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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빗살 구동기를 이용한 

아나로그 계조 표현용 마이크로 셔터 
디스플레이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전기 컴퓨터 공학부 

배 재 성 
 

본 논문에서는 빗살 구동기를 이용하여 아나로그 계조 표현을 

적용함으로써 생산성이 검증된 아몰포스 실리콘 기반의 TFT 공정을 

적용할 수 있는 멤스 셔터 디스플레이를 제안하였다. 멤스 셔터 

디스플레이는 컬러 필터, 편광판이 없어 투과율이 LCD에 비해 매우 

높고, 빠른 응답속도, 넓은 시야각, 넓은 색재현성을 가져 디스플레이 

소자로써 우수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멤스 셔터 

디스플레이는 디지털 계조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동도가 높은 폴리 

실리콘 기반의 TFT 공정이 꼭 필요하다. LCD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생산성이 검증된 아몰포스 실리콘 기반의 공정에 비해 폴리 실리콘 

기반의 공정은 균일도 문제 등으로 생산성에 한계가 있다. 제안된 

아나로그 셔터 디스플레이는 아나로그 계조 표현이 가능함으로 LCD 

디스플레이에서 적용하는 아몰포스 실리콘 기반 공정이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마이크로 셔터를 설계 및 제작하였고, 

광학 특성을 분석하였다. 제안된 아나로그 셔터 디스플레이는 

SiOG(Silicon on Glass) 공정을 통하여 제작되었다. 빗살 구동기를 

사용하여 인가되는 전압으로 빛이 투과되는 셔터 개구부의 개폐 정도를 

조절하여 전압에 따라 휘도를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ii

디스플레이 소자로써 아나로그 계조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구동전압은 22 V이고, 이는 일반적인 LCD TV의 구동전압인 20 V와 

동등 수준이다. 개구율은 8.4 %이고, 빛 재활용 백라이트를 적용하면 

50 %까지 투과율을 높일 수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LCD 디스플레이가 

투과율은 8 % 수준인 것에 비교해서 매우 높다. 응답 속도는 상승시간 

158 ㎲, 하강 시간 230 ㎲로 일반적인 LCD의 응답 속도인 6 ㎳에 

비해 10배 이상 빠른 응답 특성을 가진다. 

제안된 아나로그 셔터 디스플레이가 실제 적용될 경우 높은 

투과율로 저소비전력의 친환경 디스플레이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3D 

디스플레이에 응용하면 현재 LCD의 느린 응답특성에 기인하는 3D 

크로스톡의 화질 문제를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MEMS, 셔터 디스플레이, 아나로그 계조, 투과율, 응답속도 
 
 
학   번 : 2012-23217 



 

 iii

목   차 
 
초록             i 
 
목차             iii 
 
제 1 장 서    론 ...................................................................... 1 

1.1 연구의 배경 .................................................................... 1 

1.2 MEMS 디스플레이 연구 동향 ........................................ 4 
1.3 연구의 동기 및 목적 .................................................... 10 

 

제 2 장 아나로그 셔터 디스플레이의 설계 ............................... 12 

2.1 설계 목표 ..................................................................... 12 

2.2 설계 개념 ..................................................................... 13 
2.3 화소 설계 ..................................................................... 15 

2.3.1 실리콘 기판 화소 설계 .............................................. 15 
2.3.2 유리기판 광차단막 설계 ............................................ 25 

2.4 어레이 구조 설계.......................................................... 27 
 

제 3 장 아나로그 셔터 디스플레이의 제작 ............................... 30 

3.1 공정 과정 ..................................................................... 30 

3.2 제작 결과 ..................................................................... 38 

 
제 4 장 특성 측정 및 분석 ...................................................... 45 

4.1 구동 특성 분석 ............................................................. 45 

4.2 광학 특성 분석 ............................................................. 51 
4.2.1 인가 전압별 휘도 ...................................................... 51 
4.2.2 투과율 ....................................................................... 58 
4.2.3 응답 속도 .................................................................. 63 

 

제 5 장 결    론 .................................................................... 65 
 

참고문헌 .................................................................................. 67 

 
Abstract ................................................................................. 70 

 

 
 
 
 



 

 iv

표 목차 
 

[표 2-1] 아나로그 셔터 디스플레이 설계 목표 ....................... 12 
[표 2-2] 화소 내부 구조물 크기 ............................................ 16 
[표 2-3] 실리콘 기판 화소 설계 파라미터 ............................. 24 
[표 3-1] AZ5213 사용한 음각 사진 공정 조건 ...................... 32 
[표 3-2] AZ4330 사용한 양각 사진 공정 조건 ...................... 34 
[표 3-3] 주요 파라미터 측정치와 설계치 ............................... 44 
[표 4-1] 투과율 측정 ............................................................ 58 
[표 4-2] 빛샘에 의한 증가분을 제외한 투과율 ....................... 62 
[표 4-3] 응답속도 비교 ......................................................... 63 
 
  



 

 v

그림 목차 
 

[그림 1.1] LCD의 구조 ............................................................. 2 
[그림 1.2] Kurt E. Petersen이 제안한 반사형 마이크로미러 어레 

이를 이용한 디스플레이............................................. 4 
[그림 1.3] Texas Instrument사의 DMD ................................... 5 
[그림 1.4] Texas Instrument사의 DLP .................................... 5 
[그림 1.5] Qualcomm사의 iMOD .............................................. 6 
[그림 1.6] Qualcomm사의 DMS ............................................... 7 
[그림 1.7] DMS의 구조 ............................................................ 8 
[그림 2.1] 마이크로 셔터 디스플레이의 화소 개념도............... 13 
[그림 2.2] 셔터의 움직임에 따른 빛의 투과 ............................ 14 
[그림 2.3] 화소 구조 .............................................................. 15 
[그림 2.4] 빗살 구동기의 구조 ............................................... 17 
[그림 2.5] 빗살 구동기를 포함한 화소 구조 ............................ 18 
[그림 2.6] 스프링 구조 ........................................................... 19 
[그림 2.7] 스프링 상수 시뮬레이션 결과 ................................. 20 
[그림 2.8] 공진주파수 시뮬레이션 결과 .................................. 22 
[그림 2.9] 구동 전압에 따른 변위 .......................................... 23 
[그림 2.10] 유리 기판 상부 광차단막 ..................................... 25 
[그림 2.11] 유리 기판 하부 광차단막 ..................................... 26 
[그림 2.12] 전압 인가 배선이 포함된 화소 구조 ..................... 27 
[그림 2.13] 화소 내부로의 전압 인가 ..................................... 28 
[그림 2.14] 어레이 구조에서의 전압 인가............................... 29 
[그림 3.1] 공정 프로세스 ....................................................... 31 
[그림 3.2] 유리 기판 윗면 광차단막 ....................................... 33 
[그림 3.3] 실리콘 기판에 형성된 캐버티 ................................. 34 
[그림 3.4] 실리콘 기판과 유리 기판의 양극 접합 ................... 35 
[그림 3.5] 제작된 아나로그 셔터 디스플레이 .......................... 36 
[그림 3.6] PCB와 시편 사이의 배선 ....................................... 37 
[그림 3.7] PCB에 배선되어 결합된 아나로그 셔터 

디스플레이 .............................................................. 37 
[그림 3.8] 마이크로 셔터 디스플레이 SEM 사진 .................... 38 
[그림 3.9] 마이크로 셔터 디스플레이 전면 SEM 사진 ............ 38 
[그림 3.10] 셔터부의 개구부 크기 .......................................... 39 
[그림 3.11] 스프링부분을 확대한 SEM 사진 .......................... 40 
[그림 3.12] 빗살부분 확대 SEM 사진 .................................... 41 
[그림 3.13] 스프링 바닥 면 SEM 사진 .................................. 42 
[그림 3.14] 빗살 구동기 SEM 사진 ....................................... 43 



 

 vi

[그림 4.1] 스프링 단면 ........................................................... 46 
[그림 4.2] 사다리꼴 적분을 위한 좌표 .................................... 47 
[그림 4.3] 인가된 전압에 따라 움직이는 셔터 ........................ 49 
[그림 4.4] 구동 전압에 따른 변위 그래프 ............................... 50 
[그림 4.5] 광학 측정 장비 ...................................................... 51 
[그림 4.6] 인가 전압 별 휘도 그래프 ..................................... 52 
[그림 4.7] 실리콘 기판과 유리 기판의 정렬 오차 ................... 53 
[그림 4.8] 정렬 오차에 따른 빛샘 .......................................... 54 
[그림 4.9] 인가되는 전압에 따른 빛의 투과 ............................ 56 
[그림 4.10] 화소 글래스 기판의 상부 광차단막 ...................... 59 
[그림 4.11] 빛샘 현상 ............................................................ 60 
[그림 4.12] 빛샘의 원인 ......................................................... 61 
[그림 4.13] 응답 속도 상승 시간 ............................................ 64 
[그림 4.14] 응답 속도 하강 시간 ............................................ 64 



 

 1

제 1 장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디스플레이 장치는 다양한 정보를 사람이 눈으로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화면으로 구현해 주는 영상표시장치로 정보화 시대의 핵심 

기기이다. 디스플레이는 1897년 독일의 스트라스부르크 대학의 칼 

브라운 교수가 음극선관(CRT)를 발명한 이래, 전자총을 이용한 흑백 

브라운관 TV가 개발되었고, 컬러 브라운관 TV로, 현재는 얇고 가벼운 

그리고 고화질의 평판디스플레이 기기가 상용화되었고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다.  

