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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마이크로 광스위치에 관한 것으로, 내부에 구멍을 갖는 외부틀, 외부틀의 구멍 안에 위치하며, 내부에 구멍

을 갖는 내부틀, 내부틀의 구멍 안에 위치하는 광 반사수단, 외부틀의 양측면에 위치하는 외부 자성체들, 외부틀과 내

부틀을 연결하며 외부 자성체들에 의한 자장과 45°의 각도를 이루는 외부 비틀림 힌지, 내부틀과 광 반사수단을 연

결하며 외부 비틀림 힌지와 직각을 이루는 내부 비틀림 힌지, 내부틀에 배선된 외부 코일 및 광 반사수단에 배선된 내

부 코일을 포함하고, 내부 코일 및 외부 코일에 전류가 인가되면 광 반사수단 및 내부틀이 내부 비틀림 힌지 및 외부 

비틀림 힌지를 축으로 하여 회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광 반사수단이 2축으로 회전할 수 있는 효과가 있

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MEMS, 비틀림 힌지, 마이크로 미러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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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의한 마이크로 광스위치를 설명하기 위한 평면도.

도 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의한 마이크로 광스위치를 설명하기 위한 사시도.

도 3a 내지 도 3h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의한 마이크로 광스위치의 제조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단면도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광통신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광스위치에 관한 것으로, 특히 2축 회전이 가능한 미세 거울을 갖는 마이크로

광스위치 및 그 제조방법에 대한 것이다.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광통신망의 수요에 의해 보다 빠르고 대용량 정보전송이 가능한 전광(all-optical)구조의 

미세기전집적시스템(MEMS)형 광스위치들이 연구되고 있다. MEMS(micro-electro-mechanical systems)란 기전 

부품을 초소형으 로 일체화하여 만드는 기술을 의미한다. 이러한 MEMS 기술은 반도체 웨이퍼 위에 리소그래피, 증

착, 식각 등의 공정을 이용하여 소형 부품을 정교하게 제조할 수 있고, 다기능의 복합화를 이룰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종래에 연구된 MEMS 광스위치들은 정전력을 이용하거나 압전력, 또는 열팽창력을 이용한 것들이 대부분으로 높은 

구동전압이나 소모전력이 요구되고, 압전력을 이용한 경우에는 소자 특성에 대한 신뢰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반면 자기력을 이용할 경우에는 광스위치 소자의 구조가 간단하고 큰 구동력이나 대변위를 얻을 수 있는데, 현재까지

는 자기력을 사용한 경우에는 대체로 정전력을 함께 사용하거나, 로렌쯔 힘(Lorentz force)을 이용하는 구조의 제한

성으로 인하여 1축 운동만 가능한 형태의 광스위치만 고안되었다. 일례로 'Hiroshi Toshoyoshi, et.al'에 의해 1999

년 1월, 'IEEE J. Select. Topics Quantum Electron'에 발표된 'Electromagnetic Torsion Mirrors for Self-Aligne

d Fiber-Optic Crossconnectors by Silicon Micromachining'는 전자기력을 구동력으로 하여 토션미러를 구동하는 

미세기전 광스위치를 개시하고 있다. 이러한 광스위치는 실리콘 미세가공법을 사용하였으며 자기정렬법을 사용하여 

광섬유를 마이크로 미러에 정렬시키고, 마이크로 미러는 영구자석에서 발생한 자장에 대응하여 구동하도록 하는 기

술적 사상을 제공한다.

