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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추가 질량체 구조물을 이용한  

MEMS 관성 스위치의  

점착현상 해결방법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전기 정보 공학부 

장석원 

  

본 논문에서는 추가적인 질량체 구조물을 이용하여 관성 스위치의 

동작 시 발생하는 점착현상을 해결하는 방법을 최초로 제안하고, MEMS 

공정 기술을 사용하여 이를 구현하였다. 제안한 방법이 적용된 관성 스

위치는 인가된 가속도에 따라 켜짐 또는 꺼짐 신호를 출력하기 위한 기

존 질량체외에 기존 질량체에 추가적인 복원력을 전달하여 점착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추가 질량체 구조물을 포함하고 있다. 추가 질량체로 인

해 기존 질량체에 작용하는 총 복원력이 증가되어 점착현상을 발생시키

는 접촉력을 이겨낸다면 점착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 제안된 방법은 기

존의 점착현상 해결방법들이 갖는 단점인 추가적인 제작 공정이나 인위

적으로 가해진 정전기력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 점착현상을 해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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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장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관성 스위치는 SiOG(silicon-on-glass) 공정

을 사용하여 제작되었다. 제작된 관성 스위치의 정상동작 여부와 점착현

상이 해결되는지를 빗살 구동기를 사용하여 정전기력 구동을 통해 확인

하였다. 제작된 관성 스위치의 정전 구동 특성 측정을 통해 24 V의 전위

차를 인가하였을 때 스위치가 켜짐 상태가 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추가 

질량체가 있는 하나의 관성 스위치를 이용한 두 가지 실험을 통하여 점

착현상이 해결되었는지를 확인하였다. 첫 번째 실험으로 추가 질량체에 

일정한 정전기력을 인가하여 기존 질량체에 접촉되지 않는 상태를 만든 

후, 구형파 형태의 정전기력을 기존 질량체에 인가하여 점착현상이 발생

하는지를 확인하였다. 이 경우 추가 질량체의 복원력이 기존 질량체에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질량체에 작용하는 복원력이 기존 질량체와 

고정부 사이의 접촉을 때어내는데 필요한 힘인 풀-오프(pull-off) 힘보

다 작아 점착현상이 발생하였다. 두 번째 실험으로 기존 질량체와 추가 

질량체에 동일한 구형파 형태의 정전기력을 인가하여 점착현상이 발생하

는지를 확인하였다. 이 경우 추가 질량체가 점착현상이 발생한 기존 질

량체에 접촉하여 복원력을 전달하였고 점착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

를 통해 추가 질량체로 인해 점착현상이 해결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가속도 시험을 통해 추가 질량체가 포함된 관성 스위치와 포함되지 

않은 관성 스위치에 25 g의 가속도를 인가하여 점착현상이 발생하는지 

확인 하였다. 시험 결과 추가 질량체가 포함된 관성 스위치는 10.8 g에서 

동작하였으며 점착현상이 발생하지 않았고 추가 질량체가 포함되지 않은 

관성 스위치는 14 g에서 동작하였으며 점착현상이 발생하였다. 이를 통

해 제작된 소자들이 관성 스위치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추가 질량체가 

있는 관성 스위치는 추가 질량체가 없는 스위치에 비해 기존 질량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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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복원력을 받도록 제작되어 점착현상이 해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또한 추가 질량체가 있는 관성 스위치의 10회 반복 구동을 통해 제

안한 방법이 반복적으로 점착현상을 해결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점착현상의 해결 방법을 이용한 관성 스위치의 

설계, 제작 및 측정을 통해 정상 동작함을 확인하였으며 점착현상이 해

결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 MEMS, 관성 스위치, 점착, 추가 질량체 구조물 

학   번 : 2014-21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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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１장  서    론 

 

 

 

１.１ 연구의 배경 

 

 

미소 전기-기계 시스템 (MEMS: 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은 반도체 제작 공정을 기반으로 제작되는 마이크론이나 mm 

크기의 초소형 기계 시스템 이다. 소형, 경량, 저전력과 낮은 제작 단가 

등의 장점으로 인해 MEMS 기술은 군수, 자동차, 로봇 및 바이오 등의 

많은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1].  

관성센서는 운동하는 물체의 관성력을 이용하여 가속도, 각속도, 속

도 등을 측정하는 센서로 로봇, 항공기, 차량 등 활용분야가 다양하다. 

관성 센서 중에서도 관성 스위치는 군사용으로 미사일이 발사될 때 안전

상태에서 점화가능 상태로 전환하는 데 사용되는 PMD (pyrotechnic 

mechanical device) 내의 점화안전장치 (SAU: safety arming unit)에서 

사용되거나 재래식 폭탄에 위성항법장치와 관성항법장치를 장착하여 정

밀 유도 폭격이 가능하게 만든 정밀유도폭탄의 항법장치로 사용되고 있

다. 또한 자동차의 에어백 시스템에서 극한의 가속도에 반응하여 에어백

을 작동시키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2]. MEMS 기술을 이용하면 관성 

스위치의 경량화, 소형화, 저가화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기계적 움직임

을 통해 켜짐과 꺼짐 상태가 결정되기 때문에 외부의 자기장이나 전기장

에 영향을 덜 받게 되어 높은 신뢰성을 갖는다는 장점이 있다. 

MEMS 관성 스위치의 오작동과 고장을 유발하여 동작 신뢰도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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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수율을 하락시키는 원인으로는 점착현상, chattering, 기계적 마모, 

균열 등이 있다[3, 4]. 그 중에서도 스위치 접점 사이의 접촉력으로 인

해 스위치의 접점이 임계가속도 이하에서 열리지 않는 점착현상과 임계

가속도 이상에서 스위치의 접점의 닫힘이 한 번에 닫혀 유지 되는 것이 

아니라 닫힘과 열림이 반복되는 현상인 chattering 현상을 해결하기 위

한 연구가 최근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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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２ 연구의 동기 및 목적 

 

 

MEMS 소자의 오작동 또는 고장을 유발하여 동작 신뢰도와 제작수

율을 하락시키는 원인 중 하나인 마이크로 구조물들의 점착현상은 복원

력이 접촉 표면 사이의 수분에 의한 모세관 힘, 원자의 쌍극자 모멘트에 

의한 반데르발스 힘, 수소 결합력 등의 접촉력을 극복해내지 못할 때 발

생한다[7, 8]. 이와 같은 점착현상의 종류에는 제작 공정 중에 발생하는 

점착현상과 제작 완료 후 사용 중 발생하는 점착현상이 있다. 제작 공정 

중 발생하는 점착현상은 임계점건조법(critical point drying method) 또

는 희생층의 건식식각과 같은 개선된 제작 공정 방법으로 성공적으로 해

결될 수 있다. 사용 중 발생하는 점착현상은 자가조립 단층박막(SAM: 

self-assembled monolayer)을 사용하여 마이크로 구조물들 사이의 접

촉력을 낮춰서 해결하거나 추가 전극을 설치하여 점착현상이 일어난 구

조물에 정전기력을 인가하여 때내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방법들

은 추가 공정과정을 필요로 하거나 점착현상이 발생하였을 때 외부에서 

인위적으로 가해지는 힘을 필요로 한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추가 공정과정을 필요로 하지 않고 외부에서 인위

적으로 가해지는 힘이 아닌 관성 스위치에 인가되는 가속도를 이용하여 

점착현상을 해결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이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점착현상 해결방법을 적용한 관성 스위치를 설계 

및 제작 하였고 정전 구동 시험과 가속도 구동 시험을 통해 점착현상이 

해결되는지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

은 추가 질량체 구조물을 이용하여 점착현상이 발생하였을 때 추가 질량

체에 작용하는 복원력이 기존 질량에 전달되어 기존 질량체에 작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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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력이 증가되도록 설계되었다. 증가된 기존 질량체의 복원력이 기존 

질량체와 고정 접촉부 사이의 접촉력을 극복해냄으로써 점착현상이 해결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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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３ 점착현상 해결방법에 대한 연구 동향 

 

 

점착현상은 표면 복원력이 모세관 힘, 반데르발스 힘, 정전기력 등

의 표면 접촉력을 이겨내지 못 할 때 발생한다. 표면 접촉력을 줄이거나 

복원력을 증가시켜 복원력이 표면 접촉력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면 점착

현상을 해결 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학계에 보고된 점착현상 해결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다.  

 

１.３.１ 표면 접촉력을 줄이는 점착현상 해결방법 

 

Mechanical Engineering Laboratory 에서는 그림 １.1과 같이 FIB 

(focused ion beam)을 이용하여 표면의 거칠기를 증가시켜 접촉력을 줄

이려고 시도하였다[9]. 거칠기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FIB를 이용하여 실

리콘 표면을 배수로 형태의 구덩이 또는 백금으로 이루어진 언덕 구조물

들을 형성하였다. 거칠기를 변화시킨 표면을 AFM (atomic force 

microscope)을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 마찰력과 접촉력이 표면의 거칠

기가 증가할수록 낮아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림 １.1 FIB를 이용해 거칠기가 증가된 표면의 AFM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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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burn university 에서는 그림 １.2와 같은 금 나노 입자가 고정

된 SAM 코팅을 이용하여 표면의 접촉 에너지를 낮췄다[10]. SAM 의 

낮은 에너지와 금 나노 입자의 거친 표면을 이용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접촉 에너지가 37.4 mJ m2⁄ 이었던 순수 실리콘 산화막을 Au 

나노 입자만을 사용하였을 때는 1.04 mJ m2⁄ , 금 나노 입자와 APhTS 

(p-aminophenyl trimethoxysilane)를 사용하였을 때는 1.66 mJ m2⁄ , 

Au 나노 입자와 MPTS (3-mercaptopropyl trimethoxysilane)를 사용

하였을 때는 0.06 mJ m2⁄ 까지도 낮출 수 있었다. 