현재 상용화된 주요 평판디스플레이 기기는 LCD, PDP, OLED가 

대표적이다. 이중 LCD는 TV, 모니터, 노트북, 휴대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평판디스플레이 기기 중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인 LCD 디스플레이의 구조는 그림 1.1과 같다. LCD는 크게 

백라이트(back-light), 편광판(polarizer), 유리 기판(glass substrate), 

액정(liquid crystal), 컬러필터(color filter)로 이루어져 있다. LCD는 

수광 소자로써 백라이트가 필요한데 백라이트에서 나오는 빛이 컬러 

필터에서 66 %, 편광판에서 50 %의 손실이 발생하여 일반적으로 

LCD의 투과율은 8 % 이하로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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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LCD의 구조 

 

이에 투과율의 손실이 큰 LCD 디스플레이를 대체하기 위해 새로운 

디스플레이 기술이 연구 개발되고 있는데, 최근 미소 전기-기계 시스템 

(MEMS : Micro-Electro-Mechanical System) 기술을 이용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1-6]. MEMS 기술을 이용한 디스플레이는 

LCD에서 투과율 손실이 크게 발생하는 편광판과 컬러 필터를 

제거함으로써 기존 LCD 대비 높은 투과율을 달성할 수 있고, 높은 

투과율을 바탕으로 저소비전력이 가능하다[7]. 그리고 LCD 대비 

응답속도가 빠르고, 빠른 응답특성을 바탕으로 RGB 컬러 LED를 

순차적으로 발광시키는 시분할 컬러(Field Sequential Co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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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를 구현함으로써 색재현율도 140 %로 높아 일반적인 LCD의 

72% 색재현율 대비 풍부한 색 표현이 가능하다[8]. 

이처럼 MEMS 기술을 이용한 디스플레이는 고유한 특징과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까지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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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MEMS 디스플레이 연구 동향 
 

 
MEMS 기술을 적용한 최초의 디스플레이는 Kurt E. Petersen이 

제안한 반사형 마이크로미러 어레이를 이용한 디스플레이이다[9-11]. 

 

 

 

그림 1.2 Kurt E. Petersen이 제안한 반사형 마이크로미러 어레이를 이

용한 디스플레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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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은 1987년 Texas Instrument사에서 개발한 DMD(Digital 

Micrommirror device)이다[12-15]. DMD는 빛을 제어하는 스위치로 

이를 이용하여 개발된 그림 1.4의 DLP(Digital Light Processing)라는 

프로젝션 디스플레이가 상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림 1.3 Texas Instrument사의 DMD 

 

 

그림 1.4 Texas Instrument사의 D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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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는 Qualcomm사에 의해 개발된 iMOD(Interferometric 

MODulation)이다[16-19]. 그림 1.5와 같이 화소는 얇은 필름으로 

코팅된 유리기판과 유리기판 아래 리플렉티브 멤브레인이 있으며 

유리기판과 멤브레인 사이는 얇은 공극(air gap)이 있다. 멤브레인과 

유리기판의 얇은 필름에 전압이 가해지면 정전력이 발생하여 멤브레인이 

유리기판 쪽으로 이동한다. 이 상태가 Collapsed state로 입사된 빛은 

UV 스펙트럼으로 이동하여 화소는 블랙을 표시한다. 멤브레인과 

유리기판의 필름 사이에 전압이 낮아지면 멤브레인은 원 위치로 

돌아가는데 이 상태를 Open state라고 한다. 이 Open state 상태에서 

빛의 간섭에 의해 화소는 색깔를 표현하게 된다. iMOD 기술은 

백라이트가 필요 없는 반사형 디스플레이로 국내에서는 2011년 교보 

전자책의 디스플레이로 채택되어 공급되었다.  

 

 

 

 

그림 1.5 Qualcomm사의 iM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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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과 그림 1.7은 Qualcomm사의 DMS(Digital Micro 

Shutter)이다[8, 20-22]. DMS 디스플레이는 세 개의 주요 부분으로 

이루어져있다. 그림 1.6과 같이 마이크로 셔터가 포함된 TFT 기판, 

노출 개구판(Aperture plate), 백라이트로 구성되어 있다. 백라이트는 

RGB LED들로 이루어져 있고 마이크로 셔터가 포함된 TFT 기판의 

반사면에 의해 반사된 빛을 다시 이용할 수 있는 특수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 노출 개구판은 백라이트와 함께 웨이브 가이드를 형성하여 

빛을 노출 개구판을 통과하여 마이크로 셔터가 있는 각각의 화소로 

보내는 역할을 한다. 또한 TFT 기판은 각각의 화소마다 마이크로 

셔터를 가지며, 디스플레이 영상의 데이터에 따른 TFT 스위치에 

인가된 전압에 따라 셔터가 열고 닫음으로써 빛을 통과 시키는지, 빛을 

차단하는지를 결정하게 된다.  

 

 

 

그림 1.6 Qualcomm사의 D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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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DMS의 구조 

 

DMS는 그림 1.7과 같이 빛의 재활용이 가능한 백라이트를 가지고 

있다. 이 백라이트는 각각의 화소의 물리적인 개구율이 

10~15 %이더라도 빛의 재활용을 통해 40 ~ 60 %의 빛을 외부로 

전달한다. 투과율이 6~8 % 수준인 LCD에 비해 높은 투과율을 가지는 

DMS는 기존 LCD에 사용되는 백라이트 대비 1/10 수준의 광량만 

있으면 동일한 밝기를 낼 수 있으므로 백라이트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디스플레이 전체적으로 LCD 대비 1/4 

수준의 소비 전력을 가진다.  

또한 MEMS 디바이스의 빠른 응답속도를 이용하여 시분할 

컬러(Field sequential color) 구동과 디지털 계조 표현(Digital gray 

scale)을 구현한다. 시분할 구동이란 기존 LCD처럼 각각의 화소를 

통과한 빛이 빨강, 초록, 파란색의 컬러 필터를 통과함으로써 색을 

표시하는 방식(공간분할개념)이 아니라 백라이트가 켜지는 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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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할하고, 3분할된 시간에 백라이트의 적색 LED, 초록색 LED, 파란색 

LED를 순차적으로 발광하게 하고, 3분할된 시간에 맞는 적색, 초록색, 

파란색의 계조 값을 셔터를 이용하여 표현하는 방식(시간분할개념)이다. 

이렇게 시분할 컬러 구동을 함으로써 컬러 필터를 제거할 수 있다. 또한 

공간분할방식에서는 컬러를 표현하기 위해 한 화소에 빨강, 초록, 

파란색 3개의 서브 화소가 필요하던 것을 단 하나의 서브 화소만으로 

컬러를 표현 가능하기 때문에 서브 화소마다 필요한 TFT와 전압 

인가용 배선이 1/3로 줄어들게 되어 빛이 투과할 수 있는 영역의 

비율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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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의 동기 및 목적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DMS기술을 이용한 디스플레이는 높은 

투과율, 저소비전력, 빠른 응답속도, 높은 색재현율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DMS 기술은 오직 화소를 열림-닫힘으로만 

동작시키는 디지털 계조 표현 방식으로 인해 액티브 매트릭스 구동 시 

TFT 충전시간이 급격히 감소하는 문제가 있다. 