이렇게 로렌쯔 힘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류가 흐르는 도선과 자장의 방향이 수직을 이루어야 하는데, 이때 만일 2축

자유도를 갖기 위해서는 자장이 서로 수직으로 교차하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형태는 자장이 상호작용을 하여 도

선에 적 절한 힘을 작용할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자장과 45°의 각도를 갖는 비틀림 힌지를 이용하여 일방향의 자장으로 2축

의 구동이 가능한 마이크로 광스위치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다른 기술적 과제는, 자장과 45°의 각도를 갖는 비틀림 힌지를 이용하여 일방향의 자장으

로 2축의 구동이 가능한 마이크로 광스위치 의 제조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 과제를 이루기 위해, 본 발명에 의한 마이크로 광스위치는, 내부에 구멍을 갖는 외부틀, 외부틀의 구멍 안에 위

치하며, 내부에 구멍을 갖는 내부틀, 내부틀의 구멍 안에 위치하는 광 반사수단, 외부틀의 양측면에 위치하는 외부 자

성체들, 외부틀과 내부틀을 연결하며 외부 자성체들에 의한 자장과 45°의 각도를 이루는 외부 비틀림 힌지, 내부틀

과 광 반사수단을 연결하며 외부 비틀림 힌지와 직각을 이루는 내부 비틀림 힌지, 내부틀에 배선된 외부 코일 및 광 

반사수단에 배선된 내부 코일을 포함하고, 내부 코일 및 외부 코일에 전류가 인가되면 광 반사수단 및 내부틀이 내부 

비틀림 힌지 및 외부 비틀림 힌지를 축으로 하여 회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다른 과제를 이루기 위해, 본 발명에 의한 마이크로 광스위치의 제조방법은, 상층, 중층 및 하층으로 이루어진 S

OI 웨이퍼의 하부면에 식각 중지막을 증 착하는 단계, 식각 중지막 중 상기 외부틀을 정의하는 부분을 제외한 영역을 

식각하여 제거하는 단계, 상층 상부에 절연막을 증착하고, 내부틀, 광 반사수단, 내부 비틀림 힌지 및 외부 비틀림 힌

지를 정의하는 마스크를 이용하여 절연막 및 상층을 식각하는 단계, 절연막의 상부에 내부 코일 및 외부 코일을 형성

하는 단계, 전체구조 상부에 보호막을 증착하고, 식각 중지막을 마스크로 하여 하층을 식각하는 단계, 보호막을 제거

하고, 중층을 식각하여 내부틀, 광 반사수단, 내부 비틀림 힌지 및 외부 비틀림 힌지를 하부 공간으로부터 부유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바람직한 실시예를 상세하게 설명하기로 한다. 그러나, 이하의 실시예

는 이 기술 분야에서 통상적인 지식을 가진 자에게 본 발명이 충분히 이해되도록 제공되는 것으로서 여러 가지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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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변형될 수 있으며, 본 발명의 범위가 다음에 기술되는 실시예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도 1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의한 마이크로 광스위치를 설명하기 위한 평면도로서, 외부 자성체(102a,102b),

외부 비틀림 힌지(hinge)(104), 내부 비틀림 힌지(106), 광 반사수단(108), 내부틀(110), 외부틀(112), 내부 코일(11

4), 외부 코일(116), 내부 전극패드(118) 및 외부 전극패드(120)로 이루어진다. 도 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의한 마이크로 광스위치를 설명하기 위한 사시도이다.

마이크로 광스위치는 광 반사수단(108)이 내부 비틀림 힌지(106)를 축으로 회전하기 위해 공기 중에 부양되어 있으

며, 광 반사수단 주위의 내부틀(110)은 외 부 비틀림 힌지(104)를 축으로 회전하기 위해 공기중에 부양되어 있다. 내

부 틀(110)은 외부 틀(112)과 외부 비틀림 힌지(104)로 연결되어 외부 틀(112)의 구멍 안에 위치하고, 사각형의 고리

모양인 것이 바람직하다. 광 반사수단(108)은 내부 틀(110)과 내부 비틀림 힌지(106)로 연결되어 내부 틀(110)의 구

멍 안에 위치하고, 마이크로 미러 등으로 구현될 수 있으며, 광 반사수단(108)의 평면은 사각형인 것이 바람직하다. 