 

 

그림 １.2 Au 나노 입자가 (a) MPTS 코팅된 실리콘 산화막과 (b) 

APhTS 코팅된 실리콘 산화막에 붙어있는 모습 

 

 

 

 

 

 



 

 7 

그림 １.3 (a)는 Institute of Micro/Nano Science and technology 

에서 제안한 가속도 스위치의 SEM 사진이다[11]. 수직방향으로 

동작하는 관성 스위치로 접촉시간을 늘리기 위해 질량체와 접촉 점을 

스프링으로 연결하였고 질량체가 바닥 면 사이에 점착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림 １.3 (b)와 같이 스위치의 접촉부에 스트립 구조물을 

형성하여서 접촉면을 감소시켰다. 

 

 

그림 １.3 스트립 구조물을 이용한 접촉 면적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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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３.２ 복원력을 증가시키는 방법 

 

그림 １.4는 KAIST 에서 제안한 MEMS 스위치로 비틀림 스프링

과 복원 전극을 도입하였다[12]. 접촉부분에서 점착현상이 발생하였을 

때 반대쪽의 복원 전극에 전압을 인가하여 점착현상을 해결하였다. 복원 

전극에서 복원력을 가해줄 수 있기 때문에 비틀림 스프링의 스프링상수

를 낮출 수 있었고 그로 인해 스위치의 동작전압을 3 V까지 낮출 수 있

다는 특징을 갖는다. 

 

 

그림 １.4 복원전극과 비틀림 스프링을 통해 점착현상을 해결한 스위치 

 

 

 

 

 



 

 9 

그림 １.5는 DELF MEMS 회사에서 제안한 RF 스위치로 추가 전

극을 통해 복원력을 증가시켜 점착현상을 해결하였다[13]. RF 라인과 

접촉부에서 점착현상이 발생하면 외부 전극에 전압을 인가하여 점착현상

이 발생한 구조물을 때어내는 방식으로 점착현상을 해결하였다. 

 

 

그림 １.5 외부전극을 도입해 점착현상을 해결한 스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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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１.6는 LAAS(laboratory for analysis and architecture of 

systems) 연구소 에서 제안한 MEMS 스위치로 복원 전극을 도입하였

다[14]. 브리지(bridge) 형태를 갖는 스위치와 복원전극을 갖는 형태로 

두 개의 높이가 다른 브리지 형태의 구조물을 구현하기 위하여 두 종류

의 PR(photo resist) 희생층을 겹층으로 쌓은 후 한 번에 제거 하였다.  

 

 

그림 １.6 이중 브리지 구조를 통해 점착현상을 해결한 스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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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４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의 1절에서는 본 연구를 통해 제

안하고자 하는 새로운 형태의 점착현상 해결방법에 대해 소개하고 설계

목표를 제시하였다. 2장의 2절에서는 제안한 방법을 구현하기 위한 이론

적 분석과 수학적 계산을 다루었다. 

3장 1절에서는 제안한 방법을 적용한 MEMS 관성 스위치를 구현하

기 위한 공정방법을 제시하고, 2절에서는 실제 제작한 공정 결과를 보여

주고 설계값과 제작 결과를 비교 분석한다. 

4장에서는 제작된 관성 스위치의 정전 구동 및 가속도 구동 특성을 

측정하고, 이를 설계값과 비교 및 분석하였다. 4장의 1절에서 정전기력 

구동 특성 측정을 통해 구동 전압을 측정하였고 설계값과 비교하였다. 

또한 추가 질량체에 의해 점착현상이 해결되는지를 검증해 볼 수 있는 

두 가지 실험을 수행하여 제안된 방법이 점착현상을 해결 할 수 있는지

를 확인하였다. 4장 2절에서는 가속도 구동 특성 측정을 통해 제작한 소

자가 관성 스위치로서 기능하는지를 확인함과 동시에 제안된 방법이 가

속도가 인가되었을 때 발생한 점착현상을 해결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였

다. 

5장에서는 설계, 제작, 측정 및 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

로 연구 목표를 달성하였는지를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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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２장  설    계 

 

 

 

２.１ 설계 목표 

 

 

본 연구는 MEMS 관성 스위치의 동작 신뢰도와 제작 수율을 저하

시키는 원인 중 하나인 점착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추가 질량체 구조물

을 사용하여 기존 질량체에 작용하는 복원력을 증가시킨 관성 스위치의 

제작을 목표로 하였다.  

SiOG공정을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수평방향으로 구동하고 25 g의 임

계 가속도를 갖는 관성 스위치를 제작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접

촉면적을 조절하여 추가 질량체의 영향이 없거나 있음에 따라 점착현상

이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하여 추가 질량체에 의해 점착현상

이 해결 될 수 있음을 보일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점착현상이 발생하였

을 때 추가 질량체가 기존 질량체에 가해주는 추가적인 복원력을 기존 

질량체가 기존 질량체 스프링으로부터 받는 복원력과 같도록 설계하여 

추가 질량체로 인해 추가 질량체가 없는 경우보다 있는 경우에 복원력이 

두 배가 되도록 설계하였다.  

제작한 관성 스위치를 정전기력 구동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

해 빗살 구동기를 추가 하였고 임계가속도가 인가되었을 때 질량체에 작

용하는 관성력과 같은 크기의 정전기력을 인가 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가속도 구동 시험에 앞서 정전기력 구동 시험을 통해 제작된 소자의 동

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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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２ 동작 원리 

 

 

２.２.１ 관성 스위치의 동작 원리 

 

그림 ２.1은 관성 스위치의 스프링-질량-댐퍼(spring-mass-

damper) 모델을 보여준다.  

 

 

그림 ２.1 스프링-질량-댐퍼 시스템 

 

전체 시스템에 좌측 방향의 가속도  a t 가 가해지게 되면 프레임 

내부의 질량체 m 은 관성력을 받게 되고 이 관성력은 식 (2.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F ma t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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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식을 이용하면 시스템에 가속도가 가해졌을 때 관성 스위치의 

등가 모델을 식 (2.2)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b 는 댐핑 상수(damping 

constant)이며 k 는 스프링상수로 스프링을 이루고 있는 물질의 영률

(Young’s modulus)과 스프링의 길이, 높이, 두께의 값에 따라 결정된다.  

 

  mx'' +bx' +kx= ma t   (2.2) 

 

관성 스위치에 왼쪽으로 가속도가  a t 만큼 인가되면 질량체 m 이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질량체와 접촉부 사이의 초기 간격인 

0d 만큼 이동하게 되면 질량체 m 은 평형상태에 놓이게 되고 질량체의 

이동거리 x 는 식 (2.3)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d

m
x a

k
   (2.3) 

 

식 (2.3)을 이용하면 질량체에 접촉이 발생하여 스위치가 켜짐 상

태가 되는 가속도인 임계 가속도 thresholda 를 계산할 수 있다.  

 

 0threshold

k
a d

m
   (2.4) 

 

식 (2.4)를 보면 임계가속도 thresholda 는 스프링상수 k 와 질량체와 

접촉부 사이의 초기간격 0d 에 비례하고 질량체의 질량 m 에 반비례한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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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２.２ 제안한 점착현상 해결방법의 원리 

 

본 논문에서 제안한 점착현상 해결방법은 관성 스위치에 인가된 가

속도로 인해 추가 질량체의 스프링에 저장되는 관성 에너지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점착현상이 발생하였을 때 추가 질량체 스프링의 복원력이 기

존 관성체에 전달되어 기존 관성체의 복원력을 증가 시켜 점착현상을 해

결한다. 

 

 

그림 ２.2 기존 관성 스위치의 동작 

 

그림 ２.2는 질량체가 하나인 기존 관성 스위치의 동작 모습을 보여

준다. 스위치에 위쪽 방향으로 가속도가 인가되면 질량체가 아래쪽 방향

으로 움직이는데 인가되는 가속도가 임계가속도인 thresholda 를 넘어서게 

되면 그림 ２.2의 (a)처럼 질량체가 접촉 고정부와 접촉하면서 스위치가 

켜짐 상태가 된다. 그 이후 인가된 가속도가 영이 되었을 때 점착현상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질량체가 그림 ２.2의 (b)처럼 스프링의 복원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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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원래 상태로 돌아오게 된다. 하지만 인가된 가속도가 영일 때 접

촉 고정부와 기존 질량체 사이의 접촉력이 질량체에 작용하는 복원력보

다 클 경우 그림 ２.2의 (c)처럼 점착현상이 발생하고 기존 질량체에 작

용하는 복원력은 기존 질량체 스프링에 의한 힘인 P Pk x 이다.  

그림 ２.3은 본 논문에서 제안한 점착현상 해결방법이 적용된 스위

치의 동작 모습을 보여준다.  

