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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낮은 임계 가속도를 가지는 초소형

가속도 스위치의 정전식 래치 방법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전기정보공학부

류대호

본 연구는 미사일의 사출 후 점화 안전거리 확보를 위한 점화안전장치

(Safety Arming Unit)에 사용 될 10 g 의 임계 가속도를 가지는 정전식

래치형 MEMS 가속도 스위치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점화안전장치는

10 g 이상의 가속도가 30 ms 이상으로 유지될 때 점화가능 신호를

형성하게 된다. 응용 분야의 특성상 신뢰도가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이를

개선시키기 위해 정전식 래치 구조를 제안하였다. 정전식 래치를 구동할

추가 전원을 따로 두게 되면 회로가 더 커지고 무거워지는 단점이 있어,

접촉신호로 사용되는 전원을 공통으로 사용하게 하도록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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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된 정전식 래치 구조는 스프링 복원력인 10 g 보다 5.5 배 큰 55 g 의

힘으로 래치를 하게 된다. 래치를 풀기 위하여 전위차를 없애면 리셋을

쉽게 할 수 있고, 기계식 래치 구조에 비해 정전식 래치는 비접촉식 이므로

실리콘 래치 구조물이 파괴될 일이 없다.

COMSOL 시뮬레이션을 통해 관성추의 움직임과 스프링 상수를

검증하였고 정전력에 의하여 평행판이 휘는 거리가 설계 값과 부합하는지

확인하였다. 또한 시뮬레이션 공진주파수 결과 값은 871 Hz 로 계산된

공진주파수 값인 892 Hz 와 2.4 % 의 오차로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

제작된 스위치는 Field-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s(FE-SEM)으로 실제 크기를 측정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계산식을 통해 임계가속도를 예상할 수 있으며, 계산된 가속도는 6.443 g 

에 동작하는 것으로 나왔다. 실제 가속도테이블 실험을 통해 임계 가속도

값은 평균 6.36 g 로 측정되었으며 예상 값과 거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안한 래치와 리셋 기능이 동작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접촉저항은 약 14.4 kΩ 임을 확인하였다. 실제 접촉면 부분이

반듯하게 형성되지 않았음을 FE-SEM 을 통해 확인하였고, 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scopy(EDX)로 성분을 분석한 결과, 알루미늄

접촉부가 형성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래치가 될 시 평행판의

끌어당기는 힘은 스프링 복원력의 2.3 배로 제작이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정전식 래치 구조를 사용하여 임계 가속도 인가시 스위치가

래치가 되는 것을 증명하였고, 리셋 구동이 잘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사용하여 신뢰도가 높은 가속도 스위치를 제작할 수 있다.

주요어 : 가속도, 스위치, 접촉 힘, low-g, 래치, 정전력

학  번 : 2016-20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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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연구의 배경

1972년 MEMS 기술을 이용한 가속도 스위치가 처음 발표된 이래로

다양한 임계 가속도 값에 동작하는 MEMS 가속도 스위치가 현재에도

계속하여 발표되고 있다[1]. 응용분야에 따라 임계 가속도가 수 g 에서부터

수만 g 까지 가진 가속도 스위치들이 존재하며 본 논문에서 초점을 두고자

하는 응용분야는 미사일 및 로켓 등의 사출 후 안전거리 확보를 위한

점화안전장치(Safety Arming Unit)에 사용을 목적으로 한다[2].

최근 북한의 잠수함에서 발사한 ICBM(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급 탄도미사일은 대한민국과 주변국가들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ICBM 과 같은 냉각 발사 체계의 미사일은 미사일을 발사하는 잠수함이나

바지선의 손상을 막기 위해 고압 증기를 사용하여 미사일을 일정고도 이상

위치시킨 뒤 엔진 점화를 시키게 된다. 이는 미사일을 언제 어디서든 발사

할 수 있다는 것을 최고의 장점으로 볼 수 있다. 

고압 증기로 쏘아 올린 미사일의 고도 변화를 감지하기 위한 장치가 바로

점화안전장치이다. 이 중 가속도 스위치는 설정한 임계 가속도의 값 이상이

감지되면 스위치가 켜지게 되고 일정시간이 흐른 뒤, 점화안전장치는 엔진

점화를 수행하여도 좋다는 판단을 내리게 된다.

이러한 미사일들은 낮은 가속도 환경에서 동작하며 낮은 g 값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대략 100 g 이하의 환경을 낮은 g 값이라 칭한다[3]. 

미사일 및 로켓 등에 사용되는 부품들의 무게와 부피가 작으면 작을수록

연료 및 공간을 아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가속도 스위치를 초소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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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하려는 연구들이 많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낮은 임계 가속도를 감지하는 초소형 가속도 스위치를

개발하는 데 의의를 두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시도하였다. 래치 기능을 활용하면 짧은 가속도 파형이 입력이 되어도 그

상태가 유지가 되고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확인하고 리셋을 할 수 있게

되므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기존 초소형 가속도 스위치가 갖는

문제는 임계 가속도 인가시 접촉부에서 전기적 신호가 흐르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였다[4]. 정전구동을 통하여 현미경으로 관찰하였을 때 접촉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전기적 신호는 형성되지 않는 현상이

대부분이었다. 접촉부분의 불순물 및 산화막들이 전류를 흐르게 하지

못하는 주요 원인이며[5],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접촉을 강하게 해줄 수

있는 추가적인 접촉력이 필요하다. 평행판 사이에 전위차를 가하면 생기는

힘을 이용하여 추가적인 접촉력을 줄 수 있는 가속도 스위치를 제안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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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동기 및 목표

본 연구의 응용분야는 무기의 안전장치이므로 신뢰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따라서 오동작을 막기 위해서 소자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래치 기능을 추가하게 되면서 짧은 입력이지만 충분한 가속도가 들어왔을

시 그 상태를 유지하게 되므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기존 기계식

래치는 리셋을 하기 위하여 리셋 구동부를 따로 두게 되지만 이는 외부

전원을 추가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전식 래치

구조를 제안하였다. 

마주보는 두 평행판에 전위차를 가하게 되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생성된다. 이 현상을 이용하면 접촉시 추가적인 힘을 줄 수 있게 되고 이를

가속도 스위치 구조설계에 반영하였다. 또한 전위차를 풀어주게 되면

스위치가 가속도가 인가 되기 전의 상태로 바뀌게 되고 이는 굉장히 쉬운

리셋 메커니즘으로써 좋은 장점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전식 래치 기능을 가진 가속도 스위치를 설계한 뒤 이론

및 시뮬레이션을 바탕으로 원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 검증을 하는

것이 목적이며, 실제 MEMS 기술을 통하여 소자를 제작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제작한 뒤 앞서 열거한 장점들의 확인을 위하여 실제 환경과

비슷한 상황에 놓고 측정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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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초소형 가속도 스위치의 연구 동향

1972년 Wolf D. Frobenius에 의해 MEMS기술로 제작된 최초의 가속도

스위치가 개발이 되었다[6]. 금을 증착하고 니켈을 희생층으로 사용하여

그림1.1과 같은 캔틸레버 타입의 스위치를 제작하였다. 임계가속도가

인가되면 금으로 이루어진 캔틸레버와 바닥면의 금속판이 접촉하게 되어

스위치의 접촉 신호를 형성하게 된다. 캔틸레버의 길이에 따라 동작하는

임계 가속도 값이 상이하게 되며 약 1600 g ~ 8000 g 의 범위를 감지하는

가속도 스위치가 제작되었다.

그림 1.1 최초의 캔틸레버 타입의 MEMS 가속도 스위치



5

다음은 기계식 래치 기능을 가진 MEMS 가속도 스위치 연구들에 관한

논문들이다. 최초의 래치 기능을 포함한 MEMS 가속도 스위치는 1992년

Lawrence Livermore National Lab에서 제작이 되었다[7]. 실리콘의

(110) 방향으로 KOH 용액의 비등방성 식각을 이용하여 그림1.2와 같은

구조물을 제작하였다. 임계가속도가 인가되면 그림 1.2와 같이 실리콘

걸쇠부분의 구조물이 서로 걸리게 된다. 래치가 되는 임계가속도 값은 약

85 g 와 600 g 의 두가지 구조로 보고되었다. 전력소모가 없으며 오랜

시간 뒤에도 래치가 된 모습을 육안 또는 커패시터를 통하여 읽을 수가

있다.