디지털 계조 표현 방식을 살펴보자. 일반적인 LCD는 아나로그 계조 

표현 방식을 사용한다. 아나로그 계조 표현 방식이란 액정 양단에 

원하는 계조의 전압을 인가하면 액정이 한 프레임(60 ㎐의 경우 16.7 

㎳)내에 한번 회전하여 계조에 맞는 빛을 투과시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한 프레임 내에 한번의 계조 전압을 인가하여 원하는 계조를 

얻는데 반하여, 디지털 계조 표현 방식은 한 프레임의 시간을 

표현하려는 계조의 비트 심도(bit depth) 만큼 분할하고, 계조에 따라 

각각 분할한 시간에 계조의 각 비트에 따라 빛을 투과 또는 빛을 

차단하여 계조를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LCD의 8비트 

심도의 경우 한 프레임에 8번 계조 전압을 인가하여야 원하는 색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디지털 계조 표현 방식은 아나로그 계조 표현 방식에 비해 

8비트 심도 계조인 경우 TFT 충전 시간이 1/8로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해상도가 FHD 60 ㎐인 경우 아나로그 계조 표현 방식은  14.7 

㎲의 충전 시간을 가지지만 디지털 계조 표현 방식은 1.9 ㎲의 충전 

시간을 가진다. 

디지털 계조 표현 방식을 사용하는 디스플레이의 경우 아나로그 

계조 표현 방식의 디스플레이에 비해 TFT 충전시간이 매우 짧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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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이동도(mobility)가 높은 TFT 기판을 사용해야 한다. 아나로그 

계조 표현 방식을 사용하는 LCD의 경우 아몰포스 실리콘 기반의 TFT 

공정을 하는 반면 디지털 계조 표현 방식을 사용하는 DMS 

디스플레이의 경우 폴리 실리콘 기반의 TFT 공정을 사용하여야 한다. 

하지만 아몰포스 실리콘 기반의 공정은 LCD 디스플레이를 통해 대량 

생산이 가능함이 검증되었지만 폴리 실리콘 기반의 TFT 공정은 

균일성(uniformity) 문제 등으로 아직 대량 생산에 한계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MEMS 셔터 디스플레이의 장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아나로그 계조 표현 방식을 사용하는 디스플레이를 

제안하고자 한다. MEMS 셔터를 움직이는 구동기로 빗살 구동기(Comb 

drive actuator)를 사용하면 셔터 개폐의 정도를 전압으로 조정 

가능하기 때문에 아나로그 계조 표현이 가능하다. 

빗살 구동기를 이용하여 아나로그 계조 표현이 가능한 MEMS 셔터 

디스플레이는 기존 DMS 디스플레이의 높은 투과율, 저소비전력, 빠른 

응답속도, 높은 색재현성의 장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LCD 

디스플레이에서 대량 생산이 검증된 아몰포스 실리콘 기반의 TFT 

공정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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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아나로그 셔터 디스플레이 설계 

 

2.1 설계 목표 

 

본 연구는 빗살 구동기를 이용하여 기존의 DMS 디스플레이가 

가지는 높은 투과율, 저소비전력, 빠른 응답속도, 높은 색재현성의 

장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아나로그 계조 표현이 가능한 디스플레이를 

구현하는 것이다. 

대면적 디스플레이로써의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화소의 크기는 

현재 상용화 중인 55인치 HDTV 해상도(1366⨉768)로 설정하였다. 

또한 최대 구동전압은 30 V로 하였고, 개구율(aperture ratio)은 

10 %를 목표로 하였다.  

 

표 2.1 아나로그 셔터 디스플레이 설계 목표 

계조 표현 방식 아나로그 방식 LCD 와 동일 

화소 크기 892 ㎛ ⨉ 

892 ㎛ 55” HD TV 화소 크기 

시편의 화소 배열 20 화소 ⨉ 20 화소  

개구율 
(Aperture ratio) 

10 % 투과율 40 ~ 60 % 예상 

구동 전압 < 30 V LCD 의 경우 약 20 V 

셔터 구동기 빗살 구동기 
전압으로 셔터 변위 조
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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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설계 개념 

 

그림 2.1은 빗살 구동기를 이용한 마이크로 셔터 디스플레이의 

화소 개념도이다. 그림 2.1에서 마이크로 셔터 디스플레이는 실리콘 

기판, 유리 기판 그리고 백라이트로 이루어져있다.  

 

 

 

그림 2.1 마이크로 셔터 디스플레이의 화소 개념도 

 

실리콘 기판부에는 셔터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인 캐버티(cavity)가 

있고, 그 캐버티에는 움직일 수 있는 셔터, 빗살 구동기, 스프링이 있다. 

셔터 내부에는 빛이 통과할 수 있는 개구부과 빛을 차단하는 광차단부이 

있다. 캐버티 외부에는 유리 기판에 부착되어 구조물을 고정하는 

고정부가 있다. 유리기판에는 백라이트에서 오는 빛을 차단하는 

광차단막이 있다. 광차단막은 유리기판 윗면과 아랫면에 각각 있다. 

실리콘 기판과 유리 기판은 양극 접합을 하게 되는데, 윗면 차단막은 

접합 후 실리콘 기판의 캐버티 내에 위치하게 되며 실리콘 기판부의 

셔터에 있는 개구부 및 광차단부와 동일한 위치에 개구부와 광차단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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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아랫면 차단막은 빗살 구동기와 스프링 부분에서 빛이 통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빗살 구동기와 스프링 부분의 아래쪽에 

위치한다. 

그림 2.1의 움직이는 빗살과 고정된 빗살 사이에 전압이 인가가 

되면 정전력에 의해 셔터가 움직이게 된다. 이러한 셔터의 변위는 빗살 

사이에 인가되는 전압에 의해 조정 가능하다. 

아래 그림 2.2와 같이 백라이트로부터 나온 빛의 투과량은 전압에 

의해 조정 가능한 셔터의 변위에 따라 결정된다. 빗살 구동기의 빗살 

사이에 전압이 인가되지 않으면 그림 2.2의 흰색(white)과 같이 셔터는 

백라이트로부터 오는 빛을 투과시키고, 빗살 사이에 전압이 점점 높게 

인가될 수록 그림 2.2의 회색(gray)과 같이 셔터가 백라이트로부터 

오는 빛을 점점 차단한다. 그리고 빗살 사이의 전압이 점점 커져서 

셔터의 광차단부가 유리 기판의 개구부를 모두 덮게 되면 

백라이트로부터 오는 빛은 모두 차단되어 검은색(black)이 된다. 

 

 

그림 2.2 셔터의 움직임에 따른 빛의 투과 

Black

백라이트로부터 투과된 빛

백라이트

실리콘 기판

유리 기판

GrayWhite

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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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화소 설계 

 

2.3.1 실리콘 기판 화소 설계 

아래 그림 2.4는 화소의 구조를 나타낸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아나로그 셔터 디스플레이의 화소 크기는 55인치 HD 

해상도(1,366⨉768)의 TV의 화소와 동일한 크기인 892 ㎛ ⨉ 

892 

㎛이다. 화소 내에는 유리 기판에 접합하여 셔터, 빗살 구동기, 스프링 

등의 구조물을 지지하는 고정부가 상하 양쪽에 두 곳이 있고, 셔터와 

빗살 구동기의 질량을 지지하는 네 개의 폴디드-빔(folded-beam) 

스프링이 있으며, 화소 중간 영역에는 셔터가 있고, 셔터 양쪽에는 빗살 

구동기를 배치하였다. 

 

그림 2.3 화소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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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소의 개구율 10 %를 만족하기 위해 화소 내부 구조물의 크기를 

아래 표 2.2와 같이 설계하였다. 셔터의 크기는 전체 화소 면적의 

10 %인 셔터내 개구부의 크기를 고려하였고, 셔터 양쪽에 빗살 

구동기를 배치하여야 하므로 세로 방향이 긴 모양으로 설계하였다. 

셔터내의 개구부의 크기는 셔터의 변위를 작게 하고, 셔터 양쪽에 

위치하는 빗살 구동기에 빗살의 개수를 최대로 하여 구동 전압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299 ㎛ ⨉ 10 ㎛의 크기로 세로 변의 길이를 짧게 

설계하였다. 개구부의 모양이 가늘고 긴 형태를 가져 셔터 내에서의 

개구부는 슬릿 모양 29개로 균등 간격으로 나누어 배치하였다. 각각의 

개구부와 개구부의 사이의 간격은 14 ㎛로 하여 공정 마진을 상하 2 ㎛ 

두었다. 

 

표 2.2 화소 내부 구조물 크기 

 크기 면적 

화소 892 ㎛ ⨉ 892 ㎛ 795,664 ㎛2 

셔터 319 ㎛ ⨉ 710 ㎛ 226,490 ㎛2 

셔터내의 개구부 299 ㎛ ⨉ 10 ㎛ ⨉ 29 86,710 ㎛2 

고정부 300 ㎛ ⨉ 47 ㎛  

 

화소의 상하단에 위치하는 고정부의 크기는 실리콘 기판과 유리 

기판의 양극 접합의 공정 마진을 고려하여 300 ㎛ ⨉ 47 ㎛로 

설계하였다. 