 

 

그림 ２.3 본 논문에서 제안한 관성 스위치의 동작 

 

스위치에 위쪽 방향으로 가속도가 인가되면 기존 질량체와 추가 질

량체가 모두 아래쪽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 인가되는 가속도가 임계가

속도인 thresholda 를 넘어서게 되면 기존 질량체가 접촉 고정부에 접촉되면

서 스위치가 켜짐 상태가 된다. 인가된 가속도가 다시 영이 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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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착현상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기존 질량체와 추가 질량체가 그림 ２.3

의 (b)처럼 스프링의 복원력에 의하여 원래 상태로 돌아오게 된다. 하지

만 인가된 가속도가 영일 때 점착현상이 발생한 경우 그림 ２.3의 (c)처

럼 기존 질량체는 접촉 고정부에 접촉력에 의해 점착상태가 된다. 추가 

질량체는 접촉을 형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림 ２.3의 (b)처럼 원래 위

치로 돌아가기 위해 위쪽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초기 위치로부터 

Ax  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점착현상이 발생한 기존 질량체와 접촉하게 

되고 이때 추가 질량체 스프링에 의해 A Ak x  만큼의 복원력이 기존 질량

체에 전달 되게 된다. 따라서 기존 질량체에 작용하는 총 복원력은 추가 

질량체가 없는 관성 스위치의 복원력인 P Pk x 보다 A Ak x 만큼 증가한 

P P A Ak x k x 이 된다. 결과적으로 관성 스위치에 임계 가속도 이상의 가

속도가 인가되었을 경우 기존 질량체와 고정 접촉부 사이에 수직항력은 

추가 질량체가 없는 스위치와 동일하게 유지하여 수직항력 증가로 인한 

접촉력 증가와 스위치의 수명 감소의 악영향은 배제한 상태로 기존 질량

체에 작용하는 복원력만 증가시킬 수 있다 [15-17]. 뿐만 아니라 추가

적인 스프링의 복원력 이외에도 추가 질량체가 기존 질량체와 접촉 할 

때 속도를 갖고 충돌을 하기 때문에 충격력이 발생하게 된다. 

 

 A 2 A 1m v - m v = F t   (2.5) 

 

추가 질량체의 충돌 전 속도를 1v , 충돌 후 속도를 2v , F 를 충격

력 그리고 t 를 충돌시간이라고 하게 되면, 이 때 발생하는 충격량 

F t 는 식 (2.5)와 같이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 식으

로부터 충돌 시간이 짧을수록 그리고 관성 스위치에 인가되는 가속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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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하여 영이 되는 가속도의 변화량이 커서 충돌 전후의 속도 변화가 

클수록 충돌 시 발생하는 충격력이 클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추가 질량체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추가적인 복원력과 충격

력이 접촉부 사이에 발생하는 접촉력을 이겨낼 수 있게 되면 점착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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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３ 상세설계 

 

 

그림 ２.4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관성 스위치의 모식도이다. 그림의 

가속도 방향으로 가속도가 인가되면 기존 질량체가 움직여서 접촉 고정

부와 접촉하여 스위치가 켜짐 상태가 된다. 점착현상이 발생하였을 때 

추가 복원력을 전달하기 위한 추가 질량체가 있으며 기존 질량체와 추가 

질량체를 각각 4개의 폴디드-빔(folded-beam) 스프링이 지탱하고 있

다. 또한 각각의 질량체를 정전기력 구동하기 위한 빗살 구동기를 포함

하고 있다. 

 

 

그림 ２.4 본 논문에서 제안한 관성 스위치의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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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３.１ 관성 스위치 사양 설계 

 

제안한 관성 스위치의 상세 설계 수치는 표 ２.1과 같다. 임계가속

도는 25 g로 설계 하였으며 점착현상이 발생하였을 때 추가 질량체가 기

존 질량체에 전달 하는 복원력이 기존 질량체가 스프링으로부터 받는 복

원력과 같게 설계하였다. 따라서 접촉부 사이의 풀-오프 힘은 추가 질

량체가 없는 경우보다는 크고 추가 질량체가 있는 경우보다는 작게 설계

하여 추가 질량체로 인해 점착현상이 해결될 수 있음을 보일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표 ２.1 제안한 관성 스위치의 기초 설계 사양 

기초 사양 값 

임계 가속도 25 g 

접촉 부분 초기 간격 (
 contact gapx ) 8 μm 

질량체간 초기 간격(
 mass gapx ) 4 μm 

접촉부 사이의 풀-오프 힘 42 μN 

질량체 사이의 풀-오프 힘 5.6 μN 

질량 
기존 질량체( Pm ) 1.4 × 10−7 kg 

추가 질량체( Am ) 2.8 × 10−7 kg 

스프링 상수 
기존 질량체( Pk ) 4.32 N/m 

추가 질량체( Ak ) 8.64 N/m 

점착현상 발생 시 

받는 복원력 

기존 질량체( PF ) 34.6 μN 

추가 질량체( AF ) 34.6 μ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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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２.5 점착현상 발생 시 질량체에 작용하는 힘 

 

본 논문에서 제안한 관성 스위치에 위쪽 방향으로 가속도가 인가되

면 그림 ２.5의 (a)와 같이 기존 질량체와 추가 질량체가 아래쪽 방향으

로 움직이게 되고 인가된 가속도가 임계가속도를 넘어서게 되면 기존 질

량체는 접촉간격인 
 contact gapx 만큼 이동하여 접촉 고정부와 접촉하게 된다. 

추가 질량체와 기존 질량체의 질량을 2.8 × 10−7 kg와 1.4 × 10−7 kg으로 

각각 설계 하였고 추가 질량체와 기존 질량체에 연결된 스프링의 스프링

상수를 각각 8.64 N/m와 4.32 N/m으로 설계하였기 때문에 임계가속도가 

인가되었을 때 기존 질량체와 추가 질량체가 이동하는 거리는 식 (2.6)

에 의해 
 contact gapx 으로 같다.  

 

 ma kx   (2.6) 

 

그림 ２.5의 (c)와 같이 고정접촉부와 기존 질량체 사이에 점착현상

이 발생하였을 때 기존 질량체와 추가 질량체가 그림 ２.5 (b)의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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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에서 이동한 거리를 Px 와 Ax 라고 하면 
 P contact gapx x 의 관계가 성

립한다. 또한 추가 질량체는 질량체 사이의 간격인 
 mass gapx 만큼 위쪽 방

향으로 움직여 기존 질량체와 접촉하기 때문에
   A contact g masa sp gapx x x=  와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 따라서 기존 질량체에 작용하는 복원력은 기존 

질량체 스프링에 의한 P Pk x 와 추가 질량체 스프링에 의한 A Ak x 의 합이 

된다. 본 연구에서 
 mass gapx , 

 contact gapx , Ak , Pk 를 각각 8 μm , 4 μm , 

4.32 N/m, 8.64 N/m로 설계하였기 때문에 기존 질량체에 작용하는 복원

력의 설계값은 기존 질량체만 있는 경우에는 34.6 μN이 되고 추가 질량

체와 기존 질량체가 있는 경우에는 69.2 μN이 된다. 

 

기존 질량체와 추가 질량체에 연결된 스프링은 그림 ２.6과 같은 폴

디드-빔 스프링을 사용하였고 스프링 세부 수치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

로 설계하였다. 

 

 

그림 ２.6 본 논문에서 제안한 관성 스위치에 사용된 스프링 

 

그림 ２.6과 같은 폴디드-빔 스프링이 4 개가 질량체에 연결 되어 

있을 때 y 방향에 대한 스프링 상수는 식 (2.7)과 같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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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w

k Eh
l

 
  

 
  (2.7) 

 

위 식에서 E 는 영률, h 는 스프링의 높이, w  는 스프링의 폭, l 은 

스프링의 길이를 나타낸다. 세부 치수는 표 ２.2와 같다. E 는 168.9 GPa 

값을 사용하였다[19]. 

 

표 ２.2 설계한 스프링의 기초사양 

 기존 질량체 추가 질량체 

스프링 상수 4.32 N/m 8.64 N/m 

스프링 높이 50 μm 50 μm 

스프링 길이 650 μm 516 μm 

스프링 폭 5.2 μm 5.2 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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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sol 시뮬레이션 툴을 이용하여 스프링 상수를 검증하였고 그림 

２.7은 시뮬레이션 화면을 보여준다 

 

 

그림 ２.7 시뮬레이션 결과 

 

시뮬레이션 결과는 표 ２.3과 같다. 이론적인 계산 값과 시뮬레이션 

결과 사이의 오차는 8 %  미만 수준으로 계산 값과 잘 부합함을 알 수 

있다. 

