형상과 면적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30-32]. 따라서 

빔스플리터의 정교한 제작을 위해서는 에 따라 얻을 수 있는 트랜치의 

개형을 분석하고 이를 {110} 면의 치수함수 도출 시 고려할 실리콘 

트랜치의 개형으로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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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에 따른 실리콘 트랜치의 형상을 분석하기 위한 

기하학 모델링[33]은 다음과 같은 가정을 기반으로 한다. 

 

-가정- 

 

1. 실리콘 습식 식각 시 식각속도가 가장 느린 {100}, {110}, 

{111} 면만을 식각 시 드러나는 면으로 고려 

2. 각 면으로의 식각속도는 독립적 관계에 있음. 

3. 동일한 방향족의 식각속도는 동일 

4. 식각속도는 일정 

5. 식각마스크는 직사각형 형태로, 각 변이 실리콘 기판 

표면에서 정확히 〈100〉 방향으로 정렬된 상태 

6. 식각마스크와 {111} 면은 식각되지 않음. 

 

기 언급한 바와 같이 식각된 트랜치의 형상은 
100

R 과 
110

R 의 

비율  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제시된 가정을 기반으로  의 크기에 

따른 트랜치 형상을 예측해보기 위해, 
100

R 와 
110

R 가 트랜치 옆면의 

치수(I-III)에 주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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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２-5 실리콘 트랜치의 원근도와 {110} 면의 길이  110
h 를 보여주는 A-A’ 

단면도. (a) 실리콘 트랜치의 원근도, (b) 이  110
h 에 주는 영향, (c) 

110
R

이  110
h 에 주는 영향, (d) 𝛅𝒕시간 이후의  110

h 의 길이변화. 

 

치수 (I)는 {110} 사면의 세로길이  110
h 이다. 그림 ２-5를 통해 

100
R 과 

110
R 가 {110} 면의 세로길이  110

h 에 대해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있다. 그림 ２-5(a)는 이방성 습식식각에 의해 형성되는 

실리콘 트랜치의 원근도와 단면 A-A’의 위치를 보여준다. 그림 

100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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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5(b-d)는 그림 ２-5(a)에 표시된 단면 A-A’을 보여준다. 임의의 

시점 t 에서 (110) 면의 세로길이는    110
h t 이다. 이후 δt 만큼의 

시간이 지나면 각 결정면은 각 방향으로의 식각깊이만큼 이동하게 

된다(그림 ２-5(b,c)). 이때 각각의 식각속도는 독립적인 관계로 

가정되므로 각 방향으로의 식각깊이는 그림 ２-5(b,c)과 같이 

독립적으로 고려 한 뒤 그림 ２-5(d)와 같이 합산하여 δt 시간 이후의 

트랜치 치수를 결정 할 수 있다. 그림 ２-5는 
100

R 이 (110)의 

세로길이  110
h 를 

100
2 2 δR t  만큼 증가시킴을 보여준다( ∵ 가정 

3으로부터 
100 100 010

R R R
      

  ). 그림 ２-5(c)는 
110

R 이 (110)의 

세로길이  110
h 를 

110
2 δR t 만큼 감소시킴을 보여준다(∵가정 3으로부터 

110 110
R R

  
 ). 결과적으로 두 식각속도에 의한 영향를 합산하면 시간 t

에 대한 (110) 면의 세로길이  110
h 의 변화율은 

 

 
 110

100 110

d
2 2 2 0

d

h
R R

t
     (2-20) 

 

와 같다(그림 ２-5(d)). 이 결과는 식각된 트랜치의 옆면으로서 

{110} 면이 존재하기 위해서(  110
d / d 0h t  )는 식 (2-21)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함을 의미한다. 

 

 
0.52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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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２-6 실리콘 트랜치의 원근도와 {100} 면의 길이  100
h 을 보여주는 A-A’ 

단면도. (a) 실리콘 트랜치의 원근도, (b) 
100

R 이 {100} 면의 길이  100
h 에 

주는 영향, (c) 
110

R 이 {100} 면의 길이  100
h 에 주는 영향, (d) δt  시간 

이후의  100
h 의 변화. 

 

치수 (II)는 {100} 옆면의 세로길이  100
h 이다. 실리콘 트랜치 내에 

옆면으로 존재하는 {100} 면의 세로길이  100
h 를 고려함으로써 식각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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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면의 {100} 면이 완전히 제거되는 조건을 찾을 수 δt  있다. 그림 

２-6 (a)는 마찬가지로 실리콘 트랜치의 원근도와 단면 A-A’의 

위치를 보여준다. 그림 ２-6(b-d)는 그림 ２-6(a)에 표시된 단면 A-

A’을 보여준다. 식각 시 임의의 시점 t 에서 (010) 면의 세로길이는 

 100
h 이다. 이후 초기 상태로부터 만큼의 시간이 지나면 

100
R 은 

(010)의 세로길이  100
h 을 

100
R t 만큼 감소시키며(그림 ２-6(b)), 

110
R 은 (010)의 세로길이  100

h 를 
110

2R t 만큼 증가시킨다(그림 

２-6(c)). 결과적으로 두 식각속도에 의한  100
h 의 변화율를 더하면 

시간 𝑡에 대한 (100) 면의 세로길이  100
h 의 변화율은 

 

 
 100

100 110

d
2

d

h
R R

t
     (2-22) 

 

이다(그림 ２-6(d)). 이 결과는 식각된 트랜치의 옆면으로 {100} 

면이 없이 넓은 {110} 면이 존재하기 위해서(  100
d / d 0h t  )는 식 (2-

23)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함을 의미한다. 

 

 
0.52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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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２-7 {110} 사면에 의한 교선 l  보여주는 실리콘 트랜치의 원근도와 A 

단면도. (a) 실리콘 트랜치의 원근도, (b) 
110

R 이 l 에 주는 영향, (c) 
100

R 이 

l 에 주는 영향, (d) 𝛅𝒕시간 이후의 l 의 길이 변화. 

 

치수 (III)는 그림 ２-7(a)과 같이 넓은 면적의 {110} 사면이 

서로 간섭하여 생기는 교선 l 이다. 대면적의 {110}을 얻는 습식식각의 

경우 흔히 얻을 수 있는 트랜치의 형상으로[30-32], 정밀한 {110} 

면의 설계를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그림 ２-7(a)는 식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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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치 내의 교선의 위치와 {110} 면에 의한 속도( lv )를 보여준다. 

이때 교선이 움직이는 속력 ,0lv 는 

 

 

 
,0 110

110
ˆ ˆ

1
lv R

a e



   (2-24) 

 ,0 110

2

3
lv R   (2-25) 

 

이다(그림 ２-7(a)). 그림 ２-7(b-d)는 그림 ２-7(a)의 

단면( A )이며, 
100

R 과 
110

R 가 교선 l 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지 

보여준다. 임의의 시점 t 에서 교선의 길이를  l t 라고 할 때 초기 

상태로부터 δt 만큼의 시간이 지나면 
100

R 은 교선 l 을 
100

2 6 δR t 만큼 

감소시키고(그림 ２-7(b)), 반면 
110

R 은 교선 l 을 
110

3 δR t 만큼 

증가시킨다(그림 ２-7(c)). 결과적으로 시간 t 에 대한 교선 l 의 길이 

변화율은 

 

  100 110

d
3 2 2

d

l
R R

t
    (2-26) 

 

와 같다(그림 ２-7(d)). 이는 곧 교선 l 이 식 (2-27)과 같은 

조건 하에 있을 경우, 성장함을 의미한다. 

 

 
1.52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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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트랜치 사면의 세가지 치수(I-III)을 고려함으로써 이방성 

식각비    크기가 변함에 따라 습식식각 시 트랜치의 개형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 지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획득한 식 (2-

21,23,27)으로부터 습식식각비   의 4가지 크기 구간((i) 
0.50 2   , 

(ii) 
0.5 0.52 2   , (iii) 

0.5 1.52 2  , (iv) 
1.52  )에 따라 트랜치의 

개형이 변화할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림 ２-8 식각마스크의 크기는 1200 × 1600 μm2이고, 〈110〉 방향 식각깊이 

100
D 는 400 μm일 때 얻을 수 있는 트랜치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각각 

이방성 식각속도비 가 (a) 2-1, (b) 20, (c) 21, (d) 22일 때의 결과. 

 

앞선 기하학적 분석을 시각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그림 ２-8과 같이 

식각비  의 크기 구간 별로 이방성 습식식각의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시뮬레이션은 모두 동일한 식각마스크와 동일한 〈110〉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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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각깊이(
100 100 pD R t , pt 는 전체 식각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유일한 변수는   값으로 각각 2-1, 20, 21, 22이다. 또한 시뮬레이션은 기 

제시된 기하학적 모델링[33]의 가정을 기반으로 하며, Mathworks 사의 

MATLAB 코드로 생성되었다. 전체 식각시간 pt 는 {110} 사면이 모두 

제거되는 시간보다 짧게 설정되었다. 이는 {110} 모두 제거되는 시점 

이후에는 빔스플리터의 구현이 불가능함으로 고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림 ２-8는 {110} 면이 모두 식각되지 않았다는 조건 하에서 

이방성 식각비  의 크기에 따라 얻을 수 있는 트랜치의 개형을 

보여준다. 그림 ２-8(a)는 (i) 
0.50 2   구간에서의 이방성 습식식각 

개형이다. (i) 구간에서는 {110} 면이 트랜치의 사면으로서 관찰되지 

않았다. 대신 트랜치의 옆면으로 {100} 면을 획득 할 수 있다. 이는 L. 

Rosengren 연구팀이 (100) 기판의 {100} 빔스플리터 제작 시 활용한 

면과 동일한 면이다[18]. 그림 ２-8(b)는 (ii) 
0.5 0.52 2    

구간에서의 식각형상이다. 이는 식 (2-21)과 같이 
0.52   일 때 {110} 

면이 트랜치의 사면으로서 관찰되나, 식 (2-23)를 만족하지 못하는 

0.52  이기 때문에 {100} 면도 동시에 존재함을 보여준다. (iii) 

0.5 1.52 2   구간에서의 식각형상은 그림 ２-8(c)와 같이 예측된다. 

이는 식 (2-23,27)을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iii) 구간에서는 

{110} 면이 트랜치의 사면으로서 관찰되며, 트랜치의 사면으로 {100} 

면이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iv) 
1.52   구간에서의 트랜치의 

개형은 그림 ２-8(d)와 같이 예측된다. 식 (2-27)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iv) 구간에서는 {110} 면의 교선이 관찰된다. 이 때문에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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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이 (ii, iii) 구간과는 달리 육각형의 식각면을 보여줌을 확인하였다. 

그림 ２-8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식 (2-21,23,27)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지 확실히 이해 할 수 있다. 또한 식각속도비  가 

커질수록 형성된 트랜치의 {110} 사면 넓이가 넓어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넓은 면적의 {110} 사면을 얻기 위해서는 높은 (iv) 
1.52  인 

습식식각 공정과 이 구간에서의 개형에 대한 {110} 면의 치수함수 

모델링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제 3장 2절에서 습식식각비 

가 4.35로 (iv) 
1.52   구간에 속하는 습식식각 단위공정의 공정 

조건을 확립하였다.  