셔터의 운동 변위를 전압으로 제어하기 위한 빗살 구동기를 

설계하였다. 그림 2.4는 설계한 빗살 구동기의 구조 및 설계 값이다.  



 

 17

 

 

그림 2.4 빗살 구동기의 구조 

 

빗살의 길이는 풀인 효과((pull in effect)를 고려하여 18 ㎛로 

하였고, 빗살 전극의 두께와 빗살 사이의 간격은 4 ㎛로, 빗살과 빗살이 

겹치는 길이는 언더컷(undercut)을 고려하여 3 ㎛로 설계하였다.  

그림 2.5는 설계한 빗살 구동기를 포함한 화소 구조이다. 양 쪽 빗 

전극의 양단에 전압 V를 인가하면 두 전극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크기의 정전력이 발생한다. 

 

 = 	12 ε
ℎ 2 

 

위 식에서 ε은 유전율을, h는 빗살 전극의 높이로 27 ㎛이고, d는 

전극 사이의 간격으로 4 ㎛, N은 빗살의 개수를 나타낸다. 

 

18 ㎛ 

4 ㎛ 

4 ㎛ 

3 ㎛ 
빗 전극 빗 전극 

빗살 

빗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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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빗살 구동기를 포함한 화소 구조 

 

그림 2.5에서 빗살의 개수인 N은 414이다. 이 때 정전력의 크기는 

다음과 같다. 

   2.47	 	10 	 	 
 

저 전압 구동을 하기 위해서는 스프링의 길이를 최대로 하여야 하고, 

두께는 최소를 얇게 설계하여야 한다. 그림 2.6과 같이 스프링은 길이를 

최대로 하기 위해 화소의 고정부에 스프링을 두는 것이 아닌 고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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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얇은 스토퍼를 두어 그 스토퍼에 스프링을 배치하였다. 스토퍼에 

스프링을 배치함으로써 고정부에 스프링을 배치하는 것에 비해 스프링의 

길이를 145 ㎛ 증가시킬 수 있었다. 또한 스토퍼는 셔터의 변위를 12 

㎛이내로 제한하여 풀인 효과에 의한 빛샘을 막을 수 있다. 

 

 

그림 2.6 스프링 구조 

 

폴디드-빔 스프링의 두께는 2.5 ㎛, 길이는 406 ㎛로 설계하였다.  

위의 그림 2.5, 그림 2.6과 같이 네 개의 폴디드-빔 스프링이 

구조물에 연결되어 있을 때  방향에 대한 스프링 상수는 다음과 

같다[23]. 

   4	 	12 
 

위 식에서 E는 영률(Young´s modulus)을, h는 스프링의 높이, 

w는 스프링의 두께를, L은 스프링의 길이를 의미한다. 여기서 E는 

실리콘에 대한 값인 169 GPa을 사용하였다. 설계한 길이, 두께, 높이를 

위 식에 대입하여 계산하면 스프링 상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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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3	 
 

Comsol Multiphysics 툴을 사용한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위 설계 

내용을 검증하였다. 그림 2.7은 시뮬레이션 결과이다. 

 

 

그림 2.7 스프링 상수 시뮬레이션 결과 

 

시뮬레이션에서의 스프링 상수는 다음과 같다. 

   2.07 
 

이론적인 계산값과 시뮬레이션 결과 사이의 오차는 3 % 미만 

수준으로 결과가 잘 부합함을 할 수 있다.  

구동부의 질량은 아래의 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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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 ρAh 

 

위 식에서 ρ 는 밀도, A는 면적, h는 높이를 나타낸다. 실리콘의 

밀도는 2,330 kg/m3이고, 구동부의 면적은 229,500 ㎛2이고, 구동부의 

설계 높이는 27 ㎛이다. 이 값을 위 식에 대입하여 계산하면 결과는 

다음과 같다. 

 

m = 1.44 ×  10	 
 

질량과 스프링 상수를 아래 공식에 대입하면 공진주파수를 구할 수 

있다. 

 

 f = 12 

 

위 식에 앞에서 구한 질량과 스프링 상수를 대입하여 구한 공진 

주파수는 다음과 같다. 

 

f = 1.933	 
 

시뮬레이션을 통해 구한 공진주파수는 아래와 같고, 그림 2.8은 

시뮬레이션 결과를 나타내는 그림이다. 

 

f =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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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공진주파수 시뮬레이션 결과 

 

이론적인 계산에 의해 구한 공진주파수와 시뮬레이션을 통해 얻은 

공진주파수의 오차는 1.4 % 수준으로 설계치와 시뮬레이션 결과가 잘 

부합함을 알 수 있다. 

앞에서 구한 빗살 구동기의 전극 사이의 정전력과 스프링 상수를 

이용한 셔터의 구동 변위를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위 식에서 는 구동 변위이다. 앞에서 구한 정전력과 스프링 상수를 

위 식에 대입하면 아래와 같다. 

 2.47	 	10 	 	  2.13	  	 

 

위 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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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6	 × 10 	×  
 

위 식에서 는 마이크로 셔터의 구동 변위이고, V는 빗살 전극 양단 

사이에 인가되는 전압이다. 위 식을 이용하여 아래 그림 2.9의 그래프를 

구할 수 있다. 

 

 

그림 2.9 구동 전압에 따른 변위 

 

위에서 구한 식과 그림 2.9에서 마이크로 셔터의 변위는 빗살 

전극의 양단 사이에 인가되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빗살 전극의 양단에 인가되는 전압을 조정함으로써 마이크로 

셔터의 변위를 조정할 수 있다. 그리고 마이크로 셔터의 변위가 변함에 

따라 셔터내의 개구부와 광차단부가 이동하여 유리기판을 투과하는 빛의 

양이 조절된다. 즉 빛의 투과량이 전압에 의해 조절 가능하다. 따라서 

아나로그 계조 표현이 가능함을 설계적으로 알 수 있다. 또한 그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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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에서 구동 전압 29.4 V에서 10 ㎛ 변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설계 

목표인 30 V 미만의 구동 전압을 만족한다.  

실리콘 기판 화소 설계의 상세 설계 파라미터를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2.3 실리콘 기판 화소 설계 상세 파라미터 

구동 전압 30 V 

구동 변위 10 ㎛ 

스프링 

길이 406 ㎛ 

폭 2.5 ㎛ 

두께 27 ㎛ 

셔터 

크기 319 ㎛ ⨉ 710 ㎛ 

개구부 299 ㎛ ⨉ 10 ㎛ 

빗살 

폭 4 ㎛ 

간격 4 ㎛ 

개수 414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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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유리 기판 광차단막 설계 

실리콘 기판에서 마이크로 셔터를 디스플레이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셔터의 개구부 이외에 나머지 영역에서는 빛이 투과되어서는 안 된다. 

위 그림 2.5를 보면 실리콘 기판에는 셔터의 개구부 이외에 빗살 

구동기 사이와 스프링 주변에 빛이 통과할 수 있는 열린 영역이 

존재한다. 따라서 셔터내의 개구부 이외의 나머지 빛이 통과되는 영역은 

실리콘 기판 아래의 유리기판에서 빛을 차단시켜야 한다. 또한 셔터의 

아래의 유리 기판에도 셔터의 개구부와 동일한 위치에만 빛이 

통과되어야 하고, 나머지 영역은 빛이 차단이 되어야지만 셔터가 

움직임에 따라 투과되는 빛의 양을 조정할 수 있다. 

아래 그림 2.10은 유리 기판 상부의 광차단 영역을 나타낸다 

 

그림 2.10 유리 기판 상부 광차단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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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에서 유리 기판 상부의 광차단막의 역할은 셔터 내에서 

개구부 이외의 영역에서 빛을 차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셔터가 

움직임에 따라 투과되는 빛의 양을 조절할 수 있다. 

그림 2.11은 유리 기판 하부의 광차단 영역을 나타낸다. 유리 기판 

하부의 광차단막은 셔터 외부의 빗살 사이, 스프링 주변부에서 빛이 

투과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  

 

그림 2.11 유리 기판 하부 광차단막 

 

유리 기판 상부와 하부의 광차단막은 서로 겹치도록 하여 정렬 

오차에 따른 빛의 투과를 막고 공정 마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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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어레이 구조 설계 
 

본 연구는 아나로그 마이크로 셔터 디스플레이의 화소 레벨 설계뿐 

아니라 화소를 어레이로 배열함으로써 실제 디스플레이 장치와 

유사하도록 고려하여 설계하였다. 어레이는 가로 20 개 화소, 세로 20 

개 화소로 모두 400 개의 화소로 이루어져있다.  