                                    (a)                                                               

(b)

그림 1.3은 New Jersey Institute of Technology 에서 고안된 래치

형태의 스위치이다[8]. 가속도가 인가될 시 관성추가 달려있는 캔틸레버가

움직이게 되며 임계가속도가 인가될 시 캔틸레버가 실리콘 구조물 사이에

그림 1.2 Lawrence Livermore National Lab에서 제작된 최초의 래치 구조

MEMS 가속도 스위치 (a) 래치 전, (b) 래치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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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려서 기계식으로 래치가 되는 형태이다. 간단한 구조를 통해서 CMOS 

공정과 호환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제안된 가속도 스위치는

수천 g 의 값에 동작하도록 제작되었다. 또한 양방향으로 가속도를 인지할

수 있다.

이후로도 기계식 래치 기능을 포함한 MEMS 가속도 스위치들이 많이

제작이 되었다. 그림 1.4는 Peking University 에서 제작된 가속도

스위치이다[9]. 실리콘 건식 식각을 통해 비교적 쉬운 공정으로 스프링, 

관성추를 형성하였다. 임계 가속도가 인가될 시 그림1.4와 같이 실리콘

구조물이 마찰력을 극복하고 래치 구조물을 휘게 만들어 넘어서게 되면

걸쇠처럼 걸리게 되는 구조이다. 작동 가속도는 4500 g 수준에서

보고되고있다. 접촉부분을 반원통형의 구조로 만들어 접촉을 원활하게

이루도록 하였다.

그림 1.3 New Jersey Institute of Technology에서 제작된 래치 기능의

MEMS 가속도 스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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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그림 1.5는 전북대학교 / 서울대학교에서 제작한 초소형 가속도

스위치이다[10]. 기계적 걸쇠 구조를 사용하여 래치 형태를 구현하였으며

제작된 임계가속도 값은 약 43.7 g를 갖는다. 한번 래치가 된 후 풀리지

않으므로 신뢰성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다. SiOG 형태의 기판을 사용하여

절연구조를 쉽게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폴디드-빔 스프링을

사용하여 타 축에 내성이 있도록 설계하였다.

그림 1.5 전북대학교 / 서울대학교에서 제작된 걸쇠 형 기계식 래치의

그림 1.4 Peking University 에서 제작된 스프링-관성추 형식의 가속도 스위치

(a) SEM 사진, (b) 접촉부 래치 전, (c) 래치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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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속도 스위치

그림 1.6은 기계식 래치 형태로써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리셋 기능을

포함하였으며 U.S. Army Research Laboratory에서 제작이 되었다[11].

그림 1.7의 V 형 열 구동기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Joule 열이 발생하게

되고 구조물이 팽창하게 되어 실리콘 막대 구조물이 걸쇠에 걸린 부분을

풀어주게 된다. 가속도 스위치의 신뢰성확보를 위하여 반복구동을

목적으로 래치를 해제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한 것이다. 제작된 스위치는

양방향의 가속도를 인지할 수 있으며 약 30 g ~ 55 의 임계 가속도를

가지는 스위치들이 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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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U.S. Army Research Laboratory에서 제작한 기계식 래치가

달린 MEMS 가속도 스위치

그림 1.7 래치 구조를 해제할 수 있는 열 구동부에 연결된 실리콘 구조물

다음은 쌍안정 가속도 스위치에 관한 연구들이다. 쌍안정이란 그림1.8과

같이 두가지 안정된 상태에 머무르려는 성질이며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넘어가기 위해선 에너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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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쌍안정을 설명한 모식도

다음 논문은 Shanghai Institute of Microsystem and Information 

Technology 에서 연구된 쌍안정 방법을 이용하여 제작된 가속도

스위치이다[12]. 캔틸레버와 아래 전극판에 전위차를 주게 되면

정전력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발생한다. 평상시에는 끌어당기는 힘이

약하여 캔틸레버와 아래 전극판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게 되지만

캔틸레버가 가속도에 의하여 일정거리를 움직이게 되었을 때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굉장히 커지게 되어 캔틸레버와 아래 전극판이 붙게 되고

스위치가 연결되는 현상을 이용하였다. 이를 풀인(Pull-in) 전압이라

부른다. 감지하는 가속도는 약 1000 ~ 5000 g 사이이며 전압을 다르게

하여 동작하는 임계가속도를 변조시킬 수 있다.

그림 1.9 전압에 따라 임계가속도 변조가능한 정전식 래치형 가속도 스위치

이밖에도 다양한 형태의 가속도 스위치가 제작되었는데 그림1.10은

포항공대에서 제작된 액체 수은을 이용하여 래치 시키는 가속도



11

스위치이다[13]. 액체 수은이 좁은 목을 지나기 위하여 최소 에너지가

필요한데 가속도가 인가되면 액체 수은이 좁은 목을 지나게 되고 한번

지나간 액체 수은은 구조물의 표면장력에 의하여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지 못하는 개념을 이용하였다.

그림 1.10 포항공대에서 제작된 액체 수은 관성스위치 (a) 설계된 가속도

스위치의 모식도, (b) 가속도 인가 전, (b) 가속도 인가 중, (c) 임계 가속도

인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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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장에서 가속도 스위치의 동작 원리를

수식으로 살펴보고 그에 따른 질량, 초기간격, 스프링 상수 등을 결정하여

설계를 하고 Comsol multiphysics 유한요소법(FEM) 시뮬레이션으로

검증을 한다. 또한 본 연구가 제안하는 추가적인 힘을 주기 위한 래치

구조를 설계하기 위하여 고려해야 할 평행판의 넓이, 개수, 평행판의 휘는

정도를 설정하고 계산을 한다. 제 3장에서는 설계한 가속도 스위치를

실제로 제작하기 위하여 공정 방법 및 순서를 제안하고 실제 공정된 치수

및 고려해야 할 부분을 논의하였다. 제 4장에서는 제작된 가속도 스위치의

특성 및 기능을 분석하기 위하여 정전 구동 측정과 가속도 테이블 구동

측정을 하여 그 결과와 원인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제 5장에서는

결과를 다루고 마무리하는 부분이 되며 본 논문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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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설    계

2.1 설계 목표

기존의 가속도 스위치가 가지는 접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임계

가속도가 입력될 시 추가적인 힘을 주어 상태를 유지하는 정전식 래치

구조를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본적으로 가속도 스위치의 역할인

임계 가속도 감지 값을 10 g 로 설정하였다. 이는 점화안전장치(SAU: 

safety arming unit)가 사출에 필요한 안전거리 확보에 부합하는 사양이다. 

추가 접촉 힘을 주기 위하여 정전식 래치 방법을 사용하였다. 평행판을

설치하고 전위차를 주게 되면 서로 잡아당기는 현상을 이용한 것이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이다. 평행판의 힘은 스프링 복원력인 10 g 의

힘보다 더 크게 설계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공정상 고려해야할

파라미터들을 계산하여 약 55 g 의 정전력으로 평행판이 서로 잡아당기는

힘을 형성시켰다. 관성추가 본래의 위치로 돌아가려는 힘보다 훨씬 더 크게

설계를 하였기 때문에 이는 정전식 래치의 역할을 하게 된다. 