외부 비틀림 힌지(104) 및 내부 비틀림 힌지(106)는 자기력을 이용하여 2축 자유도를 갖기 위해, 외부 자성체(102a,1

02b)의 자장과 45°의 각도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2축 자유도를 갖기 위해 외부 비틀림 힌지(104)와 내부 비

틀림 힌지(106)는 수직이 되게 배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부 코일(116)은 외부 전극 패드로(120)부터 외부 비틀림

힌지(104)를 통해 내부 틀(110)에 배치되고, 내부 코일(114)은 내부 전극 패드(118)로부터 외부 비틀림 힌지(104) 

및 내부 비틀림 힌지(106)를 통해 광 반사수단(108)에 배치된다.

도 1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의한 마이크로 광스위치의 구동 원리를 설명한다. 자장 내에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존재하면 그 도선은 로렌쯔의 힘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힘은 전류의 방향의 다름에 따라 작용하는 방

향이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내부 전극 패드(118)를 통하여 내부 코일(114)에 전류를 인가하면 광 반사수단(108)의 

주위를 따라 형성된 내부 코일(114) 중 외부 자성체(102a,102b)의 자장과 직각을 이루는 부분은 서로 반대 방향의 

전류가 흐르게 된다. 따라서 내부 비틀림 힌지(106)를 통해 부양된 광 반사수단(108)에는 반대 방향의 전류에 의한 

서로 다른 로렌쯔 힘이 발생하게 되어 회전력이 생성되고, 광 반사수단(108)은 내부 비틀림 힌지(106)를 축으로 하여

회전하게 된다. 반대로 외부 전극 패드(120)를 통하여 외부 코일(116)에 전류를 인가하면 내부 틀(110)의 주위를 따

라 형성된 외부 코일(116) 중 외부 자성체(102a,102b)의 자장과 직각을 이루는 부분은 서로 반대 방향의 전류가 흐

르게 되고, 상술한 바와 같이 회전력이 발생하여 내부 틀(110)은 외부 비틀림 힌지(104)를 축으로 하여 회전하게 된

다. 즉, 내부 코일(114)과 독립적으로 형성된 외부 코일(116) 각각에 전류를 인가함으로써 외부 자장과의 작용에 의

한 2축 구동을 구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의한 마이크로 광스위치의 제조방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도 3a 내지 도 3h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의한 마이크로 광스위치의 제조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단면도들로

서, SOI 웨이퍼상에 광 반사수단(108,도 1에 도시됨), 외부 및 내부 비틀림 힌지(104,106), 내부 틀(110)을 형성하고,

내부 및 외부 코일(114,116), 내부 및 외부 전극 패드(118,120)를 형성하며 마이크로 광스위치의 하부면을 식각하는 

단계로 이루어진다.

도 3a를 참조하면, SOI(silicon-on-insulator) 실리콘 웨이퍼의 하부면에 후면의 식각을 위한 의 식각 중지막(308)을

증착한다. SOI(silicon-on-insulator)는 상층(306), 중층(304), 하층(302)이 순차적으로 적층된 구조이다. 이때 식각

중지막(308)은 질화실리콘 박막이나 실리콘 산화물 박막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2~3 ㎛ 두께인 것이 바람직하

다. 또한 SOI의 상층(306)은 75 ~ 100 ㎛, 중층(304)은 3~5 ㎛, 하층(302)은 350 ~ 450 ㎛의 두께를 갖는 것이 바

람직하다.

이어서 도 3b를 참조하면, 후술할 SOI의 하층(302)을 식각하기 위해 식각중지막(308)을 하부감광막으로 패터닝하고

식각한다. 이때 식각중지막(308)은 광 반사수단이 2축 회전 시 그 움직임에 방해를 받지 않을 수 있는 크기로 식각한

다. 식각되는 면적의 크기는 Deep RIE(reactive ion etching)법과 같은 건식식각이나 KOH 등을 이용한 비등방성 습

식식각을 이용하여 정의한다.