각각의 화소에 구동 전압과 접지를 연결하기 위해 화소의 좌측에는 

구동 전압용 배선을, 화소의 우측에는 접지용 배선을 두었다. 

 

 

그림 2.12 전압 인가 배선이 포함된 화소 구조 

 

그림 2.12는 전압 인가를 위한 배선이 포함된 화소 구조를 나타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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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이다. 그림에서 좌측 세로선은 구동 전압 인가용 배선이고, 우측 

세로선은 접지용 배선이다. 좌우측 구동 전압 인가용 배선과 접지용 

배선은 서로 반대로 인가하여도 된다. 

아래 그림 2.13은 화소 내부로의 전압 인가 경로를 나타낸 

그림이다. 좌측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동 전압 인가용 배선을 

통하여 전압이 화소의 고정부와 빗살 구동기의 움직이는 빗살 전극으로 

공급된다. 우측 그림에서 접지용 배선을 통하여 빗살 구동기의 움직이지 

않는 빗살 전극에 접지가 연결된다. 접지 전압은 오른쪽 배선으로 

인가되어 접지 배선을 따라 화소 아래 부분을 돌아서 화소 왼쪽의 접지 

전극으로도 인가가 된다.  

 

 

그림 2.13 화소 내부로의 전압 인가 

 

그림 2.14는 화소를 어레이로 배열 하였을 때의 전압 인가에 대해 

나타낸 그림이다. 어레이로 화소를 배열하여도 모든 화소에 구동 전압과 

접지 전압이 인가되도록 배선을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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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 어레이 구조에서의 전압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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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아나로그 셔터 디스플레이의 제작 

 

3.1 공정 과정 

 

본 장에서는 아나로그 마이크로 셔터 디스플레이의 제작을 위한 

공정 과정 및 조건에 대하여 설명한다. 아나로그 마이크로 셔터 

디스플레이의 제작 공정은 크게 실리콘 기판 위에 화소 구조물을 

형성하는 공정과 유리 기판의 상하 면에 광차단막을 형성하는 공정으로 

나뉜다.  

아나로그 마이크로 셔터 디스플레이의 제작에 사용한 웨이퍼는 

4인치 크기에 약 530 ㎛ 두께를 가지는 <100> 방향의 실리콘 웨이퍼 

1장과 4인치 크기에 약 490 ㎛ 두께를 가지는 글래스 웨이퍼를 

사용하였다. 

다음 그림 3.1은 마이크로 셔터 디스플레이의 제작 공정 

프로세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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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공정 프로세스 

1. Opaque patterning on glass

2. Cavity & Cr patterning

Glass

Si

Al

Glass

PR PR

Si

PR PR

Si

PR PR

Si

3 ㎛

Cr

Au

3. Bonding & CMP

Glass

Si40 ㎛

4. Pixel patterning

Glass

Si

Glass

Si

Glass

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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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과 같이 첫 번째 공정은 유리 기판에 금속 광차단막을 

형성하는 것이다. SPM 용액으로 10분간 세정한 유리 기판의 아랫면에 

감광제 AZ5214를 1.4 ㎛의 두께로 도포한다. 그리고 MA-6 장비를 

이용한 사진 공정을 진행한다. 다음 표 3.1은 감광제 AZ5214 사용한 

음각 사진 공정 조건이다. 

 

표 3.1 AZ5213 사용한 음각 사진 공정 조건 

스핀 코팅 
(Spin coating) 

500 rpm 5 초, 4000 rpm 35 초 

소프트 베이크 
(Soft bake) 

90 ℃ / 70 초 

첫 번째 노광 패턴 노광 / 25 W / 3 초 

하드 베이크 
(Hard bake) 

110 ℃ / 150 초 

두 번째 노광 Flood 노광 / 25 W / 30 초 

현상 AZ300, 초순수 6:1 희석액 90 초 

 

 

그 다음 열 증착 공정을 통해 윗면 차단막으로 사용할 금을 2500 

Å 높이로 증착한다. 그리고 리프트 오프(lift-off) 공정을 통하여 

아랫면 광차단막을 형성한다. 리프트 오프 공정을 간단히 설명하면 앞선 

사진 공정에서 AZ5214 감광제가 음각 패터닝된 유리 기판 위에 

차단막으로 사용할 금을 증착하고 이를 아세톤으로 세척하면 감광제가 

있던 부분의 금은 감광제와 함께 기판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유리 기판 윗면에 금속 차단막을 형성한다. 첫 번째 

공정과 과정 및 조건이 동일하다. 다만 광차단막으로 알루미늄을 

사용하였다.  

아래 그림 3.2는 윗면 금속 차단막 형성 후 현미경으로 찍은 



 

 33

사진이다. 

 

 

그림 3.2 유리 기판 윗면 광차단막 

 

두 번째 공정은 실리콘 기판에 3 ㎛ 깊이의 캐버티를 형성하고, 

캐버티 내에 Cr을 증착하는 공정이다. 실리콘 기판에 형성된 캐버티는 

실리콘 기판과 유리 기판이 양극 접합된 후에도 실리콘 기판이 유리 

기판과 떨어져 있는 영역을 만들게 된다. 이 캐버티가 있는 부분에 향후 

실리콘 기판 화소에서 움직이는 구조물이 형성될 것이다. 

SPM 용액에 10 분간 세정한 실리콘 기판에 AZ4330 감광제를 1.4 

㎛ 두께로 도포한다. 그런 다음 MA-6 장비를 이용한 사진 공정을 

진행한다. 다음 표 3.2은 감광제 AZ4330 이용한 양각 사진 공정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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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AZ4330 사용한 양각 사진 공정 조건 

스핀코팅 
(Spin coating) 

500 rpm 5 초, 4000 rpm 35 초 

소프트 베이크 
(Soft bake) 

95 ℃ / 70 초 

노광 패턴 노광 / 25 W / 17 초 

현상 AZ300 / 90 초 

 

패터닝된 AZ4330 PR을 DRIE 마스크로 사용하여 약 3 ㎛ 깊이로 

식각하여 실리콘 기판에 캐버티를 형성한다. 그 다음 PR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열 증착 공정을 통해 실리콘 전면에 크롬을 1500 Å 

두께로 증착한다. 그 다음 SPM용액을 사용하여 PR을 제거하면 

캐버티가 형성된 내부에만 크롬이 남게 된다. 캐버티 내부의 크롬은 

향후 진행될 DRIE 공정에서 발생하는 풋팅(footing)과 열고립 현상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24]. 

그림 3.3은 실리콘 기판에 형성된 캐버티를 현미경으로 찍은 

사진이다. 

 

그림 3.3 실리콘 기판에 형성된 ca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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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공정은 실리콘 기판과 유기 기판을 양극 접합하는 과정이다. 

양극 접합 공정은 접합할 실리콘 기판 면과 유리 기판 면을 맞대고 

압력과 온도를 가하며, 높은 전압을 인가하면 유리 기판에 있는 나트륨 

이온이 실리콘 기판과의 접촉면으로 이동하여 접촉면에 강한 정전력을 

발생하게 되고 강한 공유 결합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그림 3.4는 양극 접합 후의 기판 사진이다. 

 

그림 3.4 실리콘 기판과 유리 기판의 양극 접합 

 

양극 접합된 기판은 CMP(Chemical Mechanical Polishing) 공정을 

하여 실리콘의 두께를 약 30 ㎛가 되도록 한다. CMP 공정을 통하여 

실리콘의 두께가 30 ㎛가 되면 실리콘 기판부의 캐버티 부분의 두께는 

27 ㎛가 된다. 

네 번째 공정은 접합된 기판의 실리콘 층에 화소 및 구조물을 

형성하는 것이다. 실리콘 면에 감광제 AZ5214를 1.4 ㎛의 두께로 

도포하고 MA-6 장비를 이용한 사진 공정을 진행한다. 공정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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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서술한 표 3.1과 같다. 그 다음 열 증착 공정을 통해 알루미늄을 

2500 Å 높이로 증착한다. 그리고 리프트 오프 공정을 통하여 DRIE 

공정에서 마스크로 사용할 알류미늄 패턴을 형성한다. 알루미늄을 

마스크로 사용할 경우 PCB 기판과의 와이어 본딩 시에 알루미늄 

마스크 위에 바로 와이어를 본딩할 수 있어 유리하다. 

다음으로 DRIE 공정을 통하여 화소 구조물을 형성한다. 30 ㎛로 

깊게 식각을 할 경우 조밀한 패턴 영역과 패턴이 조밀하지 않은 

영역간에 식각 되는 속도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초과 식각을 하여야 

하지만 초과 식각을 많이 할 경우 폭이 얇은 스프링이 끊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건식 식각 공정으로 DRIE 공정에서 풋팅과 열고립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증착하였던 크롬을 제거한다.  