제 2장 4절에서는 
1.52  일 때, 설계변수와 최종적인 {110} 면의 

치수 간의 함수를 유도하고 이를 제 2장 5절에서 빔스플리터의 제작을 

위한 식각마스크 설계에 반영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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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４절 {110} 면의 습식식각 모델링 

 

본 절에서는 특정 조건에서 단일 트랜치의 {110} 사면의 치수를 

기하학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식각마스크의 크기 등 설계변수를 

포함하는 {110} 사면의 치수함수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는 {110} 

면으로 구성된 빔스플리터의 제작 시 필요한 식각마스크의 치수를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제 2장 3절의 (iv) 
1.52  인 습식식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트랜치의 개형을 이용하여(그림 ２-8(d)) {110} 면을 치수를 

모델링한다. 그림 ２-9는 (iv) 
1.52  인 습식식각의 모델링을 위한 

결정 방향 및 치수 표기를 보여준다. 

 

 

그림 ２-9 인 습식식각 모델링을 위한 결정 방향 및 치수 표기. (a) 

결정방향과 식각마스크의 치수 표기, (b) {110}면의 치수 표기. 

 

그림 ２-9(a)에서 식각마스크의 짧은 변의 길이는 1d , 긴 변의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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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는 2d 이며, 식각의 대상이 되는 실리콘 기판의 두께는 T 이다. 이 

때 습식식각비  와 1d , 2d , T 는 {110} 면의 치수를 결정하는 

설계변수가 된다. 다루고자 하는 {110} 면의 치수는 그림 ２-9(b)와 

같이 짧은 변 1d  쪽의 {110} 면인 세로길이 h , 교선의 길이 l , 폭 w

으로 정의한다. 짧은 변 1d  쪽의 {110} 면을 기준으로 치수를 

정의하는 이유는 마주보는 {110} 면 사이의 거리를 필요한 만큼 

조절함으로써 광학거리를 바꾸기 용이하기 때문이다. 본 절에서는 이 

세로길이 h , 교선의 길이 l , 폭 w 의 3가지 치수가 공정시간 t 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치수함수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제 2장 5절에서는 이를 식각마스크의 설계에 반영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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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２-10 {110} 면의 길이 h의 치수 변화를 보여주는 트랜치의 단면도. (a) 

식각 시작 전( 0t  )의 트랜치, (b) 습식식각이 시작된 직후부터 트랜치 바닥의 

(100) 면이 제거되기 전까지( a0 tt  )의 𝒉  변화, (c) 트랜치 바닥의 (100) 

면이 제거된 후부터 기판이 관통되기 전까지( a bt tt   )의 𝒉 변화, (d) 기판이 

관통된 후부터 {110} 면이 완전히 제거되기 전까지( b ct tt   )의 𝒉 변화. 

 

(iv) 
1.52  의 습식식각공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트랜치의 

세로길이 h 를 유도하기 위해 그림 ２-10과 같은 식각상황을 

고려하였다. 그림 ２-10은 그림 ２-9의 A-A’ 단면을 보여준다. 그림 

２-10(a)와 같이 기판의 두께는 T 이고 {110} 면의 세로길이 h 는 

초기 시점( 0t  )에 0 이다. 식각이 시작된 직후( 0 t )에는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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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10(b)와 같이 〈100〉 방향과 〈110〉 방향으로 식각이 동시에 

일어난다. 〈110〉 방향 식각속도 
110

R 는 {110} 식각면의 이동에만 

영향을 주지만 세로길이 h 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 따라서 트랜치 

바닥의 {100} 면이 모두 식각되는 시점 at 까지 {110} 면의 세로길이 

h는 식 (2-28)과 같이 

 

  a100
( ) 2 0 th t R t t     (2-28) 

 

로 표현된다. {100} 면이 모두 식각되는 시점 at 는 

 

 
a 1 a100 110

1
t 2 t

2
R d R    (2-29) 

 
 
1

a

110

/ 2
t

2

d

R 



  (2-30) 

 

와 같다. at  이후에는 트랜치의 바닥이 {110} 면으로 둘러싸여 더 

이상 
100

R 이 h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그림 ２-10(c)와 같이 
110

R 에 

의해 h의 길이변화가 진행이 된다. 따라서 h는 

 

      a a a b100 110
2 t 2 t t th t R R t t       (2-31) 

 

이다. 이후 그림 ２-10(d)와 같이 실리콘 기판이 완전히 관통되는 

시점 bt 를 지나면, {110} 식각면의 세로길이 h 는 더 이상 길어지지 

않으며 2T 로 간단히 정의된다. 이때 실리콘 기판이 완전히 관통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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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 bt 는 

 

 
1 b110

1
2 t

2
T d R    (2-32) 

 
 1

b

110

/ 2
t

2

T d

R


   (2-33) 

 

이다. 이때, 습식식각을 통해 {100} 면이 사라지는 데에 걸리는 

시간 at 보다 실리콘 기판이 관통 되는 것에 걸리는 시간 bt 이 길기 

위해서( a bt t )는 식각마스크의 짧은 변 길이 1d 이 식 (2-34)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1

1 2 1 2d T     (2-34) 

 

최종적으로 {110} 면이 사라지는 시점 ct 를 지나면 h는 0이 된다. 

ct 는 그림 ２-11과 같이 {110} 면의 폭 w 을 고려함으로써 도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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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２-11 {110} 면의 폭 w 의 치수 변화를 보여주는 트랜치의 상면도. (a) 

식각 전의 트랜치, (b) 습식식각이 시작된 직후부터 {110} 면이 완전히 

제거되기 전까지( c0 tt   )의 w  변화. 

 

(iv) 
1.52   인 습식식각을 통해 얻은 {110} 면의 폭 w 는 그림 

２-11을 통해 같이 비교적 간단하게 구할 수 있다. 그림 ２-11은 그림 

２-9(a)의 식각트랜치의 상면도이다. 그림 ２-11(a)는 (100) 기판 

위에 짧은 변의 길이 1d 인 식각마스크가 패터닝 되어있는 초기 조건을 

보여준다. 즉, 식각이 시작되는 직전( 0t  )의 {110} 면의 폭 w 은 1d

이다. 이후 미소 시간 δt 만큼 식각을 진행하면 그림 ２-11(b)와 같이 

폭 w는 
110

2 2 δR t 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식 (2-35)와 같이 

 

    1 110 c2 2 0 tw t d R t t      (2-35) 

 

가 된다. ct 는 {110} 면이 모두 제거되기 까지 소요되는 시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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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c

110

t
2 2

d

R
   (2-36) 

 

이다. 이때, 앞선 그림 ２-10의 습식식각 양상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실리콘 기판이 관통 되는 것에 걸리는 시간 tb 보다 {110} 

면이 제거되는데 걸리는 시간 tc 가 길다는 전제( tc > tb )가 있어야 

하므로, 식 (2-33,36)을 이용하면, 

 

 1T d   (2-37) 

 

를 만족 시켜야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기하학적 모델링은 

1.52  인 습식식각에 대해 설계변수인 식각마스크의 짧은 변 1d 과 

기판의 두께 T 가 식 (2-38)를 만족해야 적용이 가능하다. 

 

  1

1 2 1 2T d T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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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２-12 {110} 면의 교선 l 의 치수 변화를 보여주는 트랜치의 원근도와 

단면도. (a) 습식식각이 시작된 직후부터 트랜치 바닥의 (100) 면이 제거되기 

전까지( a0 tt   )의 l  변화, (c) 트랜치 바닥의 (100) 면이 제거된 후부터 

기판이 관통되기 전까지( a bt tt   )의 l  변화, (d) 기판이 관통된 후부터 교선 

𝒍이 완전히 제거되기 전까지( b dt tt  )의 l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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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２-12은 (iv) 
1.52  를 만족하는 습식식각 공정 중 {110} 

사면 간의 교선의 길이인 l 이 주어진 식각조건에서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준다. 그림 ２-12가 포함하는 각 그림 ２-12(a-c) 그림은 식각이 

진행중인 3차원 그림과 교선 l 을 포함한 단면도(3차원 그림 내에 

단면( A )로 구성된다. 그림 ２-12(a)는 식각이 {100} 면의 완전한 

제거에 필요한 시간 at  이전에서의 식각상황을 보여준다. 이때 교선의 

길이 l 의 길이변화율은 식 (2-26)의 결과와 같다. 따라서 식각시간에 

따른 교선의 길이 l 은 

 

      a100 110
3 2 2 0 tl t R R t t      (2-39) 

 

와 같다. 여기서 at 는 식 (2-30)에 제시 되어있다. 그림 

２-12(b)는 at  이후의 식각 시 {110} 면의 치수 변화를 보여준다. 

at  이후에는 오직 
110

R 에 의해서만 식각이 일어나기 때문에 미소시간 

δt 동안 줄어든 길이는 
110

6 δR t 이다(그림 ２-12(b)). 따라서 

식각시간에 따른 교선의 길이 l 은  

 

      a a100 110 110
3 2 2 t 6 tl t R R R t      (2-40) 

a b(t t )t   

 

와 같다. 이때 bt 는 실리콘 기판이 관통되는데 소요되는 시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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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2-33)과 같다. 그림 ２-12(c)는 실리콘 기판이 관통된 시점 bt  

이후에 
110

R  방향으로의 식각이 교선의 길이 l 을 변화시키는 상황이다. 

이를 분석하면 bt  이후의 식각시간 t 에 따른 교선의 길이 l 을 식 (2-

41)과 같이 표현 할 수 있다. 

 

     a b100 110 110

1
3 2 t 2 6 t

2
l t R R R t

 
    

 
  (2-41) 

b d(t t )t   

 

dt 는 교선의 길이가 0이 되는 시점으로, 

 

 
d

110

t
2 2

T

R
   (2-42) 

 

이다. 식 (2-36)에 의해 td는 항상 tc보다 작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식 (2-38)를 만족하는 공정조건에서 (iv) 
1.52   

의 이방성 습식식각을 통해 획득 가능한 {110} 면의 치수는 식 (2-

43~45)와 같이 계산되었다. 

 

 
 

100

a 110

a

a b

b c

a1 0

c

0

(0 t )

(t t )
( )

2 (t t )

2

0 (t )

2 t 2 t

t

t
h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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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t

t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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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

c

110
(0 t )

( )
(t )0

2 2d R t t
w t

t

  
 




  (2-44) 

 

 

   

   

100 110

a a100 110 110

a b100

a

a b

b d

d

110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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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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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t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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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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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R

t

t
l t

tR R t

t

R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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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5) 

 

 

단일 트랜치의 치수 함수 h , w , l 에 대한 식 (2-43~45)를 

이용하여 빔스플리터의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빔스플리터의 최종 

설계는 제 2장 5절에서 다룬다.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기하학 모델링의 분석을 통해 얻은 

{110} 면 치수 함수를 통해, 주어진 조건(식 (2-38))에서 획득 

가능한 {110} 면의 넓이가 계산이 가능하다. 이는 해당 조건에서 {110} 

면의 넓이를 최적화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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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５절 구조 제안 및 설계 

 

 

 

그림 ２-13 제안하는 실리콘 마이크로 빔스플리터의 (a) 3차원 개념도와 (b) 

A-A’ 단면도. 