 

표 ２.3 스프링 상수의 설계값과 시뮬레이션 값 

 기존 질량체 추가 질량체 

설계 스프링 상수 4.32 N/m 8.64 N/m 

시뮬레이션 스프링 상수 4.06 N/m 7.98 N/m 

오차 5.88 % 7.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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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접촉부와 기존 질량체의 접촉면의 면적은 Leiden University 

에서 측정한 MEMS 구조물들 사이의 풀-오프 힘 측정값을 이용하여 

설계하였다[20]. 위의 그룹에서 그림 ２.8의 MEMS 소자를 사용하여 

점착현상이 발생한 구조물을 때어내는데 필요한 힘인 풀-오프 힘을 측

정하였다. 구동 빗살 전극에 인가한 전압을 증가시켜 접촉을 발생시킨 

후, 다시 전압을 감소시키면서 접촉이 떨어질 때의 전압 값을 측정하여 

풀-오프 힘을 계산하였고 그 결과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접촉력은 약 

7000 N m2⁄ 로 계산되었다. 추가 질량체에 의해서 점착현상이 해결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추가 질량체가 없는 스위치의 복원력(𝑥P𝑘P ), 기존 

질량체와 고정접촉부 사이의 풀-오프 힘(𝐹𝑝𝑢𝑙𝑙−𝑜𝑓𝑓), 추가 질량체가 있는 

스위치의 복원력(𝑥𝑃𝑘𝑃 + 𝑥𝐴𝑘𝐴)이 식 (2.8)과 같은 관계를 만족하도록 설

계하였다. 

 

 pull offP P P P A Ax k < F < x k + x k   (2.8) 

 

앞서 설계한 기존 질량체 스프링에 의한 복원력 𝑥P𝑘P = 34.6 μN과 

𝑥A𝑘A = 34.6 μN을 고려하여 풀-오프 힘이 42 μN이 되도록 접촉면적을 

6000 μm2로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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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２.8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에서 접촉력 측정을 

위해 제안한 소자 

 

추가 질량체가 기존 질량체에 복원력을 전달 할 때 접촉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점착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존 질량

체와 추가 질량체 사이의 접촉면에는 레이즈드-스트립(raised-strip) 

형태를 도입하여 접촉력을 감소시켰다. 그림 ２.9와 같이 공정 가능한 

최소 선폭인 4 μm를 갖는 레이즈드-스트립 구조물 4개를 형성하여 질

량체 사이에 작용하는 풀-오프 힘이 5.6 μN이 되도록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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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２.9 질량체 사이의 접촉면과 접촉부 사이의 접촉면 

 

질량체 사이에 작용하는 풀-오프 힘과 스프링에 의한 복원력 사이

의 대소 관계를 통해 점착현상 발생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그림 ２.10과 

같이 기존 질량체와 추가 질량체 사이에 점착현상이 발생할 경우 스프링

으로부터 기존 질량체와 추가 질량체가 받는 복원력 
_P massgapF 과 

_A massgapF 는 각각 _P ma pP ssgak x 와 _A ma pA ssgak x  같이 표현할 수 있고 식

(2.9),(2.10)과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 

   

 _ _P massgaP Ap A massgapk x k x   (2.9) 

 _ _P massgap A massgap massgapx x x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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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질량체와 추가 질량체가 점착되어 있으므로 두 질량체들을 하

나의 질량체로 고려하면 작용하는 외력은 
_P massgapF 과 

_A massgapF 이고 이 

두 힘은 평형상태를 이루게 된다. 또한 기존 질량체가 초기 위치로부터 

이동한 거리인 
_P massgapx 과 추가 질량체가 초기 위치로부터 이동한 거리

인 
_A massgapx 의 합은 질량체 사이의 간격인 4  μm와 같다. 따라서 식

(2.9),(2.10)에 의해서 
_P massgapx 과 

_A massgapx 은 각각 2.7 μm와 1.3 μm로 

각각 계산되고 
_P massgapF 와 

_A massgapF 는 11.5 μN로 같다. 질량체들 사이에 

작용하는 풀-오프 힘의 크기인 5.6 μN에 비해 스프링이 기존 질량체와 

추가 질량체에 가해주는 복원력이 크기 때문에 점착현상이 발생하지 않

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２.10 질량체 사이에 점착현상이 발생했을 때 작용하는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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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３.２정전기력 구동을 위한 빗살 구동기 설계 

 

본 논문에서 제안한 관성 스위치의 정전기력 구동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빗살 구동기를 기존 질량체와 추가 질량체에 각각 포함시켰다. 

양쪽 빗살 전극에 전위차 V 를 인가하였을 때 두 전극 사이에 작용하는 

정전기력 F 는 식 (2.11)과 같다. 

 

 
2n t

F V
d


   (2.11) 

위의 식에서 n 은 빗살 전극의 빗살의 개수를,  은 유전율을, t 는 

빗살의 높이를 d 는 빗살간의 간격을 뜻한다. 

 

 

그림 ２.11 빗살 구동기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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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질량체에 작용하는 정전기력(
 proof combF )은 기존 질량체가 접촉 

고정부에 접촉하기 위해 필요한 힘인 P Pk x 와 같은 크기의 힘을 28 V를 

인가하였을 때 가해줄 수 있도록 설계 하였고 추가 질량체에 작용하는 

정전기력(  additional combF )은 28 V를 인가하였을 때 A Ak x 의 힘을 가해 줄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관성 스위치에 포함 된 빗살 전

극의 세부 수치는 표 ２.4와 같다. 

 

표 ２.4 기존 질량체와 추가 질량체 빗살 구동기의 설계 수치 

 기존 질량체 빗살 구동기 추가 질량체 빗살 구동기 

n  500 개 1000 개 

ε  8.854 × 10−12 F/m 8.854 × 10−12 F/m 

d  4.8 μm 4.8 μm 

t  50 μm 50 μm 

V  28 V 28 V 

combF  36.2 μN 72.4 μ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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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３장  제    작 

 

 

 

３.１ 공정 순서 

 

 

본 논문에서 제안한 관성 스위치는 SiOG공정을 사용하여 제작하였

다. 실리콘 웨이퍼와 글래스 웨이퍼를 접합 한 후 실리콘 웨이퍼를 식각

하여 구조물을 제작하는 SiOG 공정은 구조물을 제작하는 것과 전극 사

이를 절연하는 것이 간편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정전 구동을 하기 

위한 실리콘 구조물 제작에 널리 쓰이는 MEMS 공정 방법 중 하나이다

[21]. 

 

약 525 μm의 두께를 갖는 <100> 방향 실리콘 웨이퍼와 약 500 

μm의 두께를 갖는 글래스 웨이퍼를 사용하였다. 공정 순서는 그림 ３.1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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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３.1 공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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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글래스 웨이퍼에 리프트-오프(lift-off) 공정을 이용하여 알루

미늄으로 이루어진 금속 신호선을 패터닝 한다. AZ5214 PR로 패터닝을 

한 후에 2000 Å의 알루미늄을 증착한다. 그 후 PR을 아세톤을 이용해 

제거하면 PR이 없던 부분에만 알루미늄이 남아 금속 신호선을 형성하게 

된다. 실리콘 구조물 중 추후 글래스 웨이퍼에 접합되는 부분이 금속선

과 연결되게 된다. 이 금속선은 서로 떨어져 있는 실리콘 구조물들의 전

기적 연결을 가능하게 해준다. 

다음으로 실리콘 웨이퍼에 떠 있는 구조물과 글래스 웨이퍼 사이에 

공간을 형성한다. AZ5214 PR을 패터닝 한 후 이를 마스크로 사용하여 

DRIE를 통해 실리콘을 식각하여 약 15 μm의 단차를 형성한다. 이 단차

는 실리콘 구동부와 글래스 웨이퍼 사이에 공간을 형성하여 구동부가 자

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준다. 

그 이후 크롬을 약 1000 Å을 증착하고 PR을 아세톤을 이용하여 제

거한다. 그렇게 되면 실리콘이 식각 된 부분에만 크롬이 남게 되는데 이

는 구조물을 형성하기 위해 DRIE 공정을 수행할 때 발생하는 푸팅

(footing) 및 열고립 현상을 억제해준다[22]. 푸팅 현상은 DRIE를 이용

하여 실리콘을 식각 할 때 비전도성인 바닥 면에 가까운 부분이 안쪽으

로 초과 식각되는 현상이다. 열고립 현상은 DRIE 공정 중 실리콘 구조

물의 열이 빠져나가지 못해 실리콘 구조물의 온도가 높아지는 현상으로 

등방성 식각을 유발한다. 두 현상 모두 실리콘 구조물이 설계된 수치로 

제작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수율을 낮추는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

에 방지되어야 한다. 크롬막을 사용하게 되면 바닥 면이 전도성을 갖는 

금속이기 때문에 푸팅현상이 방지되고 열이 빠져나가는 통로가 생겨 열

고립 현상으로 인한 등방성 식각을 완화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글래스 웨이퍼와 실리콘 웨이퍼를 접합한 후 C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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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mical mechanical polishing) 공정을 이용하여 실리콘의 높이를 조

절한다. 글래스 웨이퍼의 금속 신호선이 형성된 면과 실리콘 웨이퍼의 

단차가 형성된 면이 만나도록 접합한다. 두 웨이퍼 사이에 높은 전위차

를 인가하여 강한 공유 결합이 발생하게 하는 원리를 이용한 양극접합 

기법을 사용하여 두 웨이퍼를 접합한다. 실리콘 구조물의 높이를 50 μm

로 맞추기 위해 실리콘과 글래스 웨이퍼의 접합 면에 형성한 단차인 15 

μm를 고려하여 실리콘 웨이퍼의 높이가 65 μm가 되도록 CMP 공정을 

수행한다. 