그림 3.5는 제작된 아나로그 셔터 디스플레이의 사진이다. 

 

그림 3.5 제작된 아나로그 셔터 디스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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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된 시편은 구동 및 광학 측정을 위하여 다이싱(dicing)한 후 

PCB 에 와이어 본딩하여 연결하였고 에폭시로 접합하여 제작을 

마무리하였다. 시편 하나의 크기는 13.4 ㎜ ⨉ 14.6 ㎜ 이다. 그림 

3.6 은 PCB 와 시편의 전극을 와이어로 연결한 사진이고, 그림 3.7 은 

시편을 PCB 에 부착한 후의 사진이다. 

 

 

그림 3.6 PCB 와 시편 사이의 와이어 본딩 

 

 

그림 3.7 PCB 에 와이어 본딩되어 결합된 아나로그 셔터 디스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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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제작 결과 

 

앞서 설명한 공정 과정을 통하여 제작된 마이크로 셔터 

디스플레이를 SEM 사진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그림 3.8 마이크로 셔터 디스플레이 SEM 사진 

아래 그림 3.9는 마이크로 셔터 디스플레이의 전면 SEM 사진이다. 

 

그림 3.9 마이크로 셔터 디스플레이 전면 SEM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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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그림 3.10은 셔터부의 개구부를 확대한 SEM 사진이다. 셔터 

개구부의 크기는 301 ㎛ ⨉ 9.92 ㎛이고 면적은 86,592 ㎛2이다. 설계 

치는 299 ㎛ ⨉ 10 ㎛이고 면적은 86,710 ㎛2 로 오차는 0.1 %이다. 

 

 

 

 

그림 3.10 셔터부의 개구부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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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은 폴디드 빔 스프링을 확대한 SEM 사진이다. 측정된 

스프링의 길이는 405 ㎛이고, 스프링의 폭은 3.25 ㎛이다. 설계치는 

스프링의 길이는 406 ㎛, 폭은 2.5 ㎛이다. 스프링의 폭이 설계치와 

측정 결과 사이에서 차이가 크게 발생하였다. 

 

 

 

그림 3.11 스프링부분을 확대한 SEM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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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는 빗살 구동기의 빗살 부분을 확대하여 길이를 측정한 

사진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빗살 상부에 언더컷이 약 0.7 ㎛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12 빗살부분 확대 SEM 사진 

 

설계 목표한 스프링의 폭은 2.5 ㎛이다. 하지만 실제 마스크 설계 

상의 스프링의 폭은 3.3 ㎛이다. 이는 DRIE 공정 중에 

언더컷(undercut)이 0.8 ㎛ 발생할 것을 고려하여 공정 후 2.5 ㎛가 될 

것이라고 예측한 값이다. 스프링의 폭이 위 빗살처럼 0.7 ㎛의 언더컷이 

발생하였다고 가정한다면 스프링의 폭은 2.6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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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은 스프링의 바닥 면을 SEM 으로 찍은 사진이다. 바닥 

면에서의 스프링의 폭은 1.91 ㎛로 바닥 면에서의 언더컷은 약 1.4 ㎛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13 스프링 바닥 면 SEM 사진 

 

따라서 설계 당시 2.5 ㎛ 폭을 목표로 스프링을 설계하였으나 

예상보다 언더컷이 많이 발생하여 스프링의 폭이 설계치 대비하여 

줄었다. 스프링의 폭이 설계치 대비 더욱 줄어들었기 때문에 스프링 

상수가 줄어들어 목표했던 구동 전압 30 V 보다 더욱 낮은 전압에서 

변위 10 ㎛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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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는 빗살 구동기를 SEM 으로 찍은 사진이다. 측정 결과 

빗살의 길이는 17.9 ㎛, 폭은 4.14 ㎛, 빗살간의 간격은 3.80 ㎛이다. 

설계치는 빗살 길이는 18 ㎛, 폭은 4 ㎛, 빗살간의 간격은 4 ㎛이다. 

언더컷 0.7 ㎛을 고려하였을 때 빗살간의 간격은 4.5 ㎛로 설계치 보다 

간격이 커서 빗살 전극 사이의 정전력이 설계치 보다 낮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14 빗살 구동기 SEM 사진 

  



 

 44

표 3.3 은 설계치와 제작한 시편으로 SEM 으로 확인한 측정치를 

비교한 표이다. 

 

표 3.3 주요 파라미터 측정치와 설계치 

 측정치 설계치 

개구부 
사이즈 301 ㎛ ⨉ 9.92 ㎛ 299 ㎛ ⨉ 10 ㎛ 

면적 86,592 ㎛ 2 86,710 ㎛ 2 

스프링 

길이 405 ㎛ 406 ㎛ 

폭 
상부 2.6 ㎛ 
하부 1.9 ㎛ 

2.5 ㎛ 

빗살 

길이 17.9 ㎛ 18 ㎛ 

폭 3.80 ㎛ 4 ㎛ 

간격 4.14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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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특성 측정 및 분석 

 

 

4.1 구동 특성 분석 

 

제작된 마이크로 셔터 디스플레이의 광학 특성을 분석하기에 앞서 

소자가 정상 동작하는지 확인하고 또한 아나로그 디스플레이 소자로써 

인가되는 구동 전압에 따라 변위가 바뀌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구동 

특성을 분석하였다. 

먼저 제 3 장에서 측정하였듯이 DRIE 공정 과정에서 언더컷 

현상이 설계에서 예상했던 0.8 ㎛에 비해 스프링 상부에는 0.7 ㎛, 

스프링 하부에는 1.4 ㎛로 예상보다 크게 나타나서 스프링의 폭이 

설계치인 2.5 ㎛보다 작은 스프링 상부에는 2.6 ㎛, 스프링 하부에는 

1.9 ㎛로 제작이 되어 이러한 공정 결과를 반영하여 스프링 상수 및 

이동 변위를 다시 구하였다. 

폴디드-빔 스프링(folded-beam spring)의 스프링 상수는 아래 

식과 같다[23]. 

  = 24  

 
여기서 E 는 영률(Young´s modulus), Iz 는 관성모멘트, L 은 

스프링의 길이를 의미한다.  

관성모멘트를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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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스프링 단면 

 

그림 4.1 의 (a)와 같이 스프링의 단면이 직사각형인 스프링의 

관성모멘트를 위 식에 의해 구하면 다음과 같다. 

 

 = 	 ℎ	 = ℎ12 	  

 

위에서 구한 관성 모멘트를 스프링 상수를 구하는 식에 대입하면 

스프링 상수를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 2ℎ 
 

이 식은 2 장에서 스프링 상수를 구한 이론 식과 동일하다. 

그림 4.1 의 (b)와 같이 스프링의 단면이 사다리꼴인 스프링의 관성 

모멘트를 구하기 위해 단면의 좌표를 아래 그림과 같이 설정하였다. 

w

h

L

h

wt

wb

L

(a)직사각형 단면 (b)사다리꼴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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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사다리꼴 적분을 위한 좌표 

 

그림 4.2 를 이용하여 적분하면 관성모멘트를 아래와 같이 구할 수 

있다. 

 

 ℎ	 + 2 ℎ	 = 	ℎ6 ( +  +  + )



  

 

위 식에서  = 		  ,  = 		  로 대입하여 정리하면 관성 모멘트는 

다음과 같다[25]. 

 

 = 	 ℎ48 ( + 	 + 	 + 	) 
 

따라서 사다리꼴 단면의 스프링 상수를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z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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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ℎ ( + 	 + 	 + 	) 
 

위 식에 측정된 스프링 폭 wt 2.6 ㎛, wb 1.9 ㎛를 대입하여 스프링 

상수를 구하면 다음과 같다. 

  = 	1.59 
 

설계치에 의한 스프링 상수인  = 	2.13 에 비해 제작된 시편의 

스프링 상수가 작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설계치 대비 낮은 전압에서 

10 ㎛ 변위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동 특성 분석은 CCD 카메라가 부착된 광학 현미경 아래에 

PCB 에 부착된 시편을 놓고 전원 공급기로 전압을 인가하면서 정전력에 

의해 발생한 셔터의 변위를 현미경으로 관찰하고 CCD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면서 인가된 전압 별로 움직인 셔터의 변위를 측정하였다. 

