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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 미러 배열체를 포함하는 반사식 공간 광 변조기의 제조이다. 일 실시예에서, 마이크로 미러 배열체는 단지 2 번

의 주 에칭 단계에 의해서 단결정 재료인 기판으로부터 제조된다. 제1 에칭은 재료의 제1 측면에 공동을 형성한다. 제2 에

칭은 지지 포스트, 수직형 힌지, 및 미러 판을 형성한다. 제1 및 제2 에칭 사이에, 기판은 주소 지정 및 제어 회로에 접합될

수 있다.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삭제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삭제

청구항 6.
삭제

청구항 7.
삭제

청구항 8.
삭제

청구항 9.
삭제

청구항 10.
삭제

청구항 11.
삭제

청구항 12.
삭제

청구항 13.
삭제

청구항 14.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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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5.
삭제

청구항 16.
삭제

청구항 17.

제1 기판의 제1 측면으로부터 에칭될 영역을 한정하는 제1 마스크를 생성하는 단계와,

제1 기판의 제1 측면 내에 복수개의 공동을 형성하기 위해 제1 마스크에 의해 한정된 제1 기판의 제1 측면 상의 영역을 에

칭하는 단계와,

제2 기판의 제1 측면 상에 제어 회로를 제조하고, 그 후 전극을 제조하는 단계와,

그 이후, 제1 기판의 제1 측면을 제2 기판의 제1 측면에 접합하는 단계와,

제1 기판의 제2 측면 상에 반사 표면을 생성하는 단계와,

제1 기판의 제2 측면으로부터 에칭될 영역을 한정하는 제2 마스크를 생성하는 단계와,

복수개의 힌지 및 미러 판을 형성하기 위해 제2 마스크에 의해 한정된 제1 기판의 제2 측면 상의 영역을 에칭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제2 기판의 제1 측면 상에 전극을 제조하는 단계는,

제조된 제어 회로를 패시베이션 층으로 도포하는 단계와,

상기 패시베이션 층 상에 금속화 층을 증착하는 단계와,

전극을 한정하는 패턴으로 금속화 층을 패턴화하는 단계와,

전극을 이루는 재료 이면에 남겨지는 금속화 층을 에칭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복수개의 미러 배열체를

구비한 공간 광 변조기를 제조하는 방법.

청구항 18.
삭제

청구항 19.
삭제

청구항 20.
삭제

명세서

기술분야

관련 출원의 상호 참조

본 출원은 본 명세서에 참조로서 통합된 개시물이며, 2002년 6월 19일 자로 출원되고 "반사식 공간 광 변조기"로 명명된

미국 특허 가출원 번호 제60/390,389호로부터 우선권을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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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야

본 발명은 공간 광 변조기(SLMs)에 관한 것이며, 특히, 디스플레이 응용 분야용 전기적으로 주소 지정 가능한 제어 회로를

구비한 마이크로 미러 배열체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공간 광 변조기(SLMs)는 광 정보처리, 영사 디스플레이, 비디오 및 그래픽 모니터, 텔레비전 및 전자 사진 인쇄의 영역에

서 많은 응용 분야를 가진다. 반사식 SLMs는 전기적 또는 광학적 입력에 상응하는 화상을 반사시키기 위해 공간 패턴 내

의 입사광을 변조하는 장치이다. 입사광은 위상, 세기, 분극화, 또는 굴절 방향 등이 변조될 수 있다. 반사식 SLM은 통상적

으로 입사광을 반사할 수 있는 주소 지정 가능 화상 소자(픽셀)의 영역 또는 2 차원 배열체를 포함한다. 소스 픽셀 데이터

가 관련 제어 회로에 의해 먼저 처리되고, 이후 한번에 한 프레임씩 픽셀 배열체 내에 저장된다.

종래 기술의 SLMs는 다양한 결함을 가진다. 이러한 결함에는, 광학 효율을 감소시키는 최적 광학 활성 영역(장치의 표면

영역 중 반사식인 부분을 측정하여, "충전율(fill ratio)"라고 함)보다 작은 영역, 미러의 반사율을 감소시키는 거친 반사 표

면, 디스플레이의 대비비를 낮추는 굴절, 장기간 신뢰도 문제를 가지는 재료의 사용, 및 제품의 비용을 증가시키는 복잡한

제조 공정이 있다.