다음으로 실리콘 구조물 형성을 위한 DRIE 공정에서 사용할 식각 

마스크를 패터닝한다. AZ5214 PR을 사용하여 패턴을 형성한 후 알루미

늄을 2000 Å의 두께로 증착한다. 아세톤을 이용하여 PR을 제거하게 되

면 PR이 없던 부분에 알루미늄이 남으면서 DRIE 용 마스크를 형성하게 

된다. 

그 후 DRIE 공정으로 실리콘을 식각하여 구조물을 형성한다. 식각

되는 면적에 따라서 식각속도가 달라지는 마이크로 로딩 효과(dicing)를 

고려하여 모든 구조물들이 형성 될 수 있도록 초과 식각을 진행한다

[23]. 

마지막으로 푸팅 현상 및 열고립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형성하였던 

크롬막을 제거한다. 크롬 식각액을 통해 크롬을 제거하면 점착현상이 발

생 할 수 있기 때문에 O2-plasma를 사용하여 제거한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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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２ 제작 결과 

 

 

３.２.１ 공정과정 

 

앞서 서술한 공정 과정의 제작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글래스 웨이퍼에 PR AZ5214를 표 ３.1의 공정조건을 사

용하여 패터닝 한 후 열 증착장비를 이용하여 알루미늄을 약 2000 Å 증

착하였다. 아세톤을 이용하여 PR을 제거함으로써 알루미늄 신호선 패터

닝을 완료하였으며 공정 결과는 그림 3.2와 같다. 

 

표 ３.1 AZ5214를 이용한 음각 사진 공정 

스핀 코팅 500 rpm 5 초 4000 rpm 35 초 

소프트 베이크 95 ℃ / 210 초 

첫 번째 노광 25 mW/s / 5 s 

하드 베이크 95 ℃ / 150 초 

두 번째 노광 25 mW/s / 18 s 

현상 6:1 AZ 300, 물 희석액 / 120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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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３.2 글래스 웨이퍼 위에 생성된 알루미늄 신호선 

 

다음으로 글래스 웨이퍼와 접합될 실리콘 면을 공정하였다. 실리콘 

웨이퍼에 PR AZ5124를 표 ３.1의 공정을 이용하여 패터닝 한 후 이를 

마스크로 사용하여 DRIE 공정을 이용해 약 15 μm를 식각하여 글래스

웨이퍼와 실리콘 웨이퍼 사이의 공간을 생성하였다. 그 후 웨이퍼 전면

에 열 증착장비를 이용해 1000 Å의 크롬층을 형성한 후 아세톤을 이용

하여 PR을 제거 하였다. 결과는 그림 ３.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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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３.3 글래스 표면과 접합될 실리콘 면을 공정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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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실리콘 웨이퍼와 글래스 웨이퍼를 양극 접합 공정을 이용

하여 서로 연결되어야 하는 전극들이 알루미늄 신호선들과 잘 연결되도

록 정렬하여 접합하였다. 그림 ３.4를 보면 서로 연결되어야 할 전극들

이 알루미늄 신호선들과 잘 연결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두 웨이퍼를 

접한 한 후 공정 후 CMP 공정을 통해 실리콘 웨이퍼의 높이를 65 μm

로 조절하였다. 

 

 

그림 ３.4 전극들이 알루미늄 신호선과 잘 연결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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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CMP 공정을 수행한 실리콘 표면에 PR AZ5214를 패터닝 

한 후 약 2000 Å의 두께의 알루미늄을 열 증착장비를 이용하여 증착하

였다. 그 후 아세톤을 이용하여 PR을 제거하여 DRIE 공정을 위한 알루

미늄 마스크를 제작하였다. 그림 ３.5를 보면 전극, 스프링, 빗살 전극 

등의 형상이 잘 형성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３.5 알루미늄 마스크가 생성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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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착한 알루미늄 마스크를 이용하여 DRIE 공정으로 실리콘웨이퍼

를 식각하였다. 식각되는 면적에 따라서 식각속도가 달라지는 마이크로 

로딩 효과를 고려하여 모든 구조물들이 형성 될 수 있도록 초과 식각을 

진행한다. 실리콘이 충분히 식각되어 실리콘 구조물이 바닥 면까지 형성

된 경우 글래스 웨이퍼와 접합된 면에서 바라 보았을 때 크롬층을 통해 

빗살 구동기의 빗살 전극이나 스프링의 형상이 보이는지를 판단하여 식

각 완료 여부를 알 수 있다. 그림 ３.6은 글래스와 접합된 실리콘 면으

로 크롬층을 통해 본 사진으로 스프링이나 빗살 전극이 형성되었음을 확

인 할 수 있다. 

 

 

그림 ３.6 크롬층을 통해 스프링과 빗살 전극 형상이 보이는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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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롬층은 O2  플라즈마(plasma)를 이용하여 제거 하였다. 그림 

３.7은 광학 현미경 사진으로 Cr이 제거 되어 빗살 구동기의 빗살 전극 

형상이 형성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３.7 O2 플라즈마로 크롬층을 제거한 후 웨이퍼 뒷면 

 

공정이 완료된 시편은 다이싱 공정을 통해 시편별로 분리한 후 

PCB 기판과 조립하였다. 에폭시를 이용하여 PCB 기판에 고정시킨 후 

시편의 전극과 PCB 기판의 전극을 와이어 본딩 공정을 통해 알루미늄 

와이어로 연결하였다. 그림 ３.8을 보면 알루미늄 와이어를 통해 PCB 

기판의 전극과 시편의 전극이 연결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３.9는 제

작이 완료된 시편의 사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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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３.8 알루미늄 와이어가 (a)PCB와 (b)기판 전극에 연결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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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３.9 제작이 완료된 시편 

 

제작이 완료된 관성 스위치의 FE-SEM 사진은 그림 ３.10과 같다. 

그림 ３.11은 주요한 부분을 확대한 사진으로 스프링, 빗살전극, 접촉부 

등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３.10 제작 완료된 관성 스위치의 FE-SEM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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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３.11 제작된 스위치의 (a) 질량체 사이의 접촉부 (b) 빗살전극 

(c)고정 접촉부와 기존 질량체 사이의 접촉부 (d) 스프링 및 빗살전극 

 

３.２.２ 공정결과를 이용한 수치 보정 

 

공정과정 중에서 오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설계한 수치에 대한 보정

이 필요하다. FE-SEM 장비를 이용하여 찍은 사진을 이용해 스프링의 

높이, 길이, 폭의 길이를 측정해 스프링 상수를 보정하였다. 특히 DRIE 

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언더컷 현상은 스프링 상부보다 스프링 하부에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스프링 상수를 보정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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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３.12는 스프링 구조물의 옆면을 확대한 FE-SEM 사진이다. 

측정된 기존 질량체와 추가 질량체 스프링의 높이는 각각 42.6 μm 와 

44.6 μm 이다.  

 

 

그림 ３.12 (a)기존 질량체와 (b)추가 질량체 스프링 구조물의 옆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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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３.13은 스프링 구조물의 윗면을 확대한 FE-SEM 사진이다. 

기존 질량체와 추가 질량체에 연결된 스프링의 길이는 각각 653 μm , 

518 μm로 측정되었다. 

 

  

그림 ３.13 (a)기존 질량체와 (b)추가질량체 스프링의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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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３.14는 스프링 구조물의 윗면과 아랫면을 확대한 FE-SEM 

사진이다. 기존 질량체와 연결된 스프링의 폭은 5.95 μm(위)와 2.78 μm 

(아래)이고 추가 질량체와 연결된 스프링의 폭은 6.13 μm(위)와 2.72 μm 

(아래)로 측정되었다. 

 

 

그림 ３.14 (a) 기존 질량체와 (b) 추가 질량체의 스프링 윗부분 폭 

(c) 기존 질량체와 (d) 추가 질량체의 스프링 아랫부분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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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측정한 결과들을 이용하여 스프링 상수를 다시 구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그림 ３.15 폴디드-빔 스프링 

 

그림 ３.15의 폴디드-빔 스프링의 스프링 상수는 식 (3.1)로 표현

할 수 있다[18]. 

 

 
3

3
y

EI
k

L
   (3.1) 

 

위의 식 (3.1)에서 E 는 영률, I 는 관성 모멘트, L 은 스프링의 길

이를 의미한다. 관성모멘트는 식 (3.2)와 같다. 

 

 2  I y dA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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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３.16 사다리꼴 스프링의 단면 

 

스프링의 아랫면과 윗면의 폭이 다르기 때문에 그림 ３.16과 같은 

단면이 사다리꼴 모양인 스프링으로 가정한다. 스프링길이를  l , 스프링 

높이를 h , 아랫면 스프링 폭을 bottomw  그리고 윗면 스프링 폭을 
topw 이

라고 했을 때 관성 모멘트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그림 ３.17 사다리꼴 적분을 위한 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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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그림 ３.17과 같이 좌표를 설정한 후 적분을 이용하면 관성 

모멘트를 구하는 식은 식 (3.3)과 같다[25]. 

 

    2 2 3 2 2 32 
6

 
a b

a b

h
I y hdy y h dy a a b ab by


         (3.3) 

 

2bottoma = w / 와 2topb= w / 로 대입하여 풀면 식 (3.4)와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3 2 2 3

48
top top bottom top bottom bottom

h
I w +w w +w w +w   (3.4) 

 

따라서 사다리꼴 단면을 갖는 그림 ３.15와 같은 폴디드-빔 스프링 

한 개의 스프링 상수는 식 (3.5)와 같다. 