 

그림 ２-13는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마이크로 빔스플리터의 3차원 

개념도과 단면도를 보여준다. 제안한 전체 마이크로 빔스플리터의 

구조는 미세 마이켈슨 간섭계로의 적용 시 레이저광원, 광검출기, 

마이크로미러 등 타 소자와 기판의 법선 방향으로 집적되기 위해 2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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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미러 및 2개의 광통로와 함께 구성된다(그림 ２-13(a)).  

제안한 빔스플리터는 기판의 법선 방향으로 입사하는 빛을 두 갈래로 

분리하여 동일한 방향으로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그림 ２-13(b)). 또한 

입력광에 대해 출력광의 방향이 모두 동일한 방향이 되도록 

설계하였다(그림 ２-13(b)). 이는 본 연구에서 구현되지 않았지만 

제안한 빔스플리터를 이용하여 3차원으로 집적된 미세 마이켈슨 간섭계 

구현 시, 한번의 접합공정을 통해 미세광학소자인 참조거울과 마이크로 

렌즈스캐너가 빔스플리터의 기판의 윗면에 웨이퍼레벨 집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본 절에서는 실리콘 이방성 습식식각 공정을 이용하여 제안한 

빔스플리터를 정밀하게 제작하기 위해 제 2장 4절의 단일 트랜치의 

{110} 면에 대한 이방성 습식식각 모델링(식 (2-43~45))를 이용하여 

습식식각마스크를 정밀하게 설계한다(표 ２-2). 식각마스크는 본 

제작에서 가장 쉽게 조절할 수 있는 설계변수이기 때문이다. 반면 

식각속도, 식각속도비와 같은 공정변수는 조절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 

3장 2절의 습식식각 단위공정의 결과를 이용하였다. 습식식각 모델링 

적용 시, 〈100〉 및 〈110〉 방향으로의 식각속도 
100

R 와 
110

R 은 제 3장 

2절의 습식식각 단위공정을 통해 얻은 실험치인 21.7 μm/hr와 4.99 

μm/hr로 설정하였다. 이때의 이방성 식각속도비 는 4.3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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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２-14 양면 식각마스크의 설계변수. (a) 기판 앞면과 뒷면의 식각마스크 

치수( 1d , 2d )와 간격( 1s , 2s ), (b) 식각깊이(
100

D ,
110

D ) 및 기판의 

두께(T ). 

 

그림 ２-14는 설계변수인 식각마스크의 긴 변과 짧은 변 길이( 1d ,

2d )와 식각마스크 간의 간격( 1s , 2s ), 〈100〉, 〈110〉 방향 

식각깊이(
100

D ,
110

D ), 기판의 두께( T )를 보여준다. 식 (2-

43~45)을 적용하여 최종 빔스플리터의 형태를 예측하기 위해, 기판의 

두께 T 가 525 μm일 때 식각마스크의 짧은 변 1d 은 식 (2-38)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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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1525 708μmd   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이에 빔스플리터의 

크기를 최대화 할 수 있도록 1d 을 최대값에 가까운 700 μm로 설정한다. 

식각마스크의 긴 모서리 길이 2d 는 1d 보다 크도록 850 μm로 결정한다. 

그림 ２-14(a)의 간격 1s 과 2s 는 양면 습식식각에 의해 형성되는 앞, 

뒷면 실리콘 트랜치(그림 ２-14(a,b)의 F1, F2, B1, B2) 사이의 필름 

두께(그림 ２-14(b)의 O1, O2, BS)를 결정한다. 이때 1s 은 남겨진 

실리콘 필름이 원하는 두께의 실리콘 빔스플리터가 되도록 결정해야 

하는 반면, 2s 는 식각타이머 구조로 식각이 완료된 후 광학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완전히 제거 되도록 설계해야 한다(그림 ２-14(b)). 식 

(2-46)은 〈110〉 방향 식각깊이 
110

D 에 따라 그림 ２-14(b)와 같이 

트랜치 F1-B1 사이와 트랜치 F2-B2 사이의 필름의 두께가 0이 되기 

위한 2s 값을 보여준다. 

 

 
2 110

2 2s T D    (2-46) 

 

이때 앞면과 뒷면에서의 〈100〉 방향 식각깊이 
100

D 가 동일하다고 

하면, 〈100〉과 〈110〉 방향의 식각깊이 
100

D 과 
110

D 를 510 μm와 117 

μm로 설정할 때 2s 는 193 μm이다. 

이와 같이 2s 에 의해 식각 완료 시 {110} 필름의 두께가 0이 되는 

식각타이머 구조는 〈110〉 방향으로 117 μm만큼의 식각깊이에 대한 

식각타이머로 이용될 수 있다. 따라서 식각타이머를 통해 〈110〉 방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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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각깊이 
110

D 를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으리라 예측된다[34]. 이때 

그림 ２-14(b)와 같이 식각 완료 시 트랜치 F2-B1 사이의 실리콘 

필름의 두께가 빔스플리터의 두께 splitd 가 되도록 하는 1s 은 식 (2-

34)와 같이 결정 할 수 있다. 

 

 
1 110

2 2 2splits d T D     (2-47) 

 

따라서 splitd 은 제 2장 2절에서 30 μm로 설정되었으므로 1s 은 151 

μm로 계산된다. 

종합적으로 모든 설계변수들인 식각마스크의 치수와 기판의 두께, 

〈100〉, 〈110〉 방향 식각깊이는 대면적의 {110} 사면을 얻을 수 있도록 

특정한 값으로 결정되었다(표 ２-2). 

 

 

그림 ２-15 기판의 앞면, 뒷면과 단면도 및 양면의 식각속도가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설계한 빔스플리터와 빔스플리터의 정사영 유효면적( splitS ), 

유효길이( splitH ), 유효폭( splitW )과 유효교선길이( split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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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２-15는 (100) 기판 표면의 [010] 방향에 대해 45° 만큼 

기울어진 빔스플리터의 치수 표기법을 보여준다. 제안한 마이크로 

빔스플리터는 기판의 법선 또는 평행 방향으로 진행하는 빛만을 다루기 

때문에 빔스플리터의 유효면적은 본래 빔스플리터의 면적을 그림 

２-15와 같이 [010] 방향으로 정사영한 면적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빔스플리터의 치수는 정사영의 치수 splitH , splitW , splitL 과 두께 

splitd 를 이용해 정의한다. 

빔스플리터의 설계를 위해서는 식각시간에 따른 최종적인 

빔스플리터 정사영의 치수 splitH , splitW , splitL 를 예측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식 (2-43~45)을 이용하여, 양면의 트랜치의 치수를 

계산하고 이로부터 빔스플리터의 치수를 얻었다. 이때 앞면과 뒷면의 

식각속도 및 이방성 식각속도비는 일정하다고 가정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유도되지 않았으나 이러한 기하학 모델링을 이용하여 

빔스플리터의 치수를 계산하는 통합식의 유도 또한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사용하는 빛의 스팟사이즈(spot size)는 클수록 빔의 정렬이 

쉽다[35]. 또한 광학면의 크기가 클수록 회절현상에 의한 신호대잡음비 

감소가 적다[36]. 따라서 빔스플리터의 정사영 치수 splitH , splitW , splitL

과 관련된 빔스플리터의 유효면적 splitS 은 클수록 좋다고 할 수 있다. 

빔스플리터 정사영 치수인 splitH , splitW , splitL 은 각각 495, 369, 253 

μm로 계산되었으며, 이로부터 계산되는 빔스플리터의 면적 splitS 는 

0.119 μm2이다. 표 ２-2는 본 설계 과정을 통해 산정한 설계 변수와 

예측되는 빔스플리터의 치수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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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２-2 빔스플리터의 이론적인 설계 및 공정 변수와 예상 치수. 

Design data 

Design parameter 

𝑑1 700 μm 

𝑑2 850 μm 

𝑠1 151 μm 

𝑠2 193 μm 

Process parameter 

𝑇 525 μm 

𝜙 4.35 

𝐷〈100〉 510 μm 

𝐷〈110〉 117 μm 

Expected beamsplitter 

dimension 

𝐻𝑠𝑝𝑙𝑖𝑡 495 μm 

𝑊𝑠𝑝𝑙𝑖𝑡 369 μm 

𝐿𝑠𝑝𝑙𝑖𝑡 253 μm 

𝑆𝑠𝑝𝑙𝑖𝑡 0.119 mm2 

𝑑𝑠𝑝𝑙𝑖𝑡 30 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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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３장 빔스플리터의 제작 
 

 

 

 

제１절 소개 
 

 

본 장에서는 이방성 습식식각을 이용한 제안한 실리콘 마이크로 

빔스플리터의 제작 방법과 결과 및 분석에 대해 설명한다. 

제 2절에서는 먼저 (100) 실리콘 웨이퍼에서 넓은 면적의 {110} 

면을 얻기 위한 습식식각 단위공정의 조건을 확립하고 이에 대해 

설명한다. 빔스플리터의 정밀한 제작을 위해 확립된 습식식각 

단위공정을 이용하여 트랜치를 제작하고 구조를 분석한다. 또한 식각 

깊이에 따라 트랜치의 구조와 표면상태가 변화하는 양상을 확인함으로써 

습식식각 단위공정의 적합성을 확인한다. 

제 3절에서는 제안한 빔스플리터의 제작을 위한 공정 조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양면식각 기술과 1장의 포토마스크만을 활용하여 

공정을 진행함으로써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키고 단가를 절감하였다. 

제 4절에서는 제작된 빔스플리터의 구조와 광학성능을 측정 및 

분석하고 결과에 대해 토의한다. 이를 통해 제작 방법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설명한다. 빔스플리터가 포함된 전체 미세광학대의 광학적 특성을 

구조분석결과를 기반으로 이론적으로 분석하였으며, 광실험을 통해 실제 

광특성의 분석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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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２절 습식식각 단위공정 
 

 

본 절에서는 제안한 빔스플리터의 제작 시 이용할 습식식각의 

단위공정을 확립한다. 확립된 단위공정의 식각속도비 를 확인하기 위해 

SEM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제작된 {110} 면의 표면거칠기를 

분석하였다. 

습식식각 단위공정의 조건을 확립하고  값을 찾기 위해, 단일 

실리콘 트랜치를 제작하기 위한 실리콘 습식식각 단위공정을 진행하였다.  

그림 ３-1은 단일 트랜치를 제작하기 위한 습식식각 공정도를 보여준다. 

 

 

그림 ３-1 이방성 습식식각 단위공정의 개요도. (a) 저압화학기상증착, (b) 

포토리소그래피, (c) 반응성이온식각 공정, (d) 이방성습식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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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으로는 (100)의 양면연마 된 실리콘 기판을 사용하였다. 

실리콘 기판의 세부 정보는 표 ３-1과 같다. 

 

표 ３-1 Wafer의 정보. 