정전식 래치의 장점으로 리셋을 하기 쉬운 메커니즘을 꼽을 수 있다. 리셋

기능이 필요한 이유는 미사일이 일정고도 이상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10 

g 이상의 가속도가 30 ms 이상인지 확인을 하여야 하는데, 리셋이 되지

않는다면 1 ms 의 가속도가 들어와도 래치가 되어있어 오작동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정전식 래치 구조는 리셋을 하기 위하여 평행판의 전위차를

없애 주면 되므로 기계식 래치 구조에 비하여 쉽고 빠르며 추가 구동전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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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진 주파수가 입력가속도보다 낮으면 가속도 스위치의 반응이 느리게

되고 충격에 의해 부서지기 쉬운 환경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속도 스위치의 공진 주파수를 입력 가속도의 공진 주파수인 5 Hz 보다

훨씬 높은 약 892 Hz로 설계하였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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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동작 원리

2.2.1 가속도 스위치의 동작 원리

가속도가 그림 2.1 과 같은 시스템에 −� 축으로 인가가 되었을 시

스프링에 매달린 관성추는 관성의 법칙에 의해 원래의 위치에 있으려는

반면, 전체 구조는 가속도 힘에 의하여 −�	축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어

접촉이 되고 전기적 신호를 형성시키게 된다.

  그림 2.1은 관성추-스프링-감쇠기 시스템의 모식도이다. 스프링 상수는

스프링의 재질 및 모양에 따라 스프링상수가 결정이 되고, 감쇠 상수는

열탄성 감쇠, 지지부 감쇠, 표면 감쇠 등에 의하여 결정이 된다[15].

그림 2.1 관성추 – 스프링 – 감쇠기 시스템의 개략도

외부의 힘이 시스템에 인가 되었을 시 관성추 � 의 위치에 대한

지배방정식은 식 2.1과 같다.

�
���

���
+ �

��

��
+ �� = ��(�)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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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앞의 식에서 m 은 관성추의 질량, � 는 감쇠계수, � 는 스프링 상수이며	�

는 거리이다. 위 시스템이 힘의 평형을 이룰 경우, 관성추는 초기 위치에

놓여있게 된다.

만약 입력된 가속도가 시간변화에 일정한 값을 가지고 있다면 질량의

위치는 식2.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
�

(식

2.2)

식2.2에서 알 수 있듯이 거리는 관성추의 질량과 임계가속도 ��� 에

비례하고 스프링상수에 반비례함을 알 수 있다. 위 식을 변환하면

임계가속도 또한 설정할 수 있다. 

��� =
��

�

(식 2.3)

위 식을 통해 임계 가속도 값을 낮은 값인 10 g로 고정하게 되면 스프링

상수 � 혹은 초기 간격 � 가 작아져야 하고 관성추의 질량 � 이 커져야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임계 가속도 이상의 입력 가속도가 들어오게 되면

관성추가 전극에 접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간단한 식을 기반으로

접촉식 가속도 스위치를 설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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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제안된 정전식 래치 구조의 원리

래치 구조는 전원이 공급되고 있는 한, 상태의 변화를 위한 신호가

입력되기 전까지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를 말한다. 접촉식

가속도 스위치에서의 래치란 임계 가속도가 입력이 되면 스위치가 켜진

상태가 되고 리셋 신호를 주기 전까지 스위치의 신호가 켜져 있는 상태를

말한다. 기존 래치 방식들과 달리 본 논문에서는 정전식 래치 구조를

제안하였다. 그림 2.2는 정전식 래치가 있는 가속도 스위치의 모식도이다.

앞서 설명한 기존의 가속도 스위치에서 추가적으로 평행판이 전위차를

갖고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형성하는 부분을 추가하였다.

그림 2.2 정전식 래치 구조가 있는 가속도 스위치의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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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은 평행판이 설계된 가속도 스위치의 개념도이다.

그림 2.3 평행판이 설계된 가속도 스위치

평행판 사이에 전위차를 주게 되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생기는데, 이

힘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식 2.4와 같다.

���������	����� =
�����

2��

(식

2.4)

  n은 평행판의 개수를, � 은 유전율을, � 는 평행판의 넓이를, � 는

전위차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d 는 평행판 사이의 거리를 의미한다. 접촉시

추가적인 힘을 바로 이 평행판의 끌어당기는 힘으로 설계하려고 한다. 위

식에서 알 수 있듯이 평행판의 면적이 넓고 개수가 많아지고 전위차가 크면

클수록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크게 만들 수 있다. 반대로 평행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제곱에 비례하여 힘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2.4는 관성추가 신호전극에 접촉시 현상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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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접촉이 이루어진 가속도 스위치의 평행판 힘 생성 그림

설계된 가속도 스위치가 접촉하기 전에는 앞 서 2.2.1에서 설명한 기존

가속도 스위치의 지배 방정식에 의존한다. 하지만 가속도 스위치가 접촉 시

관성추에 매달린 평행판으로 전류가 흘러 맞대고 있던 평행판과 전위차가

생기게 된다. 이때 평행판의 추가적인 힘이 더 생기게 되므로 식 2.5에

의존하게 된다.

�
���

���
+ �

��

��
+ �� = ��(�) +

�����

2(������ − �)�

(식

2.5)

  위의 식과 같이 우측항의 시스템에 입력된 가속도 힘에 평행판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더 추가된 것을 알 수 있다. 평행판의 힘을 스프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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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력 보다 크게 설계하면 입력되는 가속도가 없어도 접촉을 유지할 수

있는 래치의 기능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프링의 복원력보다

평행판이 끌어당기는 힘이 더 크도록 설계하여 래치 기능을 구현하였다.

이때 유의할 점은 평행판이 서로 닿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평행판이 서로 달라붙게 될 시 전위차로 인하여 갖고 있던 힘을 잃게

되거나 전류가 흘려 소자에 손상을 줄 수 있게 된다. 서로 끌어당기는

힘으로 인해 평행판이 휘는 정도의 계산을 하기 위하여

캔틸레버(Cantilever)가 최대로 휘는 거리 계산을 하는 수식을 사용할 수

있다.

���� =
���

3��

(식

2.6)

F 는 평행판끼리 서로 당기는 힘을 L 은 평행판의 길이, E 는 Young’s 

modulus, 그리고 I 는 관성 모멘트이다.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커지고

길이가 길어지면 더 많이 휘게 되어 쇼트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줄이기 위해선 관성 모멘트를 높이는 방안으로 설계를 하면 된다.

관성 모멘트는 식 2.7으로 구할 수 있다.

I =
�ℎ�

8

(식 2.7)

b 는 평행판의 너비를, h 는 평행판의 두께를 의미한다. 평행판의 너비는

관성추의 두께인 45 ㎛ 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두께 h 를 크게 만들면 관성

모멘트를 크게 만들어, 평행판이 서로 휘는 것을 줄일 수 있다.

  그림 2.5는 제안된 가속도 스위치의 전기회로로 변환 설명한 그림이다. 

먼저 그림 2.5 (a)를 보면 임계가속도가 인가되지 않았을 시 관성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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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압은 외부 저항 Rload 에 연결되어 0 V 의 전위를 갖는다. 하지만 임계

가속도가 인가되면 그림 2.5 (b)와 같이 관성추가 접촉부에 접촉하고

관성추는 접촉저항과 Rload 에 의하여 전압 분배회로가 형성된다. 이 때

저항 값 Rload 에 따라 전위를 갖게 되며 0 V 이상의 신호를 가지면서

임계가속도가 형성 됬음을 알리게 된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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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그림 2.5 제안된 가속도 스위치의 전기회로 변환 설명 그림 (a) 가속도 인가

전, (b) 가속도 인가 후

2.3 상세설계

2.3.1 가속도 스위치 사양 설계

  앞서 설계할 가속도 스위치의 임계 가속도 값을 10 g 로 고정을 하였다.

이에 맞춰 스프링 상수, 관성추의 질량, 그리고 초기간격을 설계하려고

한다. 

  먼저 스프링상수 부분을 보겠다. 스프링상수는 스프링의 형태 선정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스프링의 형태는 폴디드 빔(folded-b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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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의 스프링으로써 타 축(off-axis)로의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매우 작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가속도 스위치에서는 타 축으로 들어오는 힘에 내성이

있어야 하므로 본 연구에 굉장히 적합한 스프링 형태이다. 또한 실리콘을

건식 식각을 통해 쉽게 제작할 수 있도록 많이 알려진 구조이다. 그림 2.6은

폴디드 빔 형태의 스프링을 묘사한 것이다.