 

  3 2 2 3

3

1

16
y top top bottom top bottom bottom

Eh
k w +w w +w w +w

l
   (3.5) 

 

본 연구에서는 폴디드-빔 스프링 4개를 병렬로 질량체에 연결하였

으므로 기존 질량체와 추가 질량체에 연결된 스프링의 스프링 상수는 식 

(3.6)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3 2 2 3

3

1

4
top top bottom top bottom bottom

Eh
k w +w w +w w +w

l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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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３.2는 앞서 FE-SEM을 이용하여 측정 혹은 다시 계산한 스프

링의 수치들과 설계한 수치들을 비교한 표이다.  

 

표 ３.2 스프링 파라미터들의 설계수치와 보정 수치 

 스프링 파라미터 설계 수치 보정 수치 

기 

존 

질 

량 

체 

윗면 폭(
topw ) 5.2 μm 5.95 μm 

아랫면 폭( bottomw ) 5.2 μm 2.78 μm 

길이( l ) 650 μm 653 μm 

높이( h ) 50 μm 42.6 μm 

스프링 상수( Pk ) 4.32 N/m 2.43 N/m 

추 

가 

질 

량 

체 

윗면 폭(
topw ) 5.2 μm 6.13 μm 

아랫면 폭( bottomw ) 5.2 μm 2.72 μm 

길이( l ) 516 μm 518 μm 

높이( h ) 50 μm 44.6 μm 

스프링 상수( Ak ) 8.64 N/m 5.39 N/m 

 

스프링 상수 보정 수치를 이용하여 관성 스위치가 켜짐 상태가 되는

데 필요한 동작 전압과 임계 가속도의 보정 수치도 다시 계산하였다. 먼

저 빗살 구동기의 높이와 빗살 사이의 간격을 측정하였다. 그림 ３.18은 

빗살 구동기의 FE-SEM 사진을 보여준다. 기존 질량체 빗살 구동기의 

간격과 높이는 각각 4.13 μm와 44.7 μm로 측정 되었고 추가 질량체 빗살 

구동기의 간격과 높이는 각각 4.04 μm와 43.8 μm로 측정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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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３.18 빗살구동기의 FE-SEM 사진 (a)기존 질량체 윗면 

(b)추가 질량체 윗면 (c)기존 질량체 옆면 (d)추가 질량체 옆면 

고정 접촉부와 기존 질량체 사이의 간격인 접촉 부분 초기 간격

(
 contact gapx )을 측정하면 식 (3.7)에 따라서 관성 스위치의 동작 전압과 

임계가속도를 구할 수 있다. 접촉 부분 초기 간격의 FE-SEM 사진은 

그림 ３.19와 같다. 
 contact gapx 은 7.58 μm로 측정되었다. 

 

 
2

p contact gap

n t
F k x V

d


    (3.7) 

 

식 (3.7)에서 Pk 는 스프링 상수를, 
 contact gapx 은 접촉 부분 초기 간

격을, n 은 빗살 전극의 빗살의 개수를,  은 유전율을, t 는 빗살의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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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d 는 빗살간의 간격을, V 는 빗살 구동기 사이에 인가 되는 전압을 

뜻한다. 식 (3.7)을 식 (3.8)과 같이 정리하면 관성 스위치의 동작 전압

을 구할 수 있다. 

 

 P contact gapthreshold

d
V = k x

n t
  (3.8) 

 

관성 스위치의 임계 가속도는 식 (3.9)를 식 (3.10)과 같이 정리하

여 구할 수 있다. m 은 기존 질량체의 질량을, a 는 관성 스위치에 인가

되는 가속도를 의미한다.  

 

 
P contact gapF = k x = ma   (3.9) 

 

 P contact gap

threshold

k x
a =

m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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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３.19 접촉부분 초기간격의 FE-SEM 사진 

 

표 ３.3은 구동 전압과 임계가속도의 설계 수치와 앞선 계산 과정을 

통해 구한 보정 수치를 나타낸 표이다. 

 

표 ３.3 구동 전압과 임계가속도의 보정 수치 

파라미터 설계 수치 보정 수치 

thresholdV  28 V 21.4 V 

thresholda  25 g 13.3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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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３.20 질량체간 초기 간격의 FE-SEM 사진 

 

기존 질량체와 추가 질량체 사이의 간격인 질량체간 초기 간격

(
 mass gapx )을 측정하면 앞서 측정한 접촉 부분 초기 간격(

 contact gapx )과 식 

(3.11~3.14)를 사용하여 점착현상이 발생하였을 때 기존 질량체에 작

용하는 복원력을 다시 계산할 수 있다. 그림 ３.20은 질량체간 초기 간

격을 측정한 FE-SEM 사진으로 
 contact gapx 은 3.73 μm로 측정 되었다. 표 

３.4는 설계 수치와 계산을 통해 구한 보정 수치를 비교한 표이다. 

 

 
P contact gapx = x   (3.11) 

 
A contact gap mass gapx = x - x   (3.12) 

 

 PP PF = k x   (3.13) 

 A A AF = k x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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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３.4 복원력의 설계 수치와 보정 수치 

파라미터 설계 수치 보정 수치 

Px  8 μm 7.58 μm 

Ax  4 μm 3.85 μm 

PF  35 μN 18.4 μN 

AF  35 μN 20.8 μ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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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４장  측    정 

 

 

 

제작된 관성 스위치의 정상 동작 여부와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이 

점착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전압과 가속도를 인가하

여 구동 특성을 측정하였다. 먼저 정전기력 구동 특성 측정을 통해 제작

된 관성 스위치의 동작전압과 접촉력을 측정하였고 추가 질량체가 있는 

하나의 관성 스위치를 이용한 두 가지 실험을 통해 추가 질량체가 점착

현상을 해결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가속도 구동 특성을 통해서는 제작된 

소자의 관성 스위치로서의 동작 여부를 확인하였고 추가 질량체가 있는 

소자와 없는 소자의 가속도 구동 특성 비교를 통해 추가 질량체로 인해 

기존 질량체에 작용하는 복원력이 증가되고 그로 인해 점착현상이 해결

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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４.１ 정전기력 구동 특성 측정 

 

 

４.１.１ 정전기력 구동 특성을 위한 측정 환경 

 

제작된 관성 스위치가 정상적으로 켜짐/꺼짐 신호를 출력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빗살 구동기에 전압을 인가하여 정전기력 구동 특성 

측정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서 그림 ４.1과 같이 프로브스테이션, 

전압원,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한 측정 환경을 구성하였다. 그림 ４.1은 

정전기력 구동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환경을 보여준다. 

 

 

그림 ４.1 정전기력 구동을 위한 측정 환경 

 

그림 ４.2는 정전기력 구동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회로를 보여준다.  

저항 R 은 10 kΩ을 사용하였고 
outputV 에 걸리는 전위를 측정하여 스위치

가 켜짐 또는 꺼짐 상태인지를 확인하였다. PV 와 AV 는 각각 기존 질량

체와 추가 질량체의 빗살 구동기에 인가해주는 전압이다. 기존 질량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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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질량체는 접지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기존 질량체와 추가 질량체에

는 정전기력이 가해지게 되고 식 (4.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n t

F V
d


   (4.1) 

 

n 은 빗살 구동기의 빗살의 개수를, d 는 빗살 간의 거리를  은 유

전율을, h 는 빗살 구동기의 높이를 빗 전극간의 전위차를 의미한다.  

` 

 

그림 ４.2 정전 구동 특성 측정을 위한 회로 구성 

 

스위치가 꺼짐 상태일 때는 저항 R 을 통해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

문에 저항 R 에서 일어나는 전압강하가 0 V이고 
outputV 에는 

inputV 이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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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기존 질량체에 작용하는 정전기력에 의하여 기존 질량체가 접촉 

고정부와 접촉을 하게 되어 스위치가 켜짐 상태가 되면 저항 R 에서 

inputV 의 전압강하가 일어나게 되고 
outputV 에는 0 V가 출력 된다. 