이어서 도 3c를 참조하면, SOI 실리콘 웨이퍼 상부에 절연을 위한 실리콘 산화막(310)을 증착한다. 증착된 실리콘 산

화막(310)의 상부에 내부틀, 광 반사수단, 내부 비틀림 힌지, 외부 비틀림 힌지 등의 광스위치의 형상을 정의하기 위

한 상부감광막(312)을 도포한 후에 포토리소그래피를 수행한다.

이어서, 도 3d를 참조하면, 노광작업을 수행한 웨이퍼를 감광액으로 현상한 후, 반응성 이온식각(RIE: reactive ion e

tching)이나 Deep RIE 공정을 통해 SOI 웨이퍼의 상층(306), 실리콘 산화막(310) 및 상부감광막(312)의 일부분을 

제거하여 광스위치 소자의 내부틀, 광 반사수단, 내부 비틀림 힌지, 외부 비틀림 힌지 구조를 정의한다. 그 후 상부 감

광막(312)을 제거한다. 이때 내부틀은 800 ㎛ ×800 ㎛ ~ 1000 ㎛ ×1000 ㎛의 크기를 갖고, 광 반사수단은 500 ㎛ 

×500 ㎛의 크기를 가지며, 내부 비틀림 힌지는 그 폭이 20 ~ 50 ㎛, 외부 비틀림 힌지는 폭이 20 ~ 50 ㎛ 인 것이 바

람직하다.

이어서, 도 3e를 참조하면, 씨앗층(seed layer)을 증착한 후 포토리소그래피를 수행하고 감광막의 몰드(mold)에 전

기도금법으로 코일 및 전극 패드(314)를 형성한다. 즉,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은 5 ~ 10 ㎛ 폭과 2 ~ 5 ㎛ 두께를 갖

는 내부 코일 및 외부 코일, 내부 전극 패드 및 외부 전극 패드가 광 반사수단, 내부틀, 외부틀의 상부에 형성되는 것이

다. 코일 및 전극 패드(314)는 전기 전도성이 우수한 구리박막 등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어서, 도 3f를 참조하면, 전체구조 상부에 보호막(316)을 증착한다. 이는 전체구조 상부에 형성된 내부틀, 광 반사

수단, 내부 비틀림 힌지, 외부 비틀림 힌지 등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부를 코팅하여 보호하는 공정이다. 

이러한 보호막은 폴리머(polymer) 막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어서, SOI 웨이퍼 기판의 하층(302)을 식각중지막(308)을 마스크로 하여 식각한다. 이는 광 반사수단이 구동할 수 

있는 하부 여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SOI 웨이퍼 기판의 뒷면을 제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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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도 3g를 참조하면, 보호막(316)을 제거하고, 하부 공간 상부에 있는 중층(304)을 식각하여 제거한다. 따라서 

본 발명의 일실시예에 의한 광스위치의 내부틀, 광 반사수단, 내부 비틀림 힌지, 외부 비틀림 힌지 등은 기판으로부터 

부유된다. 중층(304)의 식각은 건식 식각 또는 습식 식각법을 이용할 수 있다.

이어서 도 3h를 참조하면, 제작된 광스위치의 구동을 위해서 광소자의 좌우에 자장을 형성할 수 있는 외부 자성체(31

8)를 부가한다.

이러한 마이크로 광 스위치는 N×N, 2N, M×N 등의 1차원 또는 2차원적인 광범위한 배열을 통하여 광통신에 사용되

는 광상호분배기(OXC: optical cross-connect), 광 애드-드랍 다중기(OADM:Optical Add-Drop Multiplexer), 파

장선택 광 상호분배기(WSXC:wavelength selective cross-connect) 등을 구성할 수 있으며, 또 한 고해상도의 디스

플레이용 소자로도 그 응용이 가능하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의한 마이크로 광스위치 및 그 제조방법은, 외부 자장과 45°의 각도를 갖는 

내부 및 외부 비틀림 힌지를 구비하므로, 광 반사수단이 2축으로 회전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또한, 코일을 형성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마이크로 인덕터의 제조방법을 채용함으로써 제조공정상의 편의와 반도체 일관공정으로 저가격 생

산이 가능하다.