그림 2.6 폴디드 빔(folded-beam) 스프링을 사용한 가속도 스위치

z 축방향에 대한 스프링의 두께는 관성추와 함께 식각이 되므로 관성추의

두께와 함께 45 ㎛ 로 설계하였다. 또한 낮은 임계 가속도를 위하여 스프링

상수를 낮추는 방향으로 구현해야 하므로 스프링 폭은 5 ㎛, 길이는 800 ㎛

로 설계하였다. 이는 폭과 길이의 비율이 1:160 이 되는 것으로 굉장히

길고 얇은 스프링이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스프링 폭은 공정과정의

사진공정 해상도 및 실리콘 구조물의 부러질 가능성을 고려하여 5 ㎛ 를

사용한 것이다.

그림 2.6의 네 개로 이루어진 폴디드 빔 스프링이 구조물에 연결되어 있을

때 x 축 방향으로의 스프링 상수 계산 식은 식 2.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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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ℎ(
�

�
)�

(식

2.8)

  E 는 Young’s modulus, h 는 스프링의 높이, w 는 스프링 두께, L 은

스프링의 길이를 의미한다. 앞서 언급한 치수를 실리콘의 Young’s 

modulus 인 169 GPa 과 함께 계산을 하면 다음과 같은 스프링 상수를

얻을 수 있다.

�� = 3.71	[N/m]
(식

2.9)

  Comsol 시뮬레이션을 사용하여 설계한 스프링의 스프링상수를 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 3.68	[N/m]
(식

2.10)

설계 값과 시뮬레이션 값의 오차 범위는 1 % 미만으로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z 축과 y 축에 대한 스프링 상수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한 값이다.

�� = 309.9	[N/m]

�� = 165.1	[N/m]

(식

2.11)

(식

2.12)

  위의 결과값을 통하여 타축(off-axis)으로 입력되는 힘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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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내성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위의 결과를 통해 관성추가

움직여야 할 방향인 x 축을 제외한 나머지 축으로 움직여 오작동할

가능성이 매우 낮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관성추의 질량을 설계하게 되는데, 앞서 낮은 임계가속도를

위하여 관성추의 질량이 커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관성추의 질량을

높이기 위하여 관성추의 크기를 1200 ㎛ x 1280 ㎛ 로 설계하였으며

높이는 45 ㎛ 로 고정하였다. 높이를 결정하기 위하여 공정상 SiOG 형태의

웨이퍼의 실리콘 부분이 진공에 의하여 부서지지 않도록 실리콘의 최소

두께를 고려하였고 두께가 너무 두꺼워지게 되면 실리콘 건식 식각 시

마이크로 로딩효과에 의하여 식각 되는 부분의 폭에 따라 식각이 잘

일어나는 곳과 식각이 잘 일어나지 않는 부분의 단차를 최대한 줄이기

위하여 45 ㎛로 설계하였다[16]. 실제 공정상 스프링을 부착하기 위하여

사각형의 가운데 부분을 잘록한 모양으로 구현했기 때문에 실제 관성추의

면적은 앞서 언급한 면적에서 320 ㎛ x 320 ㎛의 면적을 제외해줘야 한다.

실리콘의 밀도인 2330 ㎏/m3을 이용하여 관성추의 질량을 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계산된 무게는 0.151 ㎍ 이 된다.

마지막으로 초기간격 설계가 필요하다. 앞서 설명한 가속도 스위치의 임계

가속도를 구하는 수식을 보게 되면 낮은 임계 가속도를 위하여 초기간격은

작아질수록 좋다. 초기간격 설정을 위하여 설계 값을 약 4 ㎛ 로

제안하였다. 이는 공정상 가능한 최소선폭을 4 ㎛로 마진을 두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최소 값인 4 ㎛ 길이를 선택하였다.

그림 2.7은 Comsol 시뮬레이션으로 입력 가속도가 각각 5 Hz, 10 Hz 일

경우 관성추의 시간에 따른 위치를 그린 결과 그래프이다. 10 g의 입력

가속도에 의해 관성추가 설계한 값인 4 ㎛까지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입력가속도의 파형은 실제 미사일 발사의 가속도와 파형이 비슷한

4 분의 1 정현 파 형태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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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2.7 입력가속도의 주파수가 (a) 10 Hz (b) 5 Hz 이고 10 g 의 크기를

갖을 때의 관성추의 위치를 나타낸 Comsol 시뮬레이션 결과

질량과 스프링상수를 설계하게 되면 설계된 가속도 스위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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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진주파수를 계산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충격에 안정성을

가지고 입력가속도의 속도에 올바른 구동을 할 수 있도록 입력가속도의

주파수보다 높을수록 좋다. 식 2.9는 공진주파수를 구하는 데 사용한

수식이다.

� =	
1

2�
�
�

�

(식

2.13)

공진주파수를 설계하는 데 사용한 수식을 역으로 이용하면 공정 후

공진주파수 측정을 통하여 스프링 상수를 구할 수 있으며 식 2.10을 통해

얻을 수 있다.

� = � ∙ (2��)�
(식 2.14)

  앞서 설계된 스프링 상수 (k) 값인 3.71 N/m 와 관성추의 질량 (m)

값인 0.151 ㎍ 을 대입하면 약 892 Hz 의 공진주파수를 가지는 가속도

스위치가 제작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입력가속도의 주파수가 약 5 Hz

인 점을 고려하면 꽤 높은 값으로 제작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8은 시뮬레이션은 공진주파수 결과값을 나타내는 그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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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Comsol 시뮬레이션의 공진주파수 결과 값

  시뮬레이션 공진주파수 값은 약 871 Hz 로 나왔으며 계산된 공진 주파수

값과의 오차가 약 2.4 % 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계산한 이론 값과

시뮬레이션 값이 대부분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3.2 정전식 래치 구조 설계

다음은 추가적인 힘과 래치를 위하여 필요한 정전력을 설계하였다. 

평행판을 설계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될 점은 평행판의 개수, 평행판의 넓이, 

평행판의 길이에 따른 휨 정도, 평행판 사이의 거리, 두 평행판의 전위차가

있다. 그림 2.9를 통하여 고려해야할 주요 치수를 표시하였고, 표 2.1에서

그에 따른 값을 정리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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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평행판이 설계된 가속도 스위치의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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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평행판 구조의 주요 파라미터 치수 값

파라미터 설명 값

d 접촉부의 거리 4 ㎛

dplate 평행판의 거리 5.25 ㎛

Aplate 평행판의 넓이 2.61e-8 m2

n 평행판 개수 44

V 평행판 전위차 5 V

먼저 평행판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관성추가 신호전극에 접촉하려는

힘이 커지므로 많이 설계하는 것을 목표로 두었다. 따라서 앞서 설계한

관성추의 길이와 너비를 고려하여 넣을 수 있는 평행판의 양은 44 개로

설정하였다. 맞닿아 있는 평행판 하나당 넓이는 관성추의 z 축 두께와

동일한 45 ㎛ 가 된다. 위의 파라미터를 앞서 언급한 평행판의 힘을

계산하는 수식인 식 2.4에 넣어 계산하게 되면 약 8.13x10-5 N 의 힘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관성추에 달린 스프링 복원력이 4 ㎛

의 거리에서 약 1.49x10-5 N 인 것을 비교하면 약 55 배의 힘으로 스프링

복원력보다 평행판 래치 구조의 힘이 더 강하여 래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위차 5 V 는 가속도 스위치가 사용될

응용분야인 점화안전장치에서 사용되는 전위차가 5 V 이므로 이는 고정된

값으로 사용하였다. 

앞서 언급했던 평행판이 휘는 정도를 최소화 시키기 위하여 평행판의

두께는 10 ㎛, 평행판의 길이는 580 ㎛ 로 제안하였다. 설계한 평행판

사이의 거리가 최소로 될 경우는 가속도 스위치가 접촉하는 경우이다. 