 

４.１.２ 정전기력 구동 특성 측정 

 

스위치의 구동 전압을 측정하기 위해 
inputV 에 20 V의 전압을 인가하

고 𝑉𝑃에 인가하는 전압을 0 V에서부터 증가시키면서 
outputV 에 걸리는 전

압을 관찰하였다. 그 결과 그림 ４.3과 같이 PV 가 24 V일 때 스위치가 

켜짐 상태가 되는 것을 관찰 할 수 있었다. 앞서 3장에서 SEM 사진 측

정값을 고려하여 계산한 구동전압인 21.4 V와 비교하였을 때 12 %의 오

차율을 보였다. 이 원인으로는 두 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아랫면에 스프링 폭의 값을 어느 한 부분에서 측정한 값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DRIE의 푸팅 현상으로 인해 변화가 심한 스프링의 아랫면 폭을 

다 고려하지 못하였고 스프링의 단면을 사다리꼴로 가정하는 과정에서 

오차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아랫면의 관찰을 위해 구

동부만 때어내었기 때문에 아랫면에서 본 빗살구동기의 빗살간격을 측정

할 수 없었고 이를 고려하지 못해 빗살 구동기가 발생하는 정전기력의 

계산 과정 중에서 오차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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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４.3 관성 스위치의 구동 전압을 측정한 결과 

 

４.１.３ 접촉부 사이의 풀-오프 힘 측정 

 

기존 질량체와 고정 접촉부 사이에 점착현상이 발생하였을 때 두 구

조물을 떼어내기 위해 필요한 힘인 풀-오프 힘을 측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실험을 수행하였다. 접촉 고정부와 기존 질량체 사이에 점착현상이 

발생한 상태에서 추가 질량체가 기존 질량체에 전달하는 복원력을 증가

시키며 점착현상이 해결될 때의 기존 질량체에 전달되는 복원력을 측정

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 질량체와 접촉 고정부 사이에 점착현상이 발생

한 상태에서 AV 에 인가한 전압을 30 V에서부터 0 V 까지 줄여가면서 스

위치가 꺼짐 상태가 되는 AV 의 전압을 측정하였다. 추가 질량체가 기존 

질량체에 전달하는 복원력은 A Ak x 와 추가 질량체 빗살 구동기에 의한 

정전기력의 차이에 의해 결정 되므로 추가 질량체가 전달하는 복원력은 

AV 가 30 V일 때 최소이고 0 V일 때 최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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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４.4에서 점착현상이 해결 될 때 작용하는 힘들은 식 (4.2)와 

같은 평형 상태를 이룬다. pull offF  는 기존 질량체와 고정 접촉부 사이의 

접촉을 때어내는데 필요한 힘이고  additional combF 는 추가 질량체에 작용하

는 빗살 구동기에 의한 정전기력이다. pull offF  와 AV 는 식 (4.3)과 같은 

관계를 만족하므로 점착현상이 해결될 때의 AV 값을 측정하면 pull offF  를 

구할 수 있다. 

 

  P P A A additional combpull offF = k x +k x F    (4.2) 

 

 
2

additionalcomb A

n t
F = V

d


  (4.3) 

 

 

그림 ４.4 접촉력을 측정하기 위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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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４.5는 접촉력의 측정 결과를 보여준다. AV 는 14 V로 측정 되

었고 풀-오프 힘( pull offF  )은 20.4 μN으로 계산되었다. 앞서 계산한 기존 

질량체의 스프링의 복원력( P Pk x )값인 18.4 μN과 추가 질량체가 기존 질

량체에 전달해주는 복원력( A Ak x )값인 20.8 μN을 고려하면 식 (4.4)와 

같은 관계가 성립하는 것을 알 수 있다.  

 

 pull offP P P P A Ak x < F < k x +k x   (4.4) 

 

이를 통해 추가 질량체가 기존 질량체에 복원력을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 점착현상이 발생할 것이고 추가 질량체가 복원력을 전달할 경우 점

착현상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림 ４.5 접촉력을 측정하기 위한 전압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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４.１.４ 점착현상이 해결됨을 보이기 위한 측정 

 

정전기력 구동을 통해서 추가 질량체가 점착현상을 해결함을 보이기 

위해 추가 질량체를 포함하고 있는 하나의 소자로 두 가지 측정을 수행

하였고 이를 통해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으로 점착현상을 해결 할 수 

있음을 보였다. 

첫 번째로 추가 질량체가 포함된 소자를 이용하여 추가 질량체의 영

향을 제거한 후 기존의 관성 스위치처럼 동작했을 때 점착현상이 발생하

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을 수행하였다. 추가 질량체 빗살 구동기에 

인가해주는 전압인 AV 에 30 V의 일정한 전압을 인가해 준 상태로 기존 

질량체 빗살 구동기에 인가해주는 전압인 PV 에 구형파 형태의 전압을 

인가하였다. 이 경우 기존 질량체와 추가 질량체는 그림 ４.6의 (a) 또

는 (b)의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기존 질량체와 추가 질량체 사이의 

접촉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로 인해 추가 질량체의 복원력이 기존 질량

체에 전달 되지 않고 결과적으로 점착현상이 발생하였다.  

그림 ４.7은 측정결과를 보여준다. 0초 에서 5초 사이에 AV 는 30 V

이고 PV 는 0 V 이므로 스위치는 그림 ４.6의 (a) 상태로 꺼짐 상태이다. 

5 초에 30 V를 PV 에 인가하였고 스위치는 그림 ４.6의 (b) 상태가 되어 

스위치가 켜짐 상태가 된다. 15 초에 다시 0 V를 PV 에 인가 하였을 때 

스위치는 그림 ４.6의 (a) 상태가 되어 꺼짐 상태가 되어야 하는데 계속 

켜짐 상태를 유지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 질량체의 복원력이 기존 질량

체와 접촉 고정부 사이의 접촉력보다 작아서 점착현상이 발생하였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 때 
inputV 을 0 V로 감소시킨 후 기존 질량체와 고

정 접촉부사이의 접촉이 떨어지는지를 현미경을 통해 육안으로 확인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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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결과 접촉이 떨어지지 않았고 이로부터 점착현상이 
inputV 에 의한 

영향 없이도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４.6 추가 질량체의 영향을 제거한 스위치의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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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４.7 첫 번째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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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추가 질량체가 기존 질량체에 영향을 주어 제안한 방법 

대로 동작했을 때 점착현상이 해결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을 수행

하였다. 추가 질량체 빗살 구동기에 인가해주는 전압인 AV 와 기존 질량

체 빗살 구동기에 인가해주는 전압인 PV 에 구형파 형태의 같은 전압을 

인가하였다. 이 경우 그림 ４.8의 (c)와 같이 기존 질량체와 추가 질량

체간의 접촉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 추가 질량체의 복원력이 기존 질량체

에 전달 되어 기존 질량체의 복원력이 증가된다. 그림 ４.9는 측정결과

를 보여준다. 0초에서 5초 사이에 PV 는 0 V이고 AV 는 0 V이므로 스위치

는 그림 ４.8의 (a) 상태로 꺼짐 상태이다. 5 초에 30 V를 PV 와 AV 에 

인가하였고 스위치는 그림 ４.8의 (b) 상태가 되어 스위치가 켜짐 상태

가 된다. 15 초에 다시 0 V를 PV 와 AV 에 인가 하였을 때 스위치는 꺼짐 

상태인 그림 ４.8의 (a) 상태가 되어 점착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다.  

 

 

 

 

 

 

 

 

 

 

 

 



 

 68 

  

 

 

그림 ４.8 추가 질량체의 영향을 받는 스위치의 동작 



 

 69 

 

그림 ４.9 두 번째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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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두 실험 결과들을 확인해 보면 첫 번째 실험 시 추가 질량체의 

복원력이 기존 질량체에 전달되지 않았을 때는 점착현상이 발생한 것으

로 확인되었고 두 번째 측정 시 그림 ４.8의 (c)처럼 질량체간의 접촉이 

일어나면서 추가 질량체의 복원력이 기존 질량체에 전달되어 점착현상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제작된 소자에 대해 식 (4.5)와 같은 관계가 성립

함을 확인 할 수 있다. 

 

 P P pull off P P A Ak x < F < k x +k x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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４.２ 가속도 구동 특성 측정 

 

 

４.２.１측정 회로 및 측정 기기 설정 

 

제작된 관성 스위치의 가속도 구동 측정을 위해 가속도를 인가해 줄 

수 있는 가속도 테이블, 출력전압을 검출할 수 있는 오실로스코프와 입

력전압을 인가해 줄 수 있는 전압원을 이용한 측정 환경을 구성하였다. 

그림 ４.10은 가속도 테이블에 장착된 시편을 보여준다. 저항과 시편이 

부착된 PCB를 장착할 수 있는 측정회로 PCB, 가속도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가속도계가 장착된 PCB와 전압 입력 및 출력을 받을 수 있는 

PCB 이렇게 총 3개의 층으로 PCB를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그림 ４.10 PCB 기판을 이용해 가속도 테이블에 시편을 장착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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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４.11 가속도 구동 측정을 위한 회로 

 

그림 ４.11은 가속도 구동 측정을 위한 회로를 보여준다. 관성 스위

치의 켜짐/꺼짐 상태를 검출하기 위해 
inputV 에 20 V를 인가해주었고 저항 

R 은 10 MΩ을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회로를 구성하게 되면 식 (4.6)과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 

 

 
output input

contact parasitic

R
V V

R R R


 
  (4.6) 

 

위 식에서 contactR 는 고정 접촉부와 기존 질량체 사이의 접촉저항 성

분을 의미하고 
parasiticR 는 실리콘 구조물의 기생저항 성분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contactR 와 
parasiticR 은 10 MΩ에 비해 매우 작은 값을 갖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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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출력 전압은 스위치가 꺼짐 상태일 때 0 V가 출력되고 켜짐 상태일 

때 
inputV 가 출력되며 식 (4.7)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output inputV V   (4.7) 

 

４.２.２가속도 구동 측정 

 

인가되는 가속도에 의한 관성 스위치의 켜짐/꺼짐 특성과 점착현상 

발생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가속도 테이블을 회전시키면서 관성 스위치의 

출력을 측정하였다. 추가 질량체가 없는 소자와 추가 질량체가 있는 소

자의 
inputV 에 20 V를 인가한 체로 구형파 형태의 가속도를 인가하였다. 

오실로스코프를 사용하여 가속도계의 출력전압과 관성 스위치의 출력 전

압을 측정하였다. 가속도계의 출력전압은 가속도로 환산하여 나타내었다. 