그림 4.3은 인가된 전압 별로 움직인 셔터를 광학 현미경으로 

확대하여 CCD 카메라로 찍은 사진이다. 그림 4.3에서 인가된 구동 

전압에 따라 셔터가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압이 증가함에 

따라 셔터의 변위가 점점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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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인가된 전압에 따라 움직이는 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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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의 사진을 바탕으로 셔터의 변위를 측정하였고, 그림 4.4는 

구동 전압에 따른 변위 그래프로 설계 치에 의한 예상 변위와 제작 

결과에 의한 예상 변위 그리고 측정 값을 나타낸다. 

 

 

그림 4.4 구동전압에 따른 변위 그래프 

 

설계치 곡선에서 10 ㎛ 변위일 때의 예상 구동 전압은 29.4 V이고, 

제작 결과 반영 곡선에서 10 ㎛ 변위일 때의 예상 구동 전압은 25.3 

V이다. 실제 시편에 전압을 인가하여 변위를 측정한 결과 23.3 V에서 

10 ㎛의 변위를 보였다. 제작 결과를 반영한 곡선이 실제 측정값에 

보다 근사하였고, 오차는 8.3 %로 스프링 폭에 대한 측정 오차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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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광학 특성 분석 

 

4.2.1 인가 전압 별 휘도 

 

그림 4.5는 아나로그 마이크로 셔터 디스플레이의 광학 특성 분석 

장비이다. 휘도는 TOPCON사의 RD-80S로 측정하였다. RD-80S는 

측정된 휘도를 전압으로 변환해주는 장치이다. 측정된 휘도와 전압의 

관계는 선형적이다. 전압 측정은 Tektronix사의 TDS3032C 

오실로스코프로 측정하였다. 디스플레이의 백라이트는 PTS-A3012B의 

적색 LED 광원을 사용하였다. 광학 측정은 암실에서 수행하였다. 

 

 

그림 4.5 광학 측정 장비 

 

광학 특성으로 전압 별 휘도에 대하여 측정하였다. 전압원은 

Agilent사 E3647A 전원공급기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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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6은 인가된 전압과 측정된 휘도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그래프의 휘도 값은 RD-80S에서 휘도를 전압으로 변환한 

정보를 오실로스코프에서 측정한 전압 값이다. 

 

 

그림 4.6 인가 전압 별 휘도 그래프 

 

제작된 아나로그 셔터 디스플레이는 초기 화이트(initially white)로 

전압을 인가하지 않았을 때 화이트이고, 높은 전압을 가할수록 점점 

어두워진다.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0 V에서 밝기가 168로 가장 

높았고, 22.2 V에서 27.4으로 가장 낮았다. 22.2 V 이상의 전압에서 

다시 밝아지는데, 그 이유는 실리콘 기판과 유기 기판을 양극 접합할 때 

정렬 오차가 발생하여 특정 변위 이상에서 빛이 다시 통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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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실리콘 기판과 유리 기판의 정렬 오차 

 

그림 4.7은 현미경으로 실리콘 기판과 유리 기판의 정렬 오차를 

측정한 사진이다. 그림 4.7의 (a)는 현미경 렌즈의 광원을 켜고, 시편 

아래의 광원을 끄고 셔터 광차단 영역의 폭을 측정한 사진이다. 광차단 

영역의 폭은 9.9 ㎛이다. 그림 4.7의 (b)는 현미경 렌즈의 광원을 끄고 

시편 아래의 광원은 켜서 빛이 투과되는 영역의 폭을 측정한 사진이다. 

그림 4.7의 (b)에서 셔터 광투과 영역의 폭 9.9 ㎛ 중, 빛이 투과되는 

영역의 폭은 7.1 ㎛이고, 빛이 투과되지 않은 영역의 폭은 2.8 ㎛이다.  

따라서 실리콘 기판과 유리 기판의 정렬 오차의 폭은 2.8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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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정렬오차 0 ㎛ 

 

 

(b)정렬 오차 2.8 ㎛ 

 

그림 4.8 정렬 오차에 따른 빛샘 

 

그림 4.8과 같이 셔터와 광차단막에서 빛을 차단하는 영역의 폭은 

14 ㎛, 빛을 투과하는 영역의 폭은 10 ㎛로 설계하였다. 정렬 오차가 0 

㎛일 때 실리콘 기판의 셔터와 글래스 상부의 광차단막은 그림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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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와 같이 동작한다. 전압을 인가하지 않았을 때 그림 4.8 (a)의 위쪽 

그림과 같이 셔터는 글래스 기판을 투과한 빛을 전부 통과시킨다. 

실리콘 기판에는 셔터의 최대 변위를 12 ㎛로 제한하는 스토퍼를 

두었다. 전압을 최대로 올리면 셔터는 12 ㎛ 움직여 글래스 기판을 

투과하는 빛을 차단하고, 셔터와 광차단막 사이에 2 ㎛ 겹치도록 하여 

셔터와 광차단막의 경계에서 빛이 새지 않도록 하였다. 

그림 4.8 (b)는 셔터와 글래스 상부 광차단막 사이에 2.8 ㎛ 정렬 

오차가 발생했을 때의 그림이다. 전압을 인가하지 않았을 때 빛이 

투과되는 영역의 폭은 정렬 오차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의 10 ㎛에 비해 

2.8 ㎛가 줄어든 7.2 ㎛로 설계 목표 대비 투과율이 28 %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전압을 인가하여 셔터의 변위가 12 ㎛가 되면 

그림 4.8 (b)의 아래 그림과 같이 0.8 ㎛ 폭으로 빛이 투과되는 영역이 

발생한다.  

그림 4.9는 인가되는 전압에 따라 빛이 투과되는 정도를 

현미경으로 찍은 사진이다. 인가되는 전압이 커질수록 투과되는 빛이 

점점 줄어든다. 22 V에서 가장 어두웠고 23 V에서 다시 밝아졌다. 22 

V와 23 V에서의 측정 사진에서 셔터에서 빛이 투과되는 부분이 서로 

다름을 알 수 있다. 22 V 사진에서는 셔터의 광투과 부분의 위쪽에서 

빛이 투과되고, 23 V 사진에서는 셔터의 광투과 부분의 아래쪽에서 빛이 

투과됨을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로써 정렬 오차에 의해 특정 변위 

이상에서 빛이 새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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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인가되는 전압에 따른 빛의 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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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투과율 
 

다음으로 투과율을 측정하였다. 투과율은 먼저 PTS-A3012B의 

백라이트에 시편을 부착하지 않고 오직 백라이트 만의 휘도를 전압으로 

변환한 값을 먼저 측정한 다음 동일한 휘도의 백라이트에 아나로그 셔터 

디스플레이 시편을 부착한 후 다시 측정하여 얻었다. 표 4.1은 투과율을 

측정한 결과이다. 

 

표 4.1 투과율 측정 

 

 

 

 

 

백라이트 광원만의 휘도를 전압으로 측정된 결과는 1750 mV이고 

백라이트 광원과 셔터 디스플레이 시편을 함께 측정한 결과는 

168mV이다. 이는 9.6 %의 투과율로 2.8 ㎛의 정렬 오차에 따라 

7.2 %의 투과율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치 대비 25 % 높게 측정되었다. 

투과율이 높게 측정된 원인은 글래스 기판의 광차단막 경계에서 

빛샘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그림 4.10은 현미경으로 화소를 찍은 

사진이다. 화소 좌우측 빗살 구동기의 빗살 사이로 글래스 기판의 상부 

알루미늄 광차단막을 볼 수 있다. 

 

 

 

 

 백라이트 
백라이트 
+ 시편 

측정된 
전압[mV] 

1750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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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화소 글래스 기판의 상부 광차단막 

 

그림 4.11 (a), (b)는 화소 아래에서 광원을 켜고 화소 내에 빛이 

투과되는 영역을 찍은 사진이다. 그림 4.11 (a)는 인가전압이 0 V로 

가장 밝을 휘도일 때의 사진이고, 그림 4.11 (b)는 휘도가 가장 낮은 

전압인 22.2 V일 때의 사진이다. 

그림 4.11의 (a)에서 셔터 내의 광투과 영역 이외에 글래스 상부 

광차단막의 경계 부분에서 빛이 투과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11 

(b)에서도 동일한 현상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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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4.11 빛샘 현상 



 

 61

 

 

그림 4.12 빛샘의 원인 

 

그림 4.12는 빛샘의 원인에 대해 설명하는 그림이다. 빛샘 발생의 

원인은 글래스 기판 상측 광차단막과 하측 광차단막 사이에 겹치는 

구간을 10~20 ㎛로 하였는데, 글래스 기판의 두께가 500 ㎛로 상하 

광차단막이 겹치는 길이에 비해 매우 커서 글래스의 수직에서 

2.3°이상 기울어져 입사되는 빛을 광차단막이 차단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림 4.11 (a)와(b)에서 화소 상하의 빛샘이 좌우의 빛샘보다 심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화소 상하쪽 광차단막이 겹치는 길이가 10 

㎛로 화소 좌우쪽 광차단막이 겹치는 길이 20 ㎛ 대비 짧아서 빛샘이 

더욱 심하다.  