가속도 스위치가 접촉한 경우 두 평행판 사이의 거리가 1.25 ㎛ 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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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다. 

이때 평행판이 휘는 길이를 계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 0.071	㎛ (식 2.15)

1.25 ㎛ 에 비교하여 0.071 ㎛ 의 휘어짐은 매우 작은 수치이므로

구동전압인 5 V 에서 단락현상이 일어나 소자가 파괴될 가능성은 매우

적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2.10은 Comsol multiphysics를 통하여 평행판이 인가된 전압에

따라 얼마나 휘는지를 계산한 시뮬레이션 결과이다. 인가한 전압이 5 V 일

때의 시뮬레이션 결과는 약 0.07 ㎛ 정도 휘게 된다. 이를 통해 계산 값과

시뮬레이션 값이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10 Comsol 시뮬레이션으로 확인한 평행판의 휘는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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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제    작

3.1 공정 순서

  MEMS 공정에 주로 사용되는 기판인 실리콘 기판과 유리 기판을 접합한

SiOG(Silicon on Glass) 형태의 공정을 하였다. SiOG 형태의 기판은

실리콘 식각을 통해 구조물을 절연 시키기 쉽고 실리콘 구조물의 두께를

CMP(Chemical mechanical polishing) 공정과 초과 식각을 하여 비교적

정교하게 이루어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17]. 

  사용한 기본 재료는  <100> 방향으로 제작된 약 500 ㎛ 의 두께를 갖는

실리콘 기판을 사용하였고 유리 기판은 약 525 ㎛ 두께를 갖는 기판이

사용되었다. 또한 접촉부 선택적 알루미늄 증착을 위한 쉐도우 마스크용

기판은 <100> 방향 실리콘 기판을 사용하였다. 전기적으로 저항을 낮추기

위하여 저 저항의 약 0.002 Ω 을 가진 실리콘 기판을 사용하였다. 그림

3.1은 전체 공정을 순차적으로 열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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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공정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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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가속도스위치를 부유 시킬 공간을 만들기 위하여 실리콘 기판의

단차를 5 ㎛로 형성한다. 선택적 식각을 위하여 음각 사진공정이 사용 된다. 

식각 된 실리콘 기판은 유리 기판과의 양극접합 공정을 통하여 결합시킨다.

양극접합은 실리콘 기판위에 양의 전압을 수백볼트로 걸어주고 유리기판

아래부분은 접지를 시키게 되면 양의 전기성을 가진 실리콘 이온이 밑으로

내려가려는 성질과 음의 전기성을 가진 산소 이온이 위로 올라오게 되려는

성질을 이용하여 강한 결합을 시켜준다. 실리콘 기판과 유리 기판의

접촉면에서 실리콘 이온과 산소 이온이 만나게 되면 실리콘 산화물이 되어

접합을 하게 되는 원리이다.

다음은 CMP(Chemical mechanical polishing) 공정을 통해 앞서 실리콘

기판에서 형성한 5 ㎛ 두께의 단차에 목표로 하는 실리콘 관성추의 두께인

45 ㎛ 를 더하여 최종 두께를 50 ㎛로 조절한다. 

  이 후 관성추 및 평행판을 형성시킬 실리콘 식각 작업을 위하여

AZ5214를 이용한 양각 사진 공정을 실시한다. 양각 감광제로 구조를 만드

뒤 알루미늄을 Thermal Evaporator를 이용하여 약 2000 Å 두께로

증착시키면 전면에 알루미늄이 증착 된다. 다음으로 리프트 오프(lift-off) 

기법을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AZ5214위에 증착 된 알루미늄들이

아세톤으로 인해 분리가 된다. 알루미늄을 마스크가 생성되어 실리콘의

선택적 식각을 할 수 있게 된다. DRIE(Deep reactive ion etching) 

방법을 통해 수직으로 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때 좁은 면적이 덜 식각 되는

마이크로 로딩 효과를 고려하여 초과 식각을 목표로 한다[16].

  식각 과정 후 고려해야 할 과정이 있는데 DRIE 건식 식각 공정은 수직

방향으로 식각하기 위하여 CFx 계열의 보호막을 사용한다. 접촉이 필요한

접촉 부분에 CFx 계열의 절연막이 형성이 되면 나중에 소자 구동 시

전기적인 신호를 얻기 힘들게 되고 이는 공정 수율을 낮추게 되므로 이를

없애는 공정이 꼭 필요하다.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O2 플라즈마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제거해줄 수 있다[17].

마지막으로 접촉부분에 쉐도우 마스크를 사용하여 선택적으로 알루미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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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Å 을 스퍼터 장비를 사용하여 증착 한다. 실리콘 수직 식각 표면은

평평하지 않으며 자연 산화막이 생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접촉면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고려하였다. 알루미늄을 증착하게 되면 어느정도

표면이 고르게 되는 것을 고려하여 본 공정을 추가하였다. 접촉부 금속

증착을 마지막으로 공정은 마무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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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제작 결과

3.2.1 공정결과

  앞서 설명된 공정과정 결과를 정리해 보았다.

먼저 관성추가 부유되기 위하여 실리콘 단차 5 ㎛를 형성시키기 위하여

음각 감광제가 사용되었으며 DNR L300(30) 감광막을 사용하였다. 표

3.1은 사용된 감광막의 조건이다.

표 3.1 DNR L300(30)을 이용한 음각 사진 공정

스핀 코팅

HMDS 코팅
500 rpm 5 초 ⇒ 2500 rpm 7 

초

PR 코팅
500 rpm 5 초 ⇒ 2000 rpm 40 

초

소프트 베이크 100 ℃  90 초

노광 200 mJ

Post Exposure Bake 100 ℃  90 초

현상 AZ300 60초

  식각을 위하여 Plasma Therm 社의 ICP Etcher를 사용하여 DRIE를

수행하였다. DRIE 공정 레서피로는 수직식각을 위해 잘 알려진 Bosch 

proess 를 8 루프 수행하였다. 실제 목표는 5 ㎛ 를 목표로 식각 하였으나

알파스텝 장비로 식각 깊이를 측정 해 본 결과 약 7 ㎛ 가 깎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3.2는 실리콘 기판이 약 7 ㎛ 의 단차가 생긴 모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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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는 사진이다.

그림 3.2 실리콘 기판 약 7 ㎛ 식각 후 사진

그림 3.3 Alpha-step 을 이용한 실리콘 식각 깊이 측정

다음으로 유리 기판과 단차가 생성된 실리콘 기판을 접합하는 양극접합

공정을 실시하였다. 실리콘 두께를 맞추는 CMP 작업에서 기존 식각이 5 

㎛ 에서 7 ㎛로 더 깎인 점을 감안하여 실리콘 두께가 총 55 ㎛ 가 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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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였다. 실제 폴리싱 된 실리콘의 두께는 측정결과 57 ㎛ 로 제작이

되었다. 그림 3.4는 기판의 위치별로 측정된 두께이다.

그림 3.4 CMP 후 위치별로 측정한 두께

  알루미늄 증착을 위한 공정을 위하여 AZ 5214 양각 감광제를

사용하였다. AZ 5214의 공정 레시피는 표 3.2와 같다.

표 3.2  AZ 5214 양각 감광제 레시피

스핀 코팅

HMDS 코팅
500 rpm 5 초 ⇒ 2500 rpm 7 

초

PR 코팅
500 rpm 5 초 ⇒ 4000 rpm 35 

초

소프트 베이크 95 ℃  210 초

노광 125 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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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 AZ300 150 초

알루미늄 2000 Å 을 전면 증착한 뒤 리프트 오프(Lift-off) 과정을

거치게 되면 알루미늄 마스크가 형성이 된다. 알루미늄 밑에 있는

감광제들이 아세톤에 잘 흡수시키기 위하여 초음파 인가기를 사용하여

Lift-off 를 진행하였다. 이 때 주의할 점은 초음파 인가기에 오래 담그게

되면 남아있어야 할 알루미늄들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약

1분정도의 시간동안 담가 놓은 뒤 현미경으로 검사를 꼼꼼히 진행해야

된다. 알루미늄 마스크를 증착한 뒤 모습은 그림 3.5와 같다.