그림 ４.12의 (a)는 추가 질량체가 없는 관성 스위치의 측정 결과

이다. 결과를 보면 인가되는 가속도가 14 g  이하 에서는 스위치가 꺼짐 

상태를 유지하다가 14 g를 넘어서면서 출력 전압이 20 V가 되어 스위치

가 켜짐 상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인가된 가속도가 제거된 

이후 스위치가 꺼짐 상태로 돌아오지 않고 켜짐 상태가 유지되므로 점착

현상이 발생했다고 판단 할 수 있다.  

그림 ４.12의 (b)는 추가 질량체가 있는 관성 스위치의 측정 결과

이다. 결과를 보면 인가된 가속도가 10.8 g일 때 스위치가 켜짐 상태가 

되면서 출력 전압이 20 V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이후 인가된 가속

도가 감소하면서 0.6 g가 될 때 스위치가 꺼짐상태로 돌아갔고 이를 통

해 점착현상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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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４.12 (a)추가 질량체가 없는 관성 스위치와 (a)추가 질량체가 

있는 관성 스위치의 가속도 측정 결과들 

 

위의 두 측정결과들로부터 추가 질량체가 있는 소자와 추가 질량체

가 없는 소자 모두 관성 스위치로서 정상 동작함을 확인할 수 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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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추가 질량체가 없는 경우 기존질량체의 복원력이 접촉력을 이겨내지 

못하여 점착현상이 발생하였고 추가 질량체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질량

체가 기존 질량체에 가해주는 복원력으로 인해 기존 질량체가 접촉력을 

극복해내고 점착현상이 해결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즉 추가 질량체

가 있는 관성 스위치가 추가 질량체가 없는 관성 스위치에 비해 더 큰 

복원력을 갖도록 제작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두 측정 결과의 스

위치의 임계 가속도를 앞서 3장에서 SEM 사진 측정 결과를 이용한 계

산 값인 13.3 g 과 비교하였을 때 5.3 %와 19 %의 오차율을 보였다. 이

는 앞서 4장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아랫면에서 측정한 스프링폭이 일

정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오차와 단면을 사다리꼴로 가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제작된 모든 관성 스위치에 대하여 가속도 측정

을 수행하였고 표 ４.1은 측정 결과를 보여준다. 추가 질량체가 없는 관

성 스위치의 경우에는 총 4개가 제작되었으며 4개 모두 최초 동작시 점

착현상이 발생하였으며 추가 질량체가 있는 관성 스위치의 경우에는 5

개가 제작되었으며 그 중 1개가 최초 동작시 점착현상이 발생하였다.  

 

표 ４.1 제작된 모든 관성 스위치들의 가속도 측정 결과 

소자 번호 

추가 질량체가 없는 관성 스

위치 

추가 질량체가 있는 관성 스

위치 

임계 가속도 
점착현상  

발생 여부 
임계 가속도 

점착현상  

발생 여부 

1 13.3 g O 10.8 g X 

2 5 g O 10.5 g X 

3 14 g O 7.8 g X 

4 19 g O 6.29 g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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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9.3 g X 

점착현상 

발생률 
100 % 20 %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이 스위치가 반복적으로 동작하였을 때 점

착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추가 질량체가 있는 모델 

중 하나의 스위치를 이용하여 10회 반복 구동을 실시하였다. 측정 결과 

10회의 반복구동 중 점착현상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임계가속도의 평균 

값과 표준 편차는 11.0 g와 0.80 g로 계산되었다.  

 

표 ４.2 반복 구동 측정 결과 

반복 횟수 동작 가속도 
점착현상 

발생여부 

1 12.1 g X 

2 10.8 g X 

3 10.2 g X 

4 10.5 g X 

5 10.3 g X 

6 12.7 g X 

7 11.0 g X 

8 11.6 g X 

9 10.2 g X 

10 11.1 g X 

평균 11.0 g 

표준 편차 0.80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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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４.13 10회 반복구동 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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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５장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점착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 제안하고 이 

방법이 적용된 관성 스위치를 MEMS 공정 기술을 사용하여 구현하였다. 

기존의 점착현상을 해결하는 방법들이 추가적인 공정과정들이나 인위적

으로 가해진 정전기력을 필요로 한다는 단점이 있었던 반면에 제안한 방

법은 이러한 단점들 없이 추가 질량체 구조물을 이용하여 점착현상을 해

결한다. 

제안한 방법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기존 질량체에 작용하는 복

원력이 추가 질량체가 없는 관성 스위치에 비해 두 배가 되도록 설계하

였다. 관성 스위치의 동작 확인 및 추가 질량체에 의해 점착현상이 해결

됨을 보여주기 위해 빗살 구동기 구조물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관성 스

위치 동작 전압 및 임계가속도는 각각 28 V와 25 g로 설계하였다. 제작

은 SiOG 공정 기법을 사용하였다.  

제작된 관성 스위치의 정전기력 구동 특성을 측정한 결과 동작 전압

은 24.3 V로 측정 되었고 기존 질량체와 접촉 고정부 사이의 접촉력은 

25.1 μN으로 측정되었다. 추가 질량체로 인해 점착현상이 해결되는 것을 

보이기 위하여 추가 질량체가 있는 하나의 관성 스위치를 이용한 두 가

지 실험을 수행하였다. 첫 번째로 추가 질량체가 기존 질량체에 복원력

을 전달 할 수 없는 상태로 정전기력을 인가하여 스위치를 동작시켰고 

이 경우 점착현상이 발생하였다. 두 번째로 추가 질량체가 기존 질량체

에 복원력을 전달 할 수 있는 상태로 정전기력을 인가하여 스위치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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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시켰고 이 경우 점착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서 추가 질량

체가 점착현상이 발생한 기존 질량체에 접촉하여 복원력을 전달하고 그

로 인해 점착현상이 해결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추가 질량체가 포함된 소자와 포함되지 않은 소자에 25 g 의 가속도

를 인가하여 점착현상이 발생하는지를 확인 하였다.  가속도 시험 결과 

추가 질량체가 포함된 관성 스위치는 10.8 g에서 동작하였으며 점착현상

이 발생하지 않았고 추가 질량체가 포함되지 않은 관성 스위치는 14 g에

서 동작하였으며 점착현상이 발생하였다. 이를 통해 추가 질량체가 없는 

관성 스위치에 비해 추가 질량체가 있는 관성 스위치의 기존 질량체에 

작용하는 복원력이 더 크도록 제작되어 점착현상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추가 질량체가 있는 관성 스위치에 대하여 10회 반

복 구동을 실시하여 점착현상이 발생하는지 확인하였다. 확인 결과 10

회 모두 점착현상이 발생하지 않았고 이로부터 제안한 방법이 반복적으

로 동작하였을 때 점착현상을 해결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점착현상의 해결방법을 이용한 관성 스위치의 

설계, 제작 및 측정을 통해 정상 동작함을 확인하였으며 점착현상이 해

결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제시한 점착현상 해결방법은 MEMS 관성 스위

치의 동작 신뢰도와 제작 수율을 향상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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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a method for resolving stiction of 

MEMS acceleration switch 

by using an additional mass structure 

 

Sukwon Jang 

Department of Electrical Engineering and Computer scienc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is paper, a novel anti-stiction method using an additional 

mass structure is proposed and fabricated by MEMS process. When 

stiction phenomenon is occurred, the additional mass makes contact 

with the proof mass and the total restoring force applied to proof 

mass is increased to overcome the adhesive force. The proposed 

method has advantages that it requires no additional fabrication steps 

nor deliberately induced electrostatic force to resolve stiction 

phenomenon.  

The comb drive actuators were added to the proof mass and the 

additional mass for the electrostatic actuation. The fabricated 

acceleration switch became on state when 24 V was applied. Two 

experiments were conducted to verify whether the stiction 

phenomenon is solved by the additional mass structure. At the first 

experiment, the additional mass was made not to contact the pro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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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s when the stiction phenomenon has occurred and a rectangular 

pulse voltage was applied to the proof mass comb. In this case, 

restoring force of the additional mass was not delivered to the proof 

mass and the stiction phenomenon occurred because the total 

restoring force applied to the proof mass was smaller than the 

adhesive force. At second experiment, the same rectangular pulse 

voltage was applied to the proof mass and the additional mass comb. 

In this case, the restoring force of additional mass was delivered to 

the proof mass and the total restoring force of the proof mass 

overcome the adhesive force resulting no stiction phenomenon.  

Acceleration tests were conducted to the acceleration switch 

with and without additional mass structure. Acceleration of 25 g was 

applied to the both switches and outputs were observed to verify that 

the stiction phenomenon has occurred or not. In test results, the 

stiction phenomenon occurred in acceleration switch with no 

additional mass and the stiction phenomenon did not occur in 

acceleration switch with additional mass. By acceleration test, it is 

verified that the proposed device normally operates as acceleration 

switch and the restoring force of the acceleration switch was 

fabricated to be larger than the one with no additional mass. 

In this paper, a novel anti-stiction method using additional mass 

structure was proposed, designed, fabricated, and tested. The 

switches were successfully fabricated, and the test results showed 

that the proposed method can be used to resolve the stiction 

phenomenon. 

 

Keywords : MEMS, acceleration switch, stiction, additional m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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