Wafer information 

Outline 4 inch,  

Thickness 525 μm 

Orientation <100> 

Polishing Double sided polishing (DSP) 

Electrical P(Boron)-doped, 1-20 Ω·m 

Grade Test 

 

먼저 H2SO4와 H2O2를 3:1의 부피 비로 혼합한 피라냐 

용액(Piranha solution)과 49wt%의 HF 용액로 실리콘 기판을 세척한 

후 건조 하였다. KOH와 TMAH용액에서 실리콘과의 선택비가 높은 

실리콘질화막(Si3N4)를 마스크물질로 이용하기 위해 LPCVD 장비(E-

1200, Centrotherm)을 이용함으로써 약 300 nm 두께의 질화막을 그림 

３-1(a)와 같이 기판 양면에 증착 하였다. 이후 그림 ３-1(b)와 같이 

포토리소그래피 장비(MA-6, Karl-Suss)와 양성감광제(AZ4330)를 

이용하여 3.6-3.8 μm 두께의 감광제 패턴을 형성하였다(표 ３-2). 

식각마스크의 각 4개의 변은 (100) 기판의 플랫존을 포토마스크의 

패턴에 맞춤으로써 〈100〉 방향으로 정렬된다 (그림 ３-1(b)). 이는 

편평하고 넓은 {110} 면을 습식식각된 트렌치의 사면으로 얻기 

위함이다[30-32]. 형성된 감광제 패턴은 건식식각 시 선택비를 높이기 

위해 핫플레이트(HHP-411, SHAMAL) 위에서 순차적으로 각 15분간 



 

 61 

120, 130, 140, 150ºC에서 열처리 되었다. 그림 ３-1(c)는 

반응성이온식각장비(RIE 80 Plus, Oxford Instrument)와 기 형성된 

감광제 패턴을 마스크로 이용하여 건식식각 함으로써 질화막 마스크를 

패터닝 하는 것을 보여준다(표 ３-3). 건식식각은 질화막의 두께에 

대해 20% 가량 과식각함으로써 실리콘 질화막을 완전히 제거하였다. 

실리콘질화막 건식식각 후 잔류한 감광제 패턴은 피라냐 용액으로 20분 

간 담가서 제거하였다. 형성된 식각마스크의 치수 1d , 2d 는 각각 1200, 

1800 μm로 직사각형 형태이다. 

 

표 ３-2 포토리소그래피 공정 조건. 

Process conditions 

Low spin 500 rpm for 5 seconds 

High spin 500 rpm for 35 seconds 

Soft bake on hot plate at 110 ºC for 60 seconds 

Exposure I-line of 25 mW/sec for 20 seconds 

Develop AZ 300 MIF for 210 seconds 

Final photoresist thickness 3.6 ~ 3.8 μm 

 

표 ３-3 반응성이온식각 공정 조건. 

Process conditions 

RF power 150 W 

Pressure 100 mTorr 

Gas O2 of 5 sccm, CF4 of 50 sccm 

Etch time 3 minutes 

Final nitride thickness 0 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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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그림 ３-1(d)와 같이 비이온성 계면활성제(triton-x-100)를 

이용한 단결정 실리콘의 이방성 습식식각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계면활성제에 의한 식각속도 감소의 원인은 물리적으로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계면활성제의 분자가 습식식각반응의 반응물을 

둘러싸면서 식각액과 실리콘 결정면의 경계면에 축적되어 습식식각의 

속도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Triton-x-100은 {110} 면의 

식각속도를 늦추고 표면거칠기를 낮추는 대표적인 계면활성제이다. 

따라서 거칠기가 낮고 면적이 넓은 {110} 면을 형성하는 것에 

적합하다. 습식식각은 식각액의 조성에 따라 표 ３-4와 같이 A, B, C의 

3가지 조건으로 분리하여 진행하였다. 먼저 용액을 비이커에 담아 가열 

기능이 포함된 초음파교반기(SONOREX SUPER 10 P, Banderin)에서 

식각액을 중탕 및 교반 하였다. 온도의 안정화를 위해 2시간 이상의 

안정화 시간을 가진 뒤 준비된 실리콘 시편을 담그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때 중탕조의 온도는 70±1.5ºC로 유지하였으며 

식각속도를 균일하게 하고 {110} 면의 표면 거칠기를 낮추기 위해 35 

kHz 초음파주파수로 교반하였다.  

 

표 ３-4 습식식각 조건 A, B, C. 

Condition A B C 

Solution 40wt% KOH 25wt% TMAH 

Surfactant 300 ppm 70 ppm 300 ppm 

Etch time 3 hrs 12 hrs 12 hrs 

Ultrasonic freq. 35 kHz 

Temp. 70±1.5 º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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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각이 완료된 시편의 질화막 식각마스크는 반응성이온식각을 통해 

제거하였고, 식각마스크가 제거된 시편을 주사전자현미경을 통해 구조 

및 치수를 분석하였다. 그림 ３-2는 식각 된 단일 실리콘 트랜치를 

촬영한 전자주사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사진으로 

시편 A, B, C의 미세구조를 보여준다. 

 

 

그림 ３-2 습식식각 조건에 따른 단일 실리콘 트랜치의 SEM 사진. (a) 

습식시간 조건 A에서 얻은 단일 트랜치의 SEM 사진, (b) 습식시간 조건 A에서 

얻은 단일 트랜치의 단면 SEM, (c) 습식시간 조건 B에서 얻은 단일 트랜치의 

SEM 사진, (d) 습식시간 조건 B에서 얻은 단일 트랜치의 단면 SEM, (e) 

습식시간 조건 C에서 얻은 단일 트랜치의 SEM 사진, (f) 습식시간 조건 C에서 

얻은 단일 트랜치의 단면 S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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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３-2(a)는 조건 A에서의 단일 트랜치의 전자주사현미경 

사진을 보여준다. KOH를 이용한 식각 시 트랜치의 측면으로 주로 {100} 

면과 {110} 면을 얻었다. 이는 이방성 식각속도비  가 20.5 이하임을 

의미한다. 즉, 첨가된 계면활성제가 KOH 용액의 {110} 면 식각속도를 

효과적으로 낮추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식각된 {110} 면의 

표면 또한 거칠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3-2(b)는 조건 A 

시편의 〈100〉 방향 단면을 보여준다. 그림 ３-2(a)와 유사하게 {110} 

면이 잘 드러나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트랜치의 옆면으로 

얻은 {100} 면은 바닥면과 이루는 각도가 약 90º로 측정이 되어 

제안한 소자를 제작하기에 적합한 결정면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림 

３-2(c)는 조건 B 시편의 전자주사현미경 사진이다. Triton-x-100을 

70 ppm 첨가한 TMAH를 이용하여 트랜치를 식각 할 경우 그림 

３-2(c)와 같이 {110} 면 간의 교선이 포함된 넓은 면의 {110} 면을 

얻을 수 있었다. 이는 첨가된 계면활성제가 KOH 용액의 {110} 면 

식각속도를 효과적으로 낮춰  가 21.5보다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３-2(d)를 통해 조건 B 단일 트랜치의 {110} 사면이 바닥면과 

이루는 각도가 45°임을 확인 할 수 있다. 하지만 전자주사현미경 사진을 

통해 확인된 {110} 면은 표면에 요철형태의 굴곡이 관찰되어 

광학소자로 이용되기에 이상적인 표면이라 보기 어렵다(그림 ３-2(c)). 

그림 ３-2(e,f)를 통해 C 시편의 전자주사현미경 사진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Triton-x-100을 300 ppm만큼 첨가한 TMAH를 

이용하여 트랜치를 식각 할 경우 넓은 면의 {110} 면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조건 B 시편에 비교했을 때 표면이 상대적으로 편평해 

마이크로 빔스플리터로 제작하기에 가장 적합한 {110} 표면이라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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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３-3 습식식각 시간에 따른 단일 실리콘 트랜치의 SEM 사진. (a) 6시간 

습식식각을 통해 얻은 트랜치의 SEM 사진, (b) 6시간 습식식각을 통해 얻은 

트랜치의 단면 SEM, (c) 12시간 동안의 습식식각을 통해 얻은 트랜치의 SEM 

사진, (d) 12시간 동안의 습식식각을 통해 얻은 트랜치의 단면 SEM, (e) 18시간 

동안의 습식식각을 통해 얻은 트랜치의 SEM 사진, (f) 18시간 동안의 

습식식각을 통해 얻은 트랜치의 단면 SEM, (g) 24시간 동안의 습식식각을 통해 

얻은 트랜치의 SEM 사진, (h) 24시간 동안의 습식식각을 통해 얻은 트랜치의 

단면 S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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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３-3은 C 시편과 동일하게 300 ppm의 triton-x-100이 

첨가된 TMAH를 이용하여 각각 6, 12, 18, 24 시간 동안 식각한 

트랜치의 전자주사현미경 사진이다. 이틀 통해 전자주사현미경 사진을 

분석함으로써 최종적인 식각깊이를 계산하였다. 그림 ３-4의 그래프는 

식각 시간에 따른 〈100〉과 〈110〉 방향으로의 식각깊이(
100

D , 
110

D )를 

보여준다. 

 

 

그림 ３-4 시간에 따른 〈100〉과 〈110〉 방향으로의 식각깊이(𝑫〈𝟏𝟎𝟎〉, 𝑫〈𝟏𝟏𝟎〉). 

 

그림 ３-4를 통해 각 방향으로의 식각깊이는 시간에 대해 비교적 

선형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식각시간 동안 

습식식각의 속도가 일정하다는 제 2잘 3절의 가정 4를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이를 이용해 공정시간이 0시간 일 때 식각깊이는 0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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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하에 시간에 대해 〈100〉과 〈110〉 방향으로의 식각깊이를 선형근사 

하였다. 그 결과 〈100〉 방향과 〈110〉 방향으로의 식각속도 
100

R 과 

110
R 는 21.7±0.5 μm/hr, 4.99±0.1 μm/hr로 확인 되었다. 

 

 

그림 ３-5 〈110〉 방향으로의 식각깊이( 𝑫〈𝟏𝟏𝟎〉 )에 대한 〈100〉 방향으로의 

식각깊이(𝑫〈𝟏𝟎𝟎〉)와 식각속도비 𝝓. 

 

그림 ３-5는 〈110〉 방향으로의 식각깊이 
110

D 에 대한 〈100〉 

방향으로의 식각깊이 
100

D 를 보여주는 그림이다. 이 결과는 그림 3-

3의 SEM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다. 이를 통해 식각속도비  는 

4.35±0.10로 계산되었으며 제 2장 3절의 식 (2-16)에 따라 (iv) 

1.52  에 해당된다. 따라서 해당 제 2장 4절에 제시된 모델링에 적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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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4.35로 설정한다. 이를 통해 제시된 모델링을 이용하여 습식식각 

단위공정으로 제작되는 최종적인 트랜치의 구조를 예측 할 수 있다. 

 

 

그림 ３-6 식각시간에 따른 {110}면의 AFM 사진과 표면의 평균거칠기(𝐑𝐚 ). 

식각시간이 (a) 6시간, (b) 12시간, (c) 18시간, (d) 24시간 에서의 표면 AFM 

사진. 