  

Glass500 ㎛

10~20 ㎛

상측 광차단막

하측 광차단막

빛샘 빛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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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화소의 실제 투과율은 위와 같은 원인으로 해서 발생하는 

빛샘에 의한 효과를 제외하여야 한다. 빛샘에 의한 투과율의 증가분은 

측정 환경을 이상적인 암실로 가정하고, 그림 4.11 (b) 사진의 셔터 

광투과부에서의 미세한 빛의 투과량을 무시한다면 구동 전압 22.2 V를 

인가하였을 때의 휘도 값인 27.4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셔터의 광투과 

영역에서의 휘도는 140.6이고, 빛샘에 의한 증가분을 제외한 투과율은 

8.4 %이다. 

 

표 4.2 빛샘에 의한 증가분을 제외한 투과율 

 

그림 4.11 (a), (b) 사진의 화소 정보를 바탕으로 Matlab을 

사용하여 명암비를 간접적으로 계산하였다. 빛샘에 의한 밝기 증가분을 

제외하고 계산하였을 때 명암비는 65.5이다. 

백라이트 
백라이트 
+ 시편 

빛샘 
셔터의  
광투과 

빛샘 제외한 
투과율 

1750 168 27.4 140.6 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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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응답 속도 

 

다음으로 아나로그 마이크로 셔터 디스플레이의 응답속도를 

측정하였다. 응답속도는 RD-80S와 오실로스코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그림 4.13, 그림 4.14는 응답속도를 측정한 오실로스코프의 

파형이다. 마이크로 셔터 디스플레이의 응답속도는 그림 4.13에서 상승 

시간 158 ㎲, 그림 4.14에서 하강 시간 230 ㎲ 임을 알 수 있다.  

아나로그 마이크로 셔터 디스플레이의 응답속도는 수 ㎳ 인 LCD의 

응답속도에 비해 매우 빠름을 알 수 있다.  

아래 표 4.3은 기존 MEMS 셔터 디스플레이와 제안된 아나로그 

마이크로 셔터 디스플레이, 그리고 LCD의 응답속도를 비교한 표이다[2, 

26, 27]. 

 

표 4.3 응답속도 비교 

 
아나로그 셔터 

디스플레이 
기존 셔터 
디스플레이 

LCD 
디스플레이 

응답속도 
상승 158 ㎲ 
하강 230 ㎲ 

상승 54 ㎲ 
하강 36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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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응답 속도 상승 시간 

 

 

그림 4.14 응답 속도 하강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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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빗살 구동기를 이용하여 아나로그 계조 표현이 

가능한 마이크로 셔터 디스플레이를 제안하고, 이를 설계 및 제작하였고, 

광학 측정을 통하여 디스플레이로써의 특성 확인하였다. 

제안된 소자의 디스플레이로써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화소 

크기는 현재 상용화된 55인치 HDTV의 화소 크기로 설정하였고, 

20화소 ⨉	20 화소의 배열 구조로 설계하였다. 개구율은 기존 멤스 셔터 

디스플레이의 동등 수준인 10 %를 목표로 하였고, 저 전압 구동을 위해 

셔터의 이동 변위는 10 ㎛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전압을 인가하지 

않으면 가장 높은 휘도가 되는 초기 화이트로 설계하였다. 제작은 

SiOG(Silicon on Glass) 공정 기법을 사용하였다.  

제작된 아나로그 마이크로 셔터 디스플레이의 정전 구동 특성을 

CCD가 부착된 현미경으로 측정한 결과 인가된 구동 전압에 따라 

셔터가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였고, 전압이 증가함에 따라 셔터의 변위가 

점점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구동 전압 23.3 V에서 10 ㎛ 변위를 

나타냈다. 정전 구동 측정을 통하여 제안한 셔터 디스플레이가 인가되는 

전압으로 셔터 개구부의 개폐 정도를 조정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광학 측정은 RD-80S로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 개구율은 8.4 %로 

설계치 대비 16 %의 오차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실리콘 기판과 유리 

기판의 양극 접합 시에 정렬 오차가 2.8 ㎛ 폭으로 발생하여 이로 인해 

셔터의 개구부와 유리 기판 광차단막의 개구부가 틀어져 오차가 발생한 

것이다. 

전압 별 휘도는 0 V에서 168로 가장 휘도가 높았다. 전압을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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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게 가할수록 휘도는 점점 떨어졌고, 22.2 V에서 27.4로 가장 휘도가 

낮았다. 이 결과를 통해 빗살 구동기를 이용한 셔터 디스플레이가 

인가되는 전압에 따라 휘도를 조절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아나로그 

계조 표현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휘도 측정 중 22.2 V 이상의 

전압에서 다시 휘도가 상승하였는데 이는 실리콘 기판과 유리 기판을 

양극 접합할 때 정렬 오차가 발생하여 특정한 변위 이상에서 빛이 다시 

통과하기 때문이다. 

 아나로그 마이크로 셔터 디스플레이의 응답속도는 상승 시간 158 

㎲, 하강 시간 230 ㎲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6 ㎳의 응답속도를 가지는 

LCD에 비해 10배 이상 빠른 결과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제안한 빗살 구동기를 이용한 아나로그 마이크로 

셔터가 디스플레이 소자로써 아나로그 계조 표현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기존 멤스 셔터 디스플레이는 우수한 광학 특성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계조 표현 방식으로 생산성에 한계를 가지는 폴리 실리콘 공정을 

적용하여야 하나, 논문에서 제안한 아나로그 셔터 디스플레이는 

아나로그 계조 표현 방식으로 LCD 디스플레이에서 생산성이 검증된 

아몰포스 실리콘 공정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기존 멤스 셔터 

디스플레이와 동등 수준의 높은 개구율과 LCD 대비 10배 이상 빠른 

응답특성을 보임으로써 디스플레이 소자로써 우수하다는 것을 설계 및 

제작, 측정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아나로그 마이크로 셔터 디스플레이는 실제 적용될 경우 높은 

투과율로 LCD 대비 저 소비전력의 친환경 디스플레이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또한 3D 디스플레이에 응용하면 현재 LCD의 느린 

응답특성에 기인하는 3D 크로스톡의 화질 문제를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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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analog micro shutter 
display using comb drive actuator 

 

Jaesung Bae 

Department of Electrical Engineering and computer Scienc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suggests MEMS shutter display that can achieve 

analog gray scale using comb drive actuator. MEMS shutter display 

does not require any color filter or polarizer and is characterized by 

a number of superior properties of display element including much 

higher transmittance than LCD, faster response time, wide viewing 

angle and color gamut. However, the existing MEMS shutter display 

uses digital gray scale, which requires high mobility poly silicon 

based TFT fabrication process. Poly silicon based fabrication process 

has limited productivity due to a problem with uniformity and other 

issues compared to amorphous silicon based fabrication process 

which has proven its productivity through mass production in LCD 

display. The proposed analog shutter display can realize analog gray 

scale representation and serves to be advantageous for mass 

production because it can be made implementing a amorphous silicon 

based fabrication process which is used in LCD dis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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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paper, a new type of micro shutter was designed and built, 

then its optical properties were analyzed. The proposed analog 

shutter display was built employing SiOG (Silicon on Glass) 

fabrication process. I used comb drive actuator to adjust the degree 

of opening of the shutter aperture for transmission of light when 

voltage was applied, demonstrated that brightness could be controlled 

by applying voltage, and identified that the newly developed display 

element could provide analog gray scale. 

Driving voltage is 22 V, a level equivalent to typical LCD TV 

which uses 20 V as driving voltage. Aperture ratio is 8.4 % and 

transmittance can be improved up to 50 % by employing light 

recycling backlight. The transmittance is expected to be much higher 

than that of the typical LCD which is 8 %. With rising time 158 ㎲ 

and falling time 230 ㎲, response time is as fast as 10 times or faster 

than that of the typical LCD which is 6 ㎳. 

The proposed analog shutter display, once actually used for 

devices, is expected to be high transmittance, eco-friendly display 

with reduced energy consumption, and if it is applied in 3D display, 

is expected to significantly improve the issues with the existing LCD 

such as image quality problem of 3D Crosstalk arising from long 

response time. 

 

 

Keywords : MEMS, shutter display, analog gamma, transmittance, 

respons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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