그림 3.5 알루미늄 마스크 증착 후 사진

알루미늄을 마스크로 한 SiOG 형태 웨이퍼의 실리콘 부분을 식각하게

되면 관성추 및 평행판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된다. 이 때 실리콘은

초과 식각을 하여 마이크로 로딩 효과가 일어날 수 있는 미세한 식각

부위까지 확실하게 식각 하도록 한다.

식각이 된 부분은 CFx 계열의 절연막이 형성되어 있다[18]. 이를

평행판
스프링

접촉부

알루미늄 면

실리콘 면



41

제거하기 위하여 산소 플라즈마를 이용할 수 있다. PR-Asher 장비를

사용하여500 W 에서 1분간 진행을 해준다.

다음으로 접촉부에 금속을 증착하기 위하여 또 다른 500 ㎛의 두께를

가지는 실리콘 웨이퍼를 사용하여 쉐도우 마스크를 제작하였다. 쉐도우

마스크제작은 500 ㎛ 의 두께를 건식 식각 하여야 하기 때문에 알루미늄을

약 2000 Å 정도 증착 하여 식각 마스크를 형성한다. 표면의 알루미늄은

추후에 실시할 와이어 본딩을 통하여 전기적 신호를 줄 수 있는 기능도

하게 된다.

약 250 ㎛의 지름을 갖는 원을 AZ5214 양각 감광제를 사용하여

형성시킨 뒤 아세톤과 초음파 인가기를 사용한 리프트 오프를 수행하여

알루미늄 마스크를 형성하였다. 이후 실리콘 비등방성 식각을 통하여

실리콘 기판을 관통하면 쉐도우 마스크 제작이 완성이 된다. 관통공정시

헬륨이 장비에서 새어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더미 웨이퍼를 덧대어

진행하였다.

제작된 쉐도우 마스크와 SiOG 기판의 접촉부를 정렬시킨 후 테이프를

이용해 접착한 모습은 그림 3.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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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쉐도우 마스크와 SiOG 기판의 접촉부를 정렬시킨 모습

스퍼터 장비를 이용하여 알루미늄을 약 5000 Å 증착 시키면 본 공정은

마무리가 된다. 접촉부가 수직면이기 때문에 진공 열 증착기를 사용하여

금속을 증착하게 되면 수직면 증착이 거의 안된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수직면의 금속 증착은 진공 열 증착기의 사용을 피해야 한다.

공정 완료 후 와이어 본딩용 PCB를 제작한 뒤 소자와 PCB를 에폭시를

사용하여 접착한 후, 전기적으로 연결시키기 위하여 알루미늄 와이어로

연결을 하였다.

접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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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수치 측정

실제 공정 후 제작된 스위치는 제안된 값과 상이하게 되므로 정확한

치수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 그림 3.7은 FE-SEM 을 통하여 찍은 공정된

가속도 스위치의 전체 모습이다.

그림 3.7 제작된 가속도 스위치의 FE-SEM 사진 (a) 접촉부, (b) 스프링, 

(c) 평행판

    FEM을 통해 제작된 가속도 스위치의 치수를 측정하였으며 좁은 선폭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제안된 값보다 더 작게 제작이 된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사용된 AZ5214 감광제의 남아있어야 할 부분이 약 1.2 ㎛ 에서

많게는 1.7 ㎛ 까지 덜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미세한 패턴일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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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차가 더 커지는 결과를 보여준다. 스프링의 아랫부분 식각 과정에서 열

고립 현상에 의하여 실제 스프링의 두께가 5 ㎛ 로 확인 되었다. 이를

계산하기 위하여 사다리꼴 모양의 스프링 상수를 계산하는 수식을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

� + �������
� )

(식 3.1)

  wtop은 스프링의 위쪽 두께를 wbottom 은 스프링의 아래쪽 두께를 의미한다.

그림 3.3은 FE-SEM으로 확인한 주요 부위의 치수이다.

그림 3.8 제작된 스위치의 주요부위 FEM 사진 및 치수 (a) 접촉부 거리, (b) 

스프링 너비, (c) 평행판 너비 및 간격, (d) 전체 실리콘 구조물의 두께

설계한 값과 실제 제작된 값을 비교하기 편하도록 주요 파라미터 값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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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에 정리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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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설계 값과 제작된 값의 비교

항목 설계 값 제작된 값

스프링

너비 위 (㎛) 5 5.4

너비

아래(㎛)
5 5

길이 (㎛) 800 800

두께 (㎛) 45 52.8

평행판

너비 (㎛) 10 10.2

길이 (㎛) 580 580

두께 (㎛) 45 52.8

평행판 간격 5.25 3.07

관성추
면적 (㎛2) 1.13 x 10-6 1.13 x 10-6

두께 (㎛) 45 52.8

접촉 거리 4 2.27

제작된 가속도 스위치의 값이 설계 값과 다르기 때문에 실제 제작 값을

통하여 주요 파라미터인 스프링상수, 관성추의 무게, 접촉 거리를 계산할

수 있고, 예상 동작할 가속도 값을 얻을 수 있다. 표 3.4는 실제 제작 값을

통하여 주요 파라미터 값을 계산하였다.

표 3.4 주요 파라미터의 설계 값과 제작 값 비교

주요 파라미터 설계 값 제작 값

스프링 상수

(N/m)

3.71 4.9

관성추 질량 (㎍) 0.151 0.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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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간격 (㎛) 4 2.27

예상 가속도 값 (g) 10 6.4

다음으로 평행판 사이의 간격에 대한 수치와 이로써 달라진 힘의 크기를

표 3.5에서 비교하였다. 

표 3.5 평행판의 설계 값과 제작 값의 비교

주요 파라미터 설계 값 제작 값

평행판 간격 (㎛) 5.25 3.07

래치 시 평행판

간격 (㎛)
1.25 0.8

래치 시 형성된

추가 힘 (μN)
81.31 232

래치 시 평행판의

휘어진 거리 (㎛)
0.07 0.174

  실제 제작된 평행판의 두께와 평행판 사이의 간격이 달라져 원래 설계

값보다 약 3 배 더 큰 힘으로 래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따라서 약 157 g 의 가속도로 래치가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평행판 사이의

끌어당기는 힘이 커졌으므로 이에 따라 평행판의 휘어지는 거리를 다시

계산한 결과 약 0.174 ㎛ 로 계산이 되었으며 이를 통해 평행판이 서로

접촉하지 못하고 절연이 되는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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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접촉 특성 측정

다음으로 접촉부분의 알루미늄이 잘 형성 되어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접촉부 형상 확인 및, EDX (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scopy) 

성분분석 검사를 실시하였다. 그림 3.9는 EDX 결과이다. 분석을 통해 실제

알루미늄이 산화막 형태로 매우 소량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접촉하는 실리콘 구조물 부분이 매우 좁아, 이 사이로 알루미늄이 형성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또한 실리콘 산화물도 소량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다. 이는 자연 산화막이 생긴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19].