이상,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들어 상세하게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은 상기 실시예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의 범위내에서 당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하여 여러 가지 변형이 가능하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내부에 구멍을 갖는 외부틀;

상기 외부틀의 구멍 안에 위치하며, 내부에 구멍을 갖는 내부틀;

상기 내부틀의 구멍 안에 위치하는 광 반사수단;

상기 외부틀의 양측면에 위치하는 외부 자성체들;

상기 외부틀과 상기 내부틀을 연결하며 상기 외부 자성체들에 의한 자장과 45°의 각도를 이루는 외부 비틀림 힌지;

상기 내부틀과 상기 광 반사수단을 연결하며 상기 외부 비틀림 힌지와 직각을 이루는 내부 비틀림 힌지;

상기 내부틀에 배선된 외부 코일; 및

상기 광 반사수단에 배선된 내부 코일을 포함하고,

상기 내부 코일 및 외부 코일에 전류가 인가되면 상기 광 반사수단 및 상기 내부틀이 상기 내부 비틀림 힌지 및 상기 

외부 비틀림 힌지를 축으로 하여 회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이크로 광스위치.

청구항 2.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광 반사수단은 정사각형 모양이고, 상기 내부틀 및 외부틀은 정사각형의 고리 모양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이

크로 광스위치.

청구항 3.
제1 항에 있어서,

상기 외부 코일은 상기 외부 비틀림 힌지를 지나 상기 외부틀에 형성된 외부 전극패드에 연결되고, 상기 내부 코일은 

상기 내부 비틀림 힌지 및 외부 비틀림 힌지를 지나 상기 외부틀에 형성된 내부 전극패드에 연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이크로 광스위치.

청구항 4.
제1 항에 의한 마이크로 광스위치의 제조방법에 있어서,

(a) 상층, 중층 및 하층으로 이루어진 SOI 웨이퍼의 하부면에 식각 중지막을 증착하는 단계;

(b) 상기 식각 중지막 중 상기 외부틀을 정의하는 부분을 제외한 영역을 식각하여 제거하는 단계;

(c) 상기 상층 상부에 절연막을 증착하고, 상기 내부틀, 광 반사수단, 내부 비틀림 힌지 및 외부 비틀림 힌지를 정의하

는 마스크를 이용하여 상기 절연막 및 상기 상층을 식각하는 단계;

(d) 상기 절연막의 상부에 상기 내부 코일 및 외부 코일을 형성하는 단계;

(e) 전체구조 상부에 보호막을 증착하고, 상기 식각 중지막을 마스크로 하여 상기 하층을 식각하는 단계; 및

(f) 상기 보호막을 제거하고, 상기 중층을 식각하여 상기 내부틀, 광 반사수단, 내부 비틀림 힌지 및 외부 비틀림 힌지

를 하부 공간으로부터 부유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이크로 광스위치의 제조방법.

청구항 5.
제4 항에 있어서, 상기 (f) 단계 후에

상기 SOI 웨이퍼의 좌우 양측에 외부 자성체들을 부착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이크로 광스위

치의 제조방법.

청구항 6.
제4 항에 있어서, 상기 식각 중지막은

질화실리콘막 또는 실리콘산화물막으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이크로 광스위치의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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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7.
제4 항에 있어서, 상기 절연막은

실리콘 산화막으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이크로 광스위치의 제조방법.

청구항 8.
제4 항에 있어서, 상기 보호막은

폴리머막으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이크로 광스위치의 제조방법.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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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a

도면3b

도면3c

도면3d

도면3e

도면3f



등록특허  10-0451409

- 7 -

도면3g

도면3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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