 

그림 ３-6은 식각시간에 따른 습식식각 되었을 때 {110} 면의 

원자간력현미경(atomic force microscopy, AFM) 사진을 보여준다. aR  

는 표면의 평균거칠기이며, 각각의 촬영은 10×10 μm2의 범위에서 

진행되었다. 그림 3-6을 통해 습식식각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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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의 평균거칠기 aR 가 줄어듦을 알 수 있으며, 24시간 동안 

식각되었을 때의 {110} 면의 aR 는 5.994 nm였다. 비슷한 수준의 

표면거칠기 aR 를 약 5.2 nm로 얻었던 D. Resnik 연구팀에 따르면 

FMCW LiDAR에서 사용하는 C밴드(1530-1565 nm)의 파장길이에 

비해 매우 작아 표면의 미세거칠기가 반사각에 주는 영향은 적다[31]. 

따라서 제작한 {110} 면은 광학적으로 우수한 반사도 특성을 가질 

것이라 예측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공정시간을 제외한 습식식각 단위공정의 

조건을 표 ３-4의 조건 C와 같이 확립하였다. 조건 C의 습식식각을 

통해 얻은 실리콘 트랜치를 SEM, AFM 등으로 분석함으로써 확립된 

습식식각 조건을 통해 넓은 면적의 {110} 경면을 제작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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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３절 제작 
 

 

본 절에서는 제 2장 5절의 빔스플리터 설계 및 제 3장 2절의 

습식식각 단위공정을 이용하여 제안한 빔스플리터의 제작 방법을 

설명하였다. 그림 ３-7은 제안한 빔스플리터의 제작 공정도를 보여준다.  

 

 

그림 ３-7 습식식각을 이용한 제안한 실리콘 마이크로 빔스플리터의 공정도. (a) 

기판 세척 및 건조, (b) 저압화학기상증착을 이용한 질화막 증착, (c) 

반응성이온식각을 이용한 앞면 식각마스크의 패터닝, (d) 반응성이온식각을 

이용한 뒷면 식각마스크의 패터닝, (e)이방성 습식식각을 이용한 빔스플리터의 

제작, (f) 식각마스크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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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３-7(a-d)의 공정 순서는 제 2절의 습식식각 단위공정과 

동일하다. 먼저 H2SO4와 H2O2를 3:1의 부피 비로 혼합한 피라냐 

용액과 49wt% HF 용액으로 실리콘 기판을 세척한 후 건조 

하였다(그림 ３-7(a)). TMAH 용액에서 실리콘과의 선택비가 높은 

실리콘질화막를 마스크물질로 이용하기 위해 LPCVD 장비을 

이용함으로써 약 300 nm 두께의 질화막을 그림 ３-7(b)와 같이 기판 

양면에 증착하였다. 이후 기판 앞면에 포토리소그래피 정렬 및 노광 

장비와 양성감광제를 이용하여 3.6-3.8 μm 두께의 감광제 패턴을 

형성하였다(표 ３-2). 감광제의 각 4개의 변은 (100) 기판의 플랫존을 

이용해 〈100〉 방향으로 정렬되도록 하였다(그림 ３-7(c)) 이는 

식각마스크를 〈100〉 방향으로 정렬시킴으로써 편평하고 넓은 {110} 

면을 식각된 트렌치의 사면으로 얻기 위함이다. 형성된 감광제 패턴은 

열 및 기계적 경화를 위해 핫플레이트 위에서 순차적으로 각 15분간 

120, 130, 140, 150℃로 열처리 되었다. 이후 그림 ３-7(c)와 같이 

질화막 마스크를 패터닝 하기 위해 반응성이온식각장비를 이용하여 

감광제 패턴을 마스크로 건식식각을 진행하였다(표 ３-3). 이때 

건식식각은 질화막의 두께에 대해 20% 가량 과식각함으로써 실리콘 

질화막을 완전히 제거하였다. 실리콘질화막의 건식식각 후 잔류한 

감광제 패턴은 피라냐 용액으로 20분 간 담가서 제거하였다. 다음으로 

기판의 뒷면에 동일한 방식으로 식각마스크를 형성하였다(그림 

３-7(d)). 기판의 앞면과 뒷면의 식각마스크는 동일한 패턴을 가지지만 

식각마스크의 긴변 방향 정렬 마진을 둠으로써 식각타이머와 함께 

빔스플리터가 제작되도록 설계하였다(식 (2-46,47)). 이후 그림 

３-7(a-d)의 공정을 진행한 웨이퍼를 절삭장비(DAD-3350, 

DISCO)을 이용하여 시편 단위로 절삭하였다. 그 다음으로 그림 

３-7(e)와 같이 기판 양면의 이방성 습식식각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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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식식각의 조건은 제 3장 2절의 표 ３-4에 표시된 조건을 

사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얻은 {110} 면을 분석함으로써 거칠기가 

낮고 면적이 넓은 경면의 제작이 가능해 빔스플리터의 제작에 적합한 

습식식각 조건임을 확인하였다. 먼저 200 ppm triton-x-100가 첨가된 

25wt% TMAH를 비이커에 담아 가열 기능이 포함된 

초음파교반기(SONOREX SUPER 10 P, Banderin)에서 중탕 및 교반 

하였다. 온도의 안정화를 위해 2시간 이상의 안정화 시간을 가진 뒤 

준비된 실리콘 시편을 담그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때 식각속도를 

균일하게 하고 {110} 면의 표면 거칠기를 낮추기 위해 중탕조는 35 

kHz 초음파주파수로 교반하였고 중탕조의 온도는 70±1.5 °C로 

유지하였다. 식각은 식각타이머의 완전한 제거를 기준으로 종료되었으며 

식각시간은 총 27시간이 소요되었다. 식각 종료 후 식각마스크를 RIE 

건식식각하여 제거함으로써 제안한 마이크로 빔스플리터의 제작을 

완료하였다. 그림 ３-8은 제작이 완료된 마이크로 빔스플리터의 앞면을 

보여주는 SEM 사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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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３-8 제작인 완료된 빔스플리터의 SEM 사진. 

 

그림 ３-8을 통해 설계 시 의도한대로 실리콘 트랜치(F1, F2)와, 

빔스플리터, 2개의 광통로가 잘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식각타이머가 완전히 제거되어 광통로를 형성한 반면 빔스플리터는 

잔류하였다. 단면 A-A’은 빔스플리터의 단면으로, 그림 ３-10이 

보여준다.  

본 절에서는 제안한 빔스플리터의 제작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이를 통해 빔스플리터가 그림 ２-13과 유사한 형태로 잘 제작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제 3장 3절에서는 제작 결과에 대해 분석하고 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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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４절 결과 및 토의 
 

 

본 절에서는 제작한 {110} 마이크로 빔스플리터를 SEM 및 AFM 

측정을 통해 정량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측정의 목표는 제작한 

빔스플리터가 설계된 대로 잘 제작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표 ２-2을 통해 제시된 설계치와의 비교를 통해 오차의 크기를 

확인하고 이 원인을 분석한다. 

 

 

그림 ３-9 제작된 마이크로 빔스플리터의 (a) 앞면과 (b) 뒷면 SEM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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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３-9(a,b)는 각각 제작된 빔스플리터의 전면와 후면 SEM 

사진을 보여준다. 그림 ３-9에 표시된 앞면 실리콘 트랜치 F1/2, 뒷면 

실리콘 트랜치 B1/2, 광통로 O1/2과 빔스플리터 S의 위치와 관계는 

그림 ２-14를 참고하면 이해하기 쉽다. 빔스플리터가 존재하는 F1과 

B2 실리콘 트랜치는 [010] 방향으로 폭 0, fx 와 0,bx 를 갖는다. 그림 

３-9로부터 0, fx 와 0,bx 는 1138, 1168 μm로 측정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전면과 후면의 <110> 방향 식각깊이 
110 , f

D  과 
110 ,b

D 를 각각 102, 

113 μm로 얻었다. 

또한 그림 ３-9를 통해 각각 빔스플리터의 전면 정사영 치수인 

,split fW  와 ,split fL , 빔스플리터의 후면 정사영 치수인 ,split bW  와 ,split bL 를 

측정 할 수 있다. ,split fW  와 ,split fL 는 각각 428, 241 μm였으며, ,split bW  와 

,split bL 는 각각 375, 170 μm였다. 이를 통해 측정된 ,split fW  와 ,split fL , 

,split bW  와 ,split bL 의 결과가 표 ２-2에서 기 설계된 splitW  와 splitL  값과의 

오차가 각각 59, 12, 6, 83 μm 만큼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때 각 

오차율은 16, 4.7, 2, 33%이다. 이러한 오차는 포토리소그래피 및 

반응성이온식각 시 발생한 마스크의 정렬오차 및 습식식각속도의 

불균일성 때문에 발생 할 수 있다. 특히 전면과 후면의 정사영 치수가 

다른 것은 양면의 습식식각속도가 불균일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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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３-10 그림 ３-8의 A-A’ 단면에서 본 마이크로 빔스플리터. 

 

그림 ３-10은 그림 ３-8에서 단면 A-A’의 SEM 사진을 보여주며, 

이를 통해 제작된 빔스플리터가 일정 두께를 가진 상태로 잘 

형성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기판 앞면과 뒷면의 <100> 

방향 식각깊이 
100

D , 기판 두께 T , 빔스플리터의 두께 splitd 와 정사영 

높이 splitH 를 정확히 측정 할 수 있다. 앞면의 식각깊이 
100 , f

D 는 447 

μm, 뒷면의 식각깊이 
100 ,b

D 는 454 μm, 그리고 기판의 두께 0T  는 

516 μm로 측정되었다. 이때의 splitd 과 splitH 은 각각 28.3±7.5, 392 μm 

였다. 
100 , f

D 과 
100 ,b

D 의 측정 결과와 함께 그림 ３-9의 
110 , f

D 과 

110 ,b
D 로부터 이방성 식각비  를 계산 할 수 있다. 그 결과 앞면과 

뒷면의 식각비 f 와 b 는 각각 4.38, 4.02로 계산되었다. 측정된 

<100> 식각깊이 
100 , f

D 과 
100 ,b

D 는 표 ２-2에서 기 설계된 
100

D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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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인 510 μm로부터 각각 11, 12%의 오차를 가지며, 이에 따라 

빔스플리터 정사영 높이 splitH 는 20.8%의 오차가 발생했다. 반면 

빔스플리터의 두께 splitd 은 5.7%로 비교적 적은 오차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３-11 기판의 앞면, 뒷면과 단면도 및 양면의 식각속도가 동일하지 않은 

실험결과를 기반으로 한 빔스플리터의 정사영 면적( splitS ), 정사영 길이( splitH ),  

식각비가 낮은 B2 트랜치의 정사영 폭( ,split bW )과 F1과 B2 트랜치의 정사영 

교선길이( ,split fL , ,split bL ). 