그림 3.9 EDX 성분분석 결과 Ma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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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EDX 성분분석 표

Elemen

t

Line 

Type

Apparent 

Concentratio

n

k Ratio Wt% Wt% 

Sigm

a

Standar

d Label

Factory 

Standar

d

Standard 

Calibratio

n Date

C K 

serie

s

0.35 0.0034

6

11.85 0.49 C Vit Yes

O K 

serie

s

0.37 0.0012

5

1.38 0.11 SiO2 Yes

Al K 

serie

s

0.17 0.0012

0

0.29 0.03 Al2O3 Yes

Si K 

serie

s

45.28 0.3587

9

86.48 0.49 SiO2 Yes

Total: 100.0

0

  그림 3.10은 FE-SEM으로 확인한 접촉부의 모습이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식각이 느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접촉부의 가운데 부분

식각이 가장자리보다 늦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16]. 또한 접촉부의

실리콘 구조물의 형상이 수직이 아닌 88.84°의 형상을 띄는 것을

확인하였다[19][18]. 이는 가속도 인가시 실제 접촉하는 부분이 윗부분

되는 것을 말해주며 실리콘 건식 식각 시 발생하는 울퉁불퉁한 형태는 접촉

부분이 완만하게 형성되기 어려움을 예상할 수 있다. 알루미늄 스퍼터

과정에서도 입구각도가 90°̀보다 작으므로 증착이 잘 안되는 이유 중

하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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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접촉부의 FE-SEM 모습

  

그림 3.11 접촉부의 FE-SEM 각도 측정, 측면에서 바라본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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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측    정

  제작된 가속도 스위치의 정상적인 동작 확인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래치기능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정전 구동방식과

가속도 테이블 측정 방식을 사용하였다. 먼저 정전 구동방식을 통해 가속도

스위치의 동작 전압과 접촉 부의 저항, 그리고 래치 기능이 잘

이루어지는가를 확인하게 된다. 그 후에 가속도 테이블과 상용 가속도계를

사용하여 제작된 스위치의 실제 동작 가속도 값 및 형성 전압을 확인하고, 

가속도 인가가 없을 시에도 전압을 유지하여 래치가 동작하는지 확인한다. 

또한 래치의 리셋을 하기위해 전위차를 풀어주고 반복구동을 통해 제작된

가속도 스위치의 평균 가속도 및 접촉저항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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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정전 구동 특성 측정

4.1.1 정전 구동 측정 환경

정전구동을 통하여 제작된 가속도 스위치가 동작을 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1은 DC power supply, 오실로스코프, 디지털 멀티미터를

사용하여 가속도 스위치의 동작 여부와 접촉 저항을 측정하는 모습이다. 

그림 4.1 정전구동 측정 환경

실제 제작된 가속도 스위치의 접촉을 형성시키기 위해서 풀인 전압(pull-

in voltage) 을 계산해야 된다. 풀인 전압은 평행한 전극판에 일정 전압

이상을 가해줄 시 평행한 전극판이 서로 달라붙게 되는데 이때 필요한 최소

전압이다. 풀인 전압계산은 식4.1로 계산할 수 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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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수식에서 k 는 스프링 상수, d 는 평행판 전극사이의 거리, � 은

유전율, ���은 평행판의 면적을 가리킨다. 이에 따라 계산된 풀인 전압은

4.19 V 이다. 따라서 4.19 V 이상의 전압을 평행판에 형성시키면 스위치가

스프링 힘을 극복하고 래치 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림 4.2는 정전구동 측정을 위한 전압 분배회로 구성을 도식화 하였다. 

사용될 외부 저항 Rload 에 약 10.4 kΩ 의 저항을 사용하였고, 전압 값은

변화시켜 가속도 스위치의 동작 특성 및 접촉저항을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제작된 가속도 스위치의 스프링 상수와 평행판 간격이

FE-SEM 결과 달랐으며, 이에 따라 계산된 풀인 전압은 1.65 V 로 예측할

수 있다.

그림4.2는 정전구동 측정을 위한 전압 분배회로 구성을 도식화 하였다. 

사용될 외부 저항 Rload 에 약 10.4 kΩ 의 저항을 사용하였고, 전압 값은

변화시켜 가속도 스위치의 동작 특성 및 접촉저항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림 4.2 정전구동을 측정을 위한 전기 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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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정전 구동 측정 결과

  DC power supply를 이용하여 정전구동 측정을 한 결과 약 1.9 V 에서

관성추가 접촉부에 접촉하는 현상을 보였다. 그림 4.3은 정전구동을 하였을

때 접촉전과 접촉후의 모습을 찍은 사진이다. 1.9 V 의 전압을 인가하였을

때 풀인 거리를 극복하여 접촉부가 접촉 하는 것을 현미경으로 관찰할 수

있었다.

그림 4.3 제작된 가속도 스위치의 정전구동 모습 (a) 접촉 전, (b) 접촉 후

가속도 스위치가 접촉을 하였을 시 디지털 멀티미터를 사용하여 접촉

저항을 측정하였으며, 전압에 따라 저항이 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약 1.9 V 에서는 전압이 수십 MΩ 단위의 저항이 변하는 불안정한 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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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되었다. 이 때 전기적으로 안정적인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전압을 차츰차츰 올려 2.7 V 에서 접촉저항이 내려가 약

42 kΩ 의 안정화된 저항 값을 유지를 하였다. 이 후로 전압을 10 V 까지

주었으나 저항 값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현상을 보이게 되었다. 그림

4.4는 전압에 따른 저항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4.4 전압에 따라 변화하는 접촉저항을 그린 그래프

접촉저항이 예상보다 높은 까닭은 앞서 측정한 접촉부의 FE-SEM 결과, 

접촉부의 형상이 언더컷 형태의 형상을 띄고 있었으며, 수많은 DRIE 

스캐일롭들이 형성이 되어 접촉하는 면적이 굉장히 작기 때문이다. 또한

수직부분의 EDX 성분 검사를 통해 접촉하는 부분의 알루미늄 스퍼터링이

거의 되지 않은 점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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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가속도 테이블 구동 측정

4.2.1 가속도 테이블 구동 측정 환경

실제 가속도를 인가하여 몇 g 에 동작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가속도

테이블 장비를 사용하였다. 가속도 테이블은 고속으로 회전을 하게 되며 이

때 원 안으로 향하려는 힘이 발생하며 이를 가속도 인가장치로 사용할 수

있다.  그림4.5는 돌아가는 가속도 테이블의 모습이며, 좌측에 측정하고자

하는 가속도 스위치와 상용 가속도계가 같이 장착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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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가속도 테이블에 설치된 가속도 스위치와 상용 가속도계

실제 인가된 가속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상용 가속도계인 ADXL326을

사용하였다. ADXL326은 최소 -16 ~ 16 g 의 값을 전압으로 변환하여

아날로그 값을 출력해준다. PCB 기판을 제작하여 상용 가속도계와 제작된

가속도 한 기판에 존재하게 된다. 

가속도 스위치의 전기적 신호를 측정하기 위하여 그림 4.6과 같은 전기적

회로를 설정하였다. 실제 가속도 스위치 구동 시 외부 저항 Rload 에 약 10.4

kΩ 을 사용하였고 Vin 에 5 V 의 전압을 주어 전압 분배회로를

이루었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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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외부저항을 사용한 전압 분배회로 구성 (a) 접촉 전 (b) 접촉 후

  임계가속도가 인가되기 전 Vout 은 저항을 통해 Ground에 연결되어

있으므로 0 V 를 나타내게 된다. 하지만 임계가속도가 인가되어 스위치가

접촉이 이루어지면 Vout 은 전압분배를 통하여 일정 전위를 나타내게 되고

이를 오실로스코프를 통하여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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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가속도 테이블 구동 측정 결과

  그림4.7 전압 파형은 가속도 테이블 구동 시 오실로스코프에 나타난

결과이다. 오실로스코프의 채널1은 상용가속도계의 모습으로 시간에 따라

0 ~ 16 g 까지 변하는 모습이며, 채널4는 본 연구에서 제작된 가속도

스위치의 전압을 그린 결과이다. 