 

그림 ３-11과 같이 습식식각 시 기판 양면의 불균일한 식각비를 

반영한 빔스플리터 정사영의 유효면적 splitS 은 설계한 그림 ２-15와 

다르다. {110} 면의 폭 splitW 이 짧은 뒷면의 정사영 폭 ,split bW , 앞면과 

뒷면의 정사영 모서리 길이 ,split fL 과 ,split bL , 정사영의 세로길이 splitH

이다. 따라서 이를 반영한 정사영의 유효면적 splitS 은 약 0.104 mm2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이때 빔스플리터가 갖는 내접원의 직경은 340 μm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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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되었다. 

이때까지 정리한 측정치를 기반으로 표 ２-2의 설계치와 

비교하였다. 표 ３-5는 설계된 빔스플리터의 치수, 제작된 빔스플리터의 

치수 및 오차율을 보여준다. 

 

표 ３-5 마이크로 빔스플리터의 설계치와 측정치의 비교. 

 Designed 
Measured 

(front/back) 

% error 

(front/back) 

𝑇 525 μm 516 μm 2% 

𝜙 4.35 4.38/4.02 0.7/7.6% 

𝐷〈100〉 510 μm 447/454 μm 12/11% 

𝐷〈110〉 117 μm 102/113 μm 11/3% 

𝐻𝑠𝑝𝑙𝑖𝑡 495 μm 392 μm 20.8% 

𝑊𝑠𝑝𝑙𝑖𝑡 369 μm 428/375 μm 16/2% 

𝐿𝑠𝑝𝑙𝑖𝑡 253 μm 241/170 μm 4.7/33% 

𝑆𝑠𝑝𝑙𝑖𝑡 0.119 mm2 0.104 mm2 12.8% 

𝑑𝑠𝑝𝑙𝑖𝑡 30 μm 28.3 μm 5.7% 

 

빔스플리터 제작 시의 뒷면의 이방성 식각속도비 b 가 4.02로 

설계치인 4.35와의 오차가 7.6% 가량 발생한 것은 〈100〉 식각깊이 

100 , f
D 과 

100 ,b
D  오차의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다. 〈100〉 방향의 

식각깊이가 기판 양면에 대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7.6% 가량 감소한 

4.02의 b 값과 0.7% 가량 증가한 4.38의 f 값을 고려할 경우, 

예측되는 〈100〉 방향의 식각깊이 
100 ,calc

D 은 식 (3-1)과 같이 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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μm로 계산된다. 

 

 
100 , 100 ,

110 , 110 ,

calc calc

f b

f b

D D
D D

 
     (3-1) 

 

따라서 이론적으로 
100

D 의 59 μm만큼이 오차로 발생할 수 있다. 

이때 설계치와 측정치의 오차인 56, 63 μm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또한 

,?split calcH 도 386 μm로 다시 계산될 수 있으며, 측정된 splitH 와 재계산된 

,?split calcH 의 오차는 6 μm에 불과하다. 따라서 제작 시 뒷면에서 비교적 

크게 낮아진 b 가 
100 , f

D 과 
100 ,b

D , 그리고 splitH 의 오차를 발생 

시켰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실제 제작 시 식각비  의 변화로 인해 측정치와 설계치 

간에 무시할 수 없는 오차가 확인 되었음에도, {110} 빔스플리터의 

두께 splitd 의 경우 오차가 약 1.7 μm로 약 6%에 해당하는 적은 

오차율을 가지게 되었다. 이는 식각비  와는 무관하게 식각의 종료 

시점이 〈110〉 방향의 식각타이머로 조절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110〉 방향의 식각타이머의 탑재가 {110}면을 갖는 

구조물의 두께 수치를 10% 이내의 오차로 제작하는 것에 있어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 ３-6은 실리콘의 두께 T , 이방성 식각비  , 〈100〉 방향 

식각깊이 
100

D , 〈110〉 방향 식각깊이 
110

D 의 실제 측정한 값을 통해, 

기판 앞면과 뒷면의 서로 다른 식각속도를 고려하였을 때 계산되는 

빔스플리터의 치수 정보를 보여준다. 또한 측정치와 재계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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빔스플리터의 치수 정보의 비교한 결과를 보여준다. 

 

표 ３-6 측정치와 불균일 식각속도를 반영한 재계산치와의 비교. 

 
Measured 

(front/back) 

Recalculated 

(front/back) 

% error 

(front/back) 

𝑇 516 μm 525 μm 2% 

𝜙* 4.38/4.02 4.38/4.02 - 

𝐷〈100〉
* 447/454 μm 447/454 μm - 

𝐷〈110〉
* 102/113 μm 102/113 μm - 

𝐻𝑠𝑝𝑙𝑖𝑡 392 μm 376 μm 4% 

𝑊𝑠𝑝𝑙𝑖𝑡 428/375 μm 411/381 μm 4.0/2% 

𝐿𝑠𝑝𝑙𝑖𝑡 241/170 μm 224/190 μm 7.1/12% 

𝑆𝑠𝑝𝑙𝑖𝑡 0.104 mm2 0.100 mm2 4% 

 

표 ３-6를 통해 기판 양면에 대해 서로 다른 이방성 식각비  를 

고려하였을 때 각 빔스플리터의 정사영 치수의 오차가 전반적으로 

적어짐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서로 다른 이방성 식각비  가 제안한 

빔스플리터의 치수 결정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위공정 

시 측정된 식각비와는 달리 실제 빔스플리터를 제작하였을 때 이방성 

식각비  가 달라지는 이유는 항상 동일한 환경에서 식각을 진행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공정조건이 같더라도 식각속도가 쉽게 변화하는 

습식식각의 특성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현상 때문에 

빔스플리터의 유효면적의 형태와 면적을 정확히 계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또한 표 ３-6를 통해 이방성 식각비  가 측정치로 고려 될 때 



 

 81 

습식식각 모델링의 분석을 통해 얻은 값이 실제 구조물의 치수와 오차는 

10% 내외로 적은 편임을 확인 하였다. 이는 본 습식식각 모델링의 

타당성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양면의 

식각속도나 시편 간의 식각속도가 일정하다고 가정하기는 어려워 

완성되는 트랜치의 구조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으므로 설계 시 적용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습식식각 모델링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정하고 균일한 식각속도를 갖는 습식식각 단위공정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표 3-6에 제시된 

제작오차를 감소 시킬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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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３-12 빔스플리터의 표면 형상. (a) 표면 AFM 측정 결과 및 사진, (b) 

표면 3D profiler 측정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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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３-12은 제작된 빔스플리터의 표면 상태를 보여주는 AFM 

사진(그림 ３-12(a))과 3D profiler 사진(그림 ３-12(b))이다. 그림 

３-12(a)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는 바와 같이 100 μm2의 범위에서 

빔스플리터의 표면 평균거칠기는 3.518 nm로 측정되었다. 빔스플리터의 

표면거칠기는 앞선 24시간 식각 후 획득한 결과인 5.994 nm(그림 

３-6)보다 낮아진 결과이다. 이는 빔스플리터를 제작 할 때 소요된 

시간이 27시간으로, 앞선 실험보다 3시간 가량 오래 식각이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획득한 3.518 nm의 표면거칠기는 

기존의 결과인 5.2 nm보다 33% 가량 개선된 결과이다[31]. 표면거칠기 

aR 를 약 5.2 nm로 얻었던 D. Resnik 연구팀에 따르면 FMCW 

LiDAR에서 사용하는 C밴드(1530-1565 nm)의 파장길이에 비해 매우 

작아 표면의 미세거칠기에 의한 광산란이 반사각에 주는 영향은 무시할 

수 있다. 

그림 ３-12(b)를 통해 25000 μm2의 범위에서 빔스플리터의 표면 

굴곡을 관찰하였다. 빔스플리터 표면의 굴곡은 습식식각 깊이에 따른 

습식식각 시간이 길어지면서 식각속도가 일정 및 균일 해지기 어렵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빔스플리터 표면의 굴곡은 빛의 확산 

투과 혹은 확산 반사를 유발하기 때문에 빔스플리터의 광손실을 높일 수 

있어 제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빔스플리터 표면의 굴곡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정하고 균일한 식각속도를 갖는 습식식각 단위공정 기술의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다음 식은 차례대로 표면 평균거칠기 aR , RMS거칠기 qR , 

최대높이거칠기 aR 를 계산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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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３-13 빔스플리터의 평균두께(28.3 μm)를 이용하여 이론적으로 계산한 

마이크로 빔스플리터의 투과도( splitT ), 반사도( splitR  ) 및 효율( split ). 

 

그림 ３-13는 마이크로 빔스플리터의 평균 두께를 고려한 이론적 

광학특성을 보여준다. 대략 4.29 nm의 대역폭에서 0.99 이상의 균일한 

빔스플리터 효율 split 을 갖는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식 (8)에 

따라 FMCW LiDAR에 적용 시 0.280 mm의 거리정밀도를 확보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표준 편차를 고려한 두께인 28.3μm에서 최소 

거리정밀도는 0.280 mm이다. 이는 표 ２-1의 응용분야에서 필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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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거리정밀도보다 우수한 수준으로, 제안한 빔스플리터는 LiDAR 

분야에 적용 시 충분한 광학적 대역폭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빔스플리터의 두께 편차로 인해 실제 광학적 특성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이론 및 실험적 분석을 추가적으로 진행하였다 

그림 ３-14은 p-편광된 빛의 파장이 1550 nm로 고정되어 있을 

때 빔스플리터의 두께가 투과도 및 반사도 특성에 주는 영향을 보여준다. 

그림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시피 빔스플리터의 투과도 및 반사도 

특성은 약 0.45 μm의 빔스플리터의 두께 주기에 대해 규칙적으로 

변화하는 관계를 갖는다. 이는 제작된 빔스플리터의 두께 표준편차인 

7.5 μm보다 비교적 작은 수치이다. 따라서 제작된 빔스플리터의 두께 

편차는 투과도 및 반사도 특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림 ３-14 빛의 파장이 1550 nm일때, 빔스플리터의 투과도 및 반사도 특성. 

 

본 연구에서는 두께 편차의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두께 

편차가 있는 빔스플리터의 투과도 및 반사도 특성을 수학적으로 

계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빔스플리터의 두께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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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을 한다. 빔스플리터의 두께 d  의 정규 분포 함수는 식 (3-5)와 

같다. 

 

  
 

2

2

1
, exp

22π

a

a d

dd

d d
f d d 



  
   

 
 

  (3-5) 

 

ad 는 평균 두께이고, d 는 두께의 표준편차이다. 본 논문에서는 

빔스플리터의 두께가 위와 같은 분포함수로 표현될 때 투과도  T   및 

반사도  R  를 표현하는 식으로 식 (3-6,7)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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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제안된 식은 빔스플리터의 두께편차만을 수학적으로 반영하였기 

때문에 빔스플리터 표면의 산란 또는 확산에 의한 투과도 및 반사도 

손실을 포함하지 않는다. 빔스플리터의 광분리비 Φ 는 식 (3-8)과 

같이 정의한다. 

 

 Φ
T

R
   (3-8) 

 

예를 들어 빔스플리터의 평균 두께가 28.3 μm이고 표준편차가 각각 

0, 0.05, 0.1, 1 μm일 때 광분리비 Φ는 따라 이론적으로 그림 ３-15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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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이는 p-편광 빛에 대한 결과이다. 

 

 

그림 ３-15 빔스플리터의 평균두께가 30 μm이고 표준편차가 각각 0, 0.01, 

0.05, 1 μm인 빔스플리터의 광분리비 Φ  특성 

 

그림 ３-15을 통해 빔스플리터 두께의 표준편차가 증가할수록 

균일한 광분리비 Φ 를 가지게 됨을 확인 할 수 있다. 특히 

빔스플리터의 표준 편차 d 가 1 μm인 경우, 광분리비는 2.201로 

균일한 값을 가짐을 알 수 있다. 이때 광분리비의 표준편차는 

0.000으로 매우 작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제작된 빔스플리터의 

표준편차는 약 7.5 μm이므로, 이론적인 광분리비는 2.201로 균일한 

값을 가짐을 예측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론적 추론을 실제 측정 결과와 비교하기 위해 그림 

３-16과 같은 광학 측정 셋업을 준비하였다. 제작된 빔스플리터는 

FMCW LiDAR의 수직집적에 적용하기 위해서 그림 ２-13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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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거울 및 광통로와 함께 집적되었다. 따라서 본 측정에서는 집적된 

전체 미세광학대의 광학특성을 직접 측정하고자 한다. 

 

 

그림 ３-16 빔스플리터의 광학적 특성평가를 위한 광학 셋업의 (a) 개요도 및 

(b) 실제 사진. 

 

그림 ３-16는 광학 셋업의 개요도를 보여준다. 먼저 그림 

３-16(a)와 같이 주파수 변조 광원(3642 CR 00, Photone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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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p.)에서 발진한 레이저를 조준렌즈(beam collimator, BC)에서 

평행광으로 만들어 시편으로 조사되도록 하였다. 이때 

편광조절기(polarization controller, PC)와 선형편광기(linear polarizer, 

LP)를 이용하여 입력광의 편광 상태를 조절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직경 300 μm의 핀홀형 조리개(pinhole aperture, Edmund Optics)를 

최소직경이 340 μm인 빔스플리터에 정렬하고 접합하여 조리개를 

통과한 입사광이 빔스플리터에만 빛이 통과하도록 하였다. 조리개를 

통과한 입사광이 빛의 회절현상에 의해 상쇄간섭을 하는 각도 n 는 

아래 식에 의해 계산 될 수 있다. 

 

 0sin 1, 2, 3, .. )( .p nD n n     (3-9) 

 

여기서 pD 는 조리개의 직경이고 0 는 사용한 광원의 파장 

길이이다. 본 실험의 경우 사용한 광원의 파장 길이는 약 1.55 

μm이므로 1 이 약 0.3°로 매우 작다. 따라서 조리개에 의한 빛의 

회절은 무시할 수 있다. 

시편에 조사된 빛은 빔스플리터에 의해 T-채널, R-채널의 두 가지 

경로로 분리되어 출력된다. 출력광은 0.39의 개구수와 400 μm의 직경을 

갖는 출력광프로브(M74L01, Thorlabs)를 이용하여 수광한다. 이때 

수광된 출력광의 세기은 광검출기(PM320E, Thorlabs)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출력광프로브의 x  위치에 따른 빔스플리터의 출력을 

확인 위해 마이크로 스테이지를 이용하여 출력광프로브의 위치를 

정밀하게 조절하였다. 

그림 ３-16(b)는 실제 준비한 광학 셋업을 보여준다. 이때 

편광되지 않은 입사광, p-편광 및 s-편광된 입사광의 세기는 1530-

1565 nm의 대역에서 각각 22.84, 8.848, 8.337 μW 였다. 준비된 광학 

셋업은 한정적인 개구수와 직경을 갖는 출력광프로브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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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광을 수광하기 때문에 시편에서 산란 및 확산되는 빛을 모두 

수광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다. 

그림 ３-17은 편광되지 않은 입사광을 빔스플리터에 조사하였을 때 

출력광프로브의 위치 x에 따른 출력의 크기를 보여준다. 출력광프로브의 

위치는 총 4 mm의 구간에서 50 μm 간격으로 조절되었다. 이 결과는 각 

채널 간의 출력 분리가 분명함을 보여준다. 이는 빔스플리터에서 분리된 

투과광과 반사광이 광통로, 미세거울 등의 구조물을 통해 각 채널로 잘 

출사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각 채널을 통해 출력되는 최대 

출력의 합은 5.25 μW로, 전체 빔스플리터의 전달 효율은 약 23.0%이다. 

나머지 77.0%의 빛은 빔스플리터 상에서 확산을 통해 손실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빔스플리터 표면의 굴곡에 의한 광손실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３-17 출력광프로브의 위치 x에 따른 광출력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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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３-18 입사광의 파장에 따른 미세광학대의 광분리비 특성. 붉은선은 p-

편광, 검은선은 비편광, 파란선은 s-편광. 

 

그림 ３-18은 입사광의 파장에 따른 미세광학대의 광분리비 추세를 

보여주며, 입사광의 편광상태에 따라 p-편광, 비편광, s-편광 빛의 

결과를 보여준다. 미세광학대의 광분리비는 그림 3-17에서 T-

채널과( 1.3x  )과 R-채널( 2.5x  )에서의 최대 출력의 비율이다. 

실선은 이론값이며, 심볼선은 측정치를 보여준다. 이론치는 

빔스플리터의 주파수특성과 미세거울면의 반사도를 모두 고려한 값이다. 

또한 측정은 광원의 파장길이를 1 nm씩 변화시켜가며 출력값을 

획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그림 ３-18의 결과는 빔스플리터가 일정 광학대역폭에서 균일한 

광분리비를 가짐을 보여주며, 이는 일정 이상의 두께편차에서 균일한 

광분리도를 보여주는 그림 ３-15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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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편광, 비편광, s-편광 빛의 편광상태에 따른 광분리비는 각각 

9.18 ± 0.08, 2.98 ± 0.04, 1.31 ± 0.01으로, 이론값인 11.89, 3.429, 

1.539와 오차율이 각각 22.8, 13.1, 14.9%만큼 발생하였다. 이러한 

오차의 원인은 제안한 두께편차를 고려한 식 (3-6,7)에서 빔스플리터의 

표면 굴곡에 의한 광확산 손실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제작된 빔스플리터의 광학특성은 두께편차를 고려하지 

않은 빔스플리터의 이론적 광학특성과 광분리비의 균일성 면에서 큰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제작된 빔스플리터는 두께편차에 의해 

C밴드 전체인 35 nm 대역폭에서 균일한 광분리도를 가짐을 확인하였다. 

이는 제작된 빔스플리터를 FMCW LiDAR에 적용 시 이론적 종축방향 

거리측정 정밀도를 34 μm로 매우 미소하게 만들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제작된 마이크로 빔스플리터를 이용하면 LiDAR 응용분야에서 

요구하는 최소거리 정밀도 1 mm 이하의 고해상도의 LiDAR 시스템을 

구현이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다만 빔스플리터의 제작방법에 의해 

발생한 표면 굴곡에 의한 광확산이 커 광전달효율이 23% 수준으로 

낮다는 한계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 LiDAR 시스템으로 적용 시 

고출력의 레이저광원이 요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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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４장 결 론 
 

 

본 논문에서는 3차원집적이 가능하도록 기판 표면에 45º 기울어진 

실리콘 마이크로 빔스플리터를 최초로 제안하였다. 또한 이방성 

습식식각 기술을 이용하여 제안한 빔스플리터를 성공적으로 제작하였다. 

제작된 마이크로 빔스플리터의 기판 표면과 이루는 각도, 면적 및 

두께는 각각 45º, 0.104 mm2, 28.3±7.5 μm였으며 빔스플리터 표면의 

거칠기는 약 3.518 nm로 확인되었다. 또한 〈110〉 방향의 식각타이머 

구조를 이용하여 약 30 μm의 두께를 갖는 {110} 실리콘 필름을 약 5.7% 

이내의 두께 오차로 제작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빔스플리터의 

설계치와 측정치의 비교분석을 통해 양면 식각 시 기판 앞면과 뒷면의 

식각속도 차이로 인한 형상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 하였다. 

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제작 결과는 이방성 습식식각을 이용한 

제작방법의 유효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제작된 빔스플리터가 포함된 미세광학대의 광학적 특성평가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미세광학대가 C밴드를 모두 포함한 35 nm 

이상의 광학대역폭에서 2.98:1의 균일한 광분리비를 보이며 이때 

전달효율이 23%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FMCW LiDAR에 적용 시 

34 μm 이하의 높은 종축방향 거리측정정밀도를 확보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제안한 빔스플리터는 기존의 45º 마이크로 빔스플리터와는 달리 

습식식각 공정과 실리콘 기판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웨이퍼레벨의 

일괄공정을 통해 미세광학계를 3차원으로 집적 할 수 있다. 따라서 

제안한 빔스플리터는 3차원집적을 통한 칩 형태의 미세광학계 구현 시 

칩의 생산성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제안한 빔스플리터는 3차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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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적된 FMCW LiDAR의 활용에 있어 충분한 광학 대역폭을 가지고 

있음을 이론적으로 확인하였다. 이러한 칩 형태 FMCW LiDAR 

미세광학계의 적용이 기대되는 분야로는 모바일기기의 증강현실를 위한 

초소형 LiDAR와 같은 근거리 3차원정보습득분야 등이 있다. 

 

 

  



 

 95 

참고 문헌 
 

 

[1] O. Solgaard, M. Daneman, N. C. Tien, A. Friedberger, R. S. Muller, and 

K. Y. Lau, “Optoelectronic packaging using silicon surfacemicromachined 

alignment mirrors,” IEEE Photonic Technology Letters, vol. 7, no. 1, pp. 

41–43, Jan. 1995. 

[2] Sunghyun Yoo, Joon-Geun Ha, Joo-Young. Jin, Chang-Hyeon Ji, and 

Yong-Kweon Kim, "Monolithically integrated glass microlens scanner using 

a thermal reflow process," Journal of Micromechanics and Microengineering, 
vol. 23, p. 065012(8pp), 2013. 

[3] W. O. Davis, R. Sprague, and J. Miller, "MEMS-based pico projector 

display," Proceedings of 2008 IEEE/LEOS Internationall Conference on 
Optical MEMS and Nanophotonics, pp. 31-32, Freiburg, 2008. 

[4] Sick, 2015. Homepage of the company Sick Group. http://www.sick.com 

(accessed 6 October 2015) 

[5] J. B. Chou, N. Quack, and M. C. Wu, "Integrated VCSEL-Microlens 

Scanner With Large Scan Range," Journal of Microelectromechanical 
Systems, vol. 23, pp. 1471-1476, 2014. 

[6] M. Baranski, S. Bargiel, N. Passilly, C. Gorecki, C. Jia, J. Frömel, et al., 
"Micro-optical design of a three-dimensional microlens scanner for 

vertically integrated micro-opto-electro-mechanical systems," Applied 
optics, vol. 54, pp. 6924-6934, 2015. 