그림 4.7 상용가속도계와 제작된 가속도 스위치의 시간에 따른 파형 결과

앞의 오실로스코프 결과는 시간 축이 한 눈금당 2초를 나타내므로 위의

데이터를 엑셀 그래프로 분석을 하였다. 그림4.8은 시간 축을 조금 더

늘리고 가속도 스위치의 전압과 상용가속도계의 전압을 동일 축에 놓은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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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가속도 테이블 결과의 데이터 분석 그래프

위의 그래프에서 가속도 스위치의 임계 가속도 값을 알아내기 위하여

가속도 스위치가 전압이 형성된 시간의 상용 가속도계의 전압 값을

해석하였다. 위의 결과로 제작된 스위치의 동작 가속도가 첫 구동에서 6.23

g 에서 동작했음을 알 수 있다. 이 때 전압분배회로로 인해 약 2.2 V 의

전압이 Rload 에서 유지되었다. 이 때 평행판에 2.2 V 의 전압이 걸리고

이로 인해 스위치가 래치가 되어 가속도가 임계가속도 값 이하로 떨어져도

전압이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약 6.5초가 지난 시점에 평행판의

전위차를 풀어주어 리셋을 한 뒤 임계가속도가 다시 인가되면 6.79 g 의

임계가속도 값에서 스위치가 다시 동작하여 래치가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식으로 5회 동작을 반복한 결과는 표4.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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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가속도 테이블 반복 구동 측정 결과

반복 횟수 동작 가속도

1 6.23 g

2 6.79 g

3 6.47 g

4 6.02 g

5 6.29 g

평균 6.36 g

표준 편차 0.26 g

위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반복구동 후 평균 임계가속도 값을 측정한

결과 제작된 가속도 스위치는 약 6.36 g 에서 표준편차 0.26 g 를 가지고

동작함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접촉시 평행판의 끌어당기는 힘을 계산하기 위하여 실제 제작된

가속도 스위치의 수치를 참고하였다. 공정이후 평행판 사이의 거리가 0.8 

㎛ 로 측정되었으며 이는 본래 제안한 1.25 ㎛ 보다 4.5 ㎛ 더 줄어들었다. 

또한 래치가 되었을 때 평행판에 걸린 전압은 약 2.2 V 로서 원래 설계한 5 

V 보다 2.8 V 더 작은 값이다. 실제 공정된 값들을 참고하여 계산된 래치

정전력 값은 약 45.1x10-6 N 으로써 제작된 스프링 복원력인 19.6x10-6

N 의 2.3 배의 힘으로 래치가 된 것을 계산할 수 있다.

전압이 설계한 5 V 가 아닌 2.2 V 일 때 계산된 평행판의 휘는 거리는 약

0.037 ㎛ 이었고 래치 간격인 0.8 ㎛ 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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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평행판이 접촉이 되어 단락이 발생하는 현상은 일어나지 않음을

예측할 수 있게 된다.

전압 분배회로를 통해 접촉저항이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계산된

평균 접촉저항은 약 14.4 kΩ 으로 확인되었다. 저저항 실리콘 웨이퍼를

사용하여도 접촉저항이 높은 까닭은 접촉부의 형상이 Bosch process 에

의해 DRIE (Deep Reactive Ion Etching) 식각 시 매끈한 표면이 아닌

스케일롭(Scallop) 형상의 울퉁불퉁한 표면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또한

식각 시 수직 식각이 아닌 언더컷 형태의 모습으로 표면이 형성되므로

접촉부가 전체면적이 아닌 위쪽의 적은 면적이 접촉을 하게 되므로 높은

저항을 가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접촉부의 EDX 

성분검사를 통해 알루미늄이 형성되지 못한 것도 접촉저항이 높은 이유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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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가속도 인가시 접촉 현상을 확실히 확인할 수 있도록

정전식 래치 구조를 제안하여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정전식 래치를

사용함으로써 기계식 래치에 비해 리셋 구동이 쉽고 실리콘 구조물이 깨질

위험을 제거하였다. 또한 설계 시 리셋을 하기 위하여 또 다른 추가 전원

사용을 배제하고 접촉부가 사용하는 전압을 사용하여 외부회로를 간단히

구성하도록 하였다.

가속도 스위치의 설계 가속도는 10 g 로 설정하였으며 이에 맞춰 관성추

및 스프링의 주요부위 치수를 결정하였다. 래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힘은

약 55 g 의 가속도에 해당하는 힘으로 설계되었고 이는 스프링의 접촉시

복원력의 5.5 배의 힘으로 래치를 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래치는

평행판에 전위차를 주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이용하였다.

COMSOL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설계한 스위치의 스프링 상수, 입력

가속도 주파수에 따른 움직임, 그리고 평행판이 휘는 거리의 결과를

확인하였고, 이는 설계 값과 거의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정전식 래치 구조를 형성시키기 위하여 절연구조물을 형성하기 쉬운

SiOG 타입의 기판을 사용하였으며 실리콘의 식각을 통해 평행판 구조물 및

관성추 스프링을 제작하였다. 접촉부의 저항을 줄이기 위하여 알루미늄

스퍼터 과정을 추가하고 PCB 와이어 본딩을 통해 소자를 완성시켰다.

FE-SEM 측정을 통하여 접촉부의 거리 및 스프링의 두께를 통해 가속도

구동 시 확인될 임계 가속도를 미리 예상할 수 있었으며 약 6.441 g 에

동작하는 것으로 계산 되었다.

제작된 MEMS 가속도 스위치는 정전 구동방식과 가속도 테이블 구동으로

측정을 할 수 있다. 먼저 정전 구동방식에서 설계된 전압에서 가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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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치가 구동을 하는지 확인하고 이 때의 접촉저항을 측정하였다. 또한

구동전압에 따라 접촉저항이 어떻게 변하는지 측정하였다. 다음으로

가속도 테이블을 사용하여 실제 가속도 인가시 제작된 스위치의 작동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측정 결과 약 6.36 g 에서 스위치가 동작되었다. 이

때 전압분배회로를 사용하여 접촉저항을 계산할 수 있게 되며 계산된

접촉저항은 약 14.4 kΩ 으로 확인되었다. 정전구동 방식과 가속도 테이블

구동에서 래치가 형성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래치 리셋 기능 또한 잘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접촉부의 저항이 높은 까닭으로 실리콘 식각 과정에서 언더 컷 형태의

형상이 나왔고, 스캐일롭의 형성이 접촉면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EDX 성분 검사를 통해 좁은 접촉부로 알루미늄 스퍼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MEMS 기술을 사용한 정전식 래치 가속도 스위치를

설계, 시뮬레이션, 제작 및 측정을 통해 정상 동작함을 확인되었다. 제시된

정전식 래치를 사용하면 리셋이 쉽고, 신뢰성이 높은 가속도 스위치를

제작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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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an electrostatic latch 

method of a low-g MEMS 

acceleration switch

Daeho Ryu

Electrical and Computer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deals with an electrostatic latch type MEMS 

acceleration switch with a threshold acceleration of 10 g to be used 

in a SAU(Safety Arming Unit) for ensuring the ignition safety 

distance after the injection of a missile. Ignition safety devices will 

produce an ignitable signal when accelerations above 10 g are 

maintained for 30 ms. Reliability is a very important factor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application field and the electrostatic latch 

structure is proposed to improve it. If the additional power source 

for driving the electrostatic latch is existed, the circuit becomes 

larger and heavier, so that the power source used as the contact 

signal is commonly used. The proposed electrostatic lat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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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ucture latches with a force of 55 g, which is 5.5 times larger than 

the spring restoration force of 10 g. Setting the electrical potential 

difference to zero resets the latch which is very easy way, and the 

electrostatic latch is non-contact compared to the mechanical latch 

structure, so the silicon latch structure cannot be cracked easily.

  The motion and the spring constant of a proof mass were verified 

through COMSOL simulation and bending distance of the parallel 

plates by the electrostatic force agrees with the designed value.

Also, the calculated resonant frequency and the simulated resonant 

frequency were 892 Hz and 871 Hz respectively. These values 

agreed with 2.4 % error.

The dimension of fabricated MEMS acceleration switch was 

measured using FE-SEM. Through the result of measured 

dimension, the expected threshold value of 6.4 g was obtained. 

The average threshold acceleration of fabricated MEMS 

acceleration switch was measured at 6.36 g and the latch and reset 

functions worked well. The contact resistance was about 14.4 kΩ. 

The pulling force of the parallel plate when the switch is latched is 

2.3 times of the spring restoration force. The FE-SEM confirmed 

that the contact area was not formed uniformly and shows the 

undercut profile. From the EDX result, it was found that very little 

amount aluminum contact was formed.

Keywords : MEMS acceleration switch, switch, acceleration, latch, 

electrostatic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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