[7] S. Kwon and L. P. Lee, "Stacked two dimensional micro-lens scanner 

for micro confocal imaging array," Proceedings of the Fifteenth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s, pp. 483-

486, Las Vegas, Nevada, 2002. 

[8] D. Choudhury, "3D integration technologies for emerging 

microsystems," Proceedings of 2010 IEEE MTT-S International Microwave 
Symposium Digest, pp. 1-4, 2010. 

[9] R. Whitwam, "How Google’ s self-driving cars detect and avoid 

obstacles," 8 September 2014. Available: 

http://www.extremetech.com/extreme/189486-how-googles-self-

driving-cars-detect-and-avoid-obstacles (accessed 6 October 2015). 

[10] M.-C. Amann, T. Bosch, M. Lescure, R. Myllyla and M. Rioux, "Laser 

ranging: a critical review of usual techniques for distance measurement," 

Optical engineering, vol. 40, no. 1, pp. 10-19, 2001. 

[11] D. F. Pierrottet, F. Amzajerdian, B. L. Meadows, R. Estes, and A. M. 

Noe, "Characterization of 3-D imaging lidar for hazard avoidance and 

autonomous landing on the Moon," Proceedings of Defense and Security 
Symposium, p. 655008(9pp), Orlando, Florida, 2007. 



 

 96 

[12] B. W. Krause, B. G. Tiemann, and P. Gatt, "Motion compensated 

frequency modulated continuous wave 3D coherent imaging ladar with 

scannerless architecture," Applied optics, vol. 51, pp. 8745-8761, 2012. 

[13] E. Baumann, F. Giorgetta, J.-D. Deschênes, W. Swann, I. Coddington, 

and N. Newbury, "Comb-calibrated laser ranging for three-dimensional 

surface profiling with micrometer-level precision at a distance," Optics 
express, vol. 22, pp. 24914-24928, 2014. 

[14] L. Y. Lin, J. L. Shen, S. S. Lee, and M. C. Wu, "Realization of novel 

monolithic free-space optical disk pickup heads by surface 

micromachining," Optics Letters, vol. 21, pp. 155-157, Jan 15 1996. 

[15] D. Reyes, E. Schildkraut, J. Kim, R. Connors, P. Kotidis, and D. 

Cavicchio, "A novel method of creating a surface micromachined 3D optical 

assembly for MEMS-based miniaturized FTIR spectrometers," Proceedings 
of MOEMS-MEMS 2008 Micro and Nanofabrication, p. 68880D(8pp), San 

Jose, California, 2008. 

[16] K. Yu, D. Lee, U. Krishnamoorthy, N. Park, and A. Solgaard, 

"Micromachined Fourier transform spectrometer on silicon optical bench 

platform," Sensors and Actuators A: Physical, vol. 130, pp. 523-530, Aug 

14 2006. 

[17] H. Nouira, J. P. Wallerand, M. Malak, A. F. Obaton, J. Salgado, and T. 

Bourouina, "Miniature silicon Michelson interferometer characterization for 

dimensional metrology," Sensors and Actuators A: Physical, vol. 223, pp. 

141-150, Mar 1 2015. 

[18] L. Rosengren, L. Smith, and Y. Bäcklund, "Micromachined optical planes 

and reflectors in silicon," Sensors and Actuators A: Physical, vol. 41, pp. 

330-333, 1994. 

[19] Y. Uenishi, M. Tsugai, and M. Mehregany, "Micro-opto-mechanical 

devices fabricated by anisotropic etching of (110) silicon," Journal of 
Micromechanics and Microengineering, vol. 5, pp. 305-312, Dec 1995. 

[20] Y.-J. Chuang, S.-H. Huang, Y.-C. Chen, and K.-Y. Hung, "Application 

of the inclined exposure and molding process to fabricate a micro beam-

splitter with nanometer roughness," Microsystem technologies, vol. 19, pp. 

461-470, 2013. 

[21] M. Baranski, S. Bargiel, N. Passilly, B. Guichardaz, E. Herth, C. Gorecki, 
et al., "Wafer-Level Fabrication of Microcube-Typed Beam-Splitters by 
Saw-Dicing of Glass Substrate," Photonics Technology Letters, IEEE, vol. 

26, pp. 100-103, 2014. 

[22] Zheng, Optical frequency-modulated continuous-wave (FMCW) 

interferometry vol. 107: Springer Science & Business Media, 2005. 

[23] F. Amzajerdian, D. Pierrottet, L. Petway, G. Hines, V. Roback, and R. 

Reisse, "Lidar Sensors for Autonomous Landing and Hazard Avoidance," 

Proceedings of AIAA Space Conference, San Diego, California, 2013. 



 

 97 

[24] R. Massaro, J. Anderson, J. Nelson, and J. Edwards, "A COMPARATIVE 

STUDY BETWEEN FREQUENCY-MODULATED CONTINUOUS WAVE 

LADAR AND LINEAR MODE LIDAR," Proceedings of International Archives 
of the Photogrammetry, Remote Sensing & Spatial Information Sciences, vol. 

XL-1, pp. 233-239, Denver, Colorado, 2014. 

[25] C. Glennie and D. D. Lichti, "Static calibration and analysis of the 

Velodyne HDL-64E S2 for high accuracy mobile scanning," Remote Sensing, 

vol. 2, pp. 1610-1624, 2010. 

[26] B. W. Krause, B. G. Tiemann, and P. Gatt, "Motion compensated 

frequency modulated continuous wave 3D coherent imaging ladar with 

scannerless architecture," Applied optics, vol. 51, pp. 8745-8761, 2012. 

[27] R. Moss, P. Yuan, X. Bai, E. Quesada, R. Sudharsanan, B. L. Stann, et 

al., "Low-cost compact MEMS scanning ladar system for robotic 

applications," Proceedings of SPIE Defense, Security, and Sensing, p. 

837903(9pp), Baltimore, Maryland, 2012 

[28] C. C. Homes, G. L. Carr, R. P. Lobo, J. D. LaVeigne, and D. B. Tanner, 

"Silicon beam splitter for far-infrared and terahertz spectroscopy," Applied 
optics, vol. 46, pp. 7884-7888, 2007. 

[29] H. Li, "Refractive index of silicon and germanium and its wavelength 

and temperature derivatives," Journal of Physical and Chemical Reference 
Data, vol. 9, pp. 561-658, 1980. 

[30] C. Strandman, L. Rosengren, H. G. Elderstig, and Y. Bäcklund, 

"Fabrication of 45 mirrors together with well-defined V-grooves using wet 

anisotropic etching of silicon," Journal of Microelectromechanical Systems, 

vol. 4, pp. 213-219, 1995. 

[31] D. Resnik, D. Vrtacnik, U. Aljancic, M. Mozek, and S. Amon, "The role 

of Triton surfactant in anisotropic etching of {110} reflective planes on (100) 

silicon," Journal of Micromechanics and Microengineering, vol. 15, pp. 

1174-1183, Jun 2005. 

[32] K. P. Rola, K. Ptasinski, A. Zakrzewski, and I. Zubel, "Silicon 45 

degrees micromirrors fabricated by etching in alkaline solutions with organic 

additives," Microsystem Technologies-Micro-and Nanosystems-
Information Storage and Processing Systems, vol. 20, pp. 221-226, Feb 

2014. 

[33] J. Danel and G. Delapierre, "Anisotropic crystal etching: A simulation 

program," Sensors and Actuators A: Physical, vol. 31, pp. 267-274, 1992. 

[34] H.-S. Kim, J.-M. Kim, Y.-S. Bang, E.-S. Song, C.-H. Ji, and Y.-K. 

Kim, "Fabrication of a vertical sidewall using double-sided anisotropic 

etching of 〈100〉 oriented silicon," Journal of Micromechanics and 

Microengineering, vol. 22, p. 095014, 2012. 

[35] B. Saadany, T. Bourouina, M. Malak, M. Kubota, Y. Mita, and D. Khalil, 

"A miniature Michelson interferometer using vertical Bragg mirrors on SOI," 



 

 98 

Proceedings of 2006 IEEE/LEOS International Conference on Optical MEMS 
and Their Applications Conference, pp. 50-51, 2006. 

[36] T. A. Al-Saeed and D. A. Khalil, "Diffraction effects in optical 

microelectromechanical system Michelson interferometers," Applied optics, 

vol. 49, pp. 3960-3966, 2010. 

 

 
  



 

 99 

Abstract 

 

 
Fabrication of silicon micro-beamsplitter 

slanted at 45° toward substrate surface 

using anisotropic wet etch 

 

 

Dae-Gon Kim 

School of Electrical and Computer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is paper, we proposed the first 45° slanted silicon micro-

beamsplitter capable of 3D integration of micro-optics. Also, we 

introduced the fabrication method of the proposed silicon micro-

beamsplitter based on anisotropic wet etch which is cost-effective 

and compatible to silicon-based semiconductor process. 

The proposed micro-beamsplitter was successfully fabricated 

using anisotropic wet etch process which can obtain large-area {110} 

planes in (100) silicon wafer. The angle between the {110} planes 

and (100) surface was measured by 45° and thickness and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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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a of fabricated micro-beamsplitter were 28.3±7.5 μm and 0.104 

mm2. The optical bandwidth showing uniform light splitting property 

was calculated by 4.29 nm corresponding to 0.28 mm of longitudinal 

depth resolution of FMCW LiDAR (frequency-modulated continuous 

wave light detection and ranging).  Finally, validity and drawback of 

the proposed fabrication method was discussed by analyzing the form 

error between designed and fabricated micro-beamsplitters. 

The fabricated micro-optical bench having beamsplitter was 

optically characterized by the optical measurement setup with a 

tunable laser. The micro-optical bench shows optical splitting ratio 

as 2.98:1 and overall transfer efficiency of 23.0%. 

The proposed 45º micro-beamsplitter has high thermal and 

mechanical stability compared with the previous beamsplitters due to 

the utilization of crystalline silicon. Also, using the proposed 

beamsplitter, 3D integration of micro-optical elements by wafer-

level batch process is available owing to fabrication method based on 

MEMS technology. Therefore, the proposed micro-beamsplitter is 

expected to solve current issues related with productivity and 

stability of 3D-integrated micro-optical systems. Moreover, 

employing the proposed beamsplitter on 3D integration of micro-

optics will help to realize the chip-sized FMCW LiDAR module with 

smaller than 1 mm of longitudinal depth resolution. 

 

Keywords : 45º micro-beamsplitter, {110} micro-mirror, 

anisotropic wet etch, micro-optics, MEMS, FMCW LiDAR 

Student Number : 2014-21631 


	제１장 서 론
	제１절 연구의 배경
	제２절 마이크로 빔스플리터의 연구동향
	제３절 연구의 동기와 목적
	제４절 논문의 구성

	제２장 빔스플리터의 설계
	제１절 소개
	제２절 광학 설계
	제３절 습식식각 단일 트랜치 개형
	제４절 {110} 면의 습식식각 모델링
	제５절 구조 제안 및 설계

	제３장 빔스플리터의 제작
	제１절 소개
	제２절 습식식각 단위공정
	제３절 제작
	제４절 결과 및 토의

	제４장 결 론
	참고 문헌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