많은 종래 기술의 장치는 그 표면에 실질적인 비반사 영역을 포함한다. 이는 낮은 충전율을 제공하여 최적의 반사 효율 보

다 낮은 효율을 제공한다. 예컨대, 미국 특허 번호 제4,229,732호는 미러에 추가된 장치의 표면 상에 형성된 MOSFET 장

치를 개시한다. 이러한 MOSFET 장치는 표면 면적을 차지하고, 장치 면적 중 광학적으로 활성 부분을 감소시키고, 반사

효율을 감소시킨다. 또한 상기 장치의 표면 상의 MOSFET 장치는 입사광을 굴절시키고, 이는 디스플레이의 대비비를 낮

춘다. 또한, 노출된 MOSFET 장치를 충격하는 강한 광은 MOSFET 장치를 대전시키고 회로를 가열시킴으로써 장치의 적

절한 작동을 간섭한다.

일부 SLM 설계는 거친 표면을 가지는데 이 역시 반사 효율을 감소시킨다. 예컨대, 일부 SLM 설계에서 반사 표면은

LPCVD 질화 실리콘층 상에 증착된 알루미늄 필름이다. 이러한 반사식 미러 표면의 평활도는 이들이 박형 필름 상에 증착

될 때 제어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최종 제품은 반사 효율을 감소시키는 거친 표면을 가진다.

일부 SLM 설계, 특히 일부 상단 현수 미러 설계에 있어서 반사 효율을 감소시키는 다른 문제는 크게 노출된 힌지 표면 면

적이다. 이러한 크게 노출된 힌지 표면 면적은 입사광의 분산을 방지하기 위해 상기 힌지의 상단 상에 통상적으로 텅스텐

으로 만들어진 슬래브에 의해 차단되어야 한다. 이러한 슬래브는 광학적인 활성 면적을 현저하게 감소시키고 반사 효율을

낮춘다.

미국 특허 번호 제4,566,935호에 개시된 SLM과 같은 많은 종래의 SLMs는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들어진 힌지를 가진다.

다른 금속들과 마찬가지로, 알루미늄은 피로 및 소성 변형을 받을 수가 있고, 이는 장기간 신뢰도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휴지 위치가 가장 빈번하게 점유되는 위치를 향해 기울기 시작하는 셀 "기억"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또한, 상기 특

허 제4,566,935호에 개시된 미러는 미러 표면을 언더컷함으로써 해제된다. 이 기술은 종종 해제 과정에서 정밀한 마이크

로-미러 구조의 파손을 초래한다. 이는 또한 미러 사이에 넓은 간격을 필요로 하는데, 이는 광학적으로 활성화된 장치 면

적의 부분을 감소시킨다.

요구되는 것은 개선된 반사 효율, SLM 장치의 장기간 신뢰도, 및 간단한 제조 공정을 구비한 SLM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공간 광 변조기(SLM)이다. 일 실시예에서, 상기 SLM은 개별적으로 주소 지정 가능한 전극을 가지는 제2 기판

에 접합된 제1 기판으로부터 제조된 반사식 선택적 편향가능 마이크로 미러 배열체를 가진다. 제2 기판은 또한 마이크로

미러 배열체용 주소 지정 및 제어 회로를 가질 수 있다. 선택적으로, 주소 지정 및 제어 회로의 부분은 개별적인 기판 상에

있고 제2 기판 상의 회로 및 전극에 접속된다.

마이크로 미러 배열체는 입사광을 반사하기 위한 반사 표면을 구비한 제어가능하게 편향가능한 미러 판을 포함한다. 상기

미러 판은 커넥터에 의해 수직 힌지에 연결되고, 차례로 상기 힌지는 지지 포스트에 의해 스페이서 벽에 연결된다. 각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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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러 판, 커넥터, 수직 힌지, 지지 포스트 및 이격 벽은 제1 기판으로부터 제조된다. 일실시예에서 이러한 제1 기판은 단일

재료, 단결정 실리콘의 웨이퍼이다. 스페이서 벽은 미러 판과, 미러 판의 편향을 제어하고 마이크로 미러 배열체에 접합된

제2 기판 상에 위치하며 상기 미러 판과 관련된 전극 사이의 간격을 제공한다. 미러 판의 밀접한 간격과 힌지의 수직 지향

은 반사 표면이 마이크로 미러 배열체에 대한 매우 높은 충전율을 가질 수 있게 한다. 매우 적은 광이 마이크로 미러 배열

체를 통과해서 제2 기판 상의 회로를 충격한다.

공간 광 변조기는 적은 단계를 거쳐서 제조되는데, 이는 제조 비용 및 복잡성을 낮게 유지한다. 제1 기판의 제1 측면 내에

공동이 형성된다. 이는 일 실시예에서 단일 이방성 에칭으로 이루어진다. 동시에, 전극과 주소 지정 및 제어 회로가 제2 기

판의 제1 측면 상에 제조된다. 제1 기판의 제1 측면은 제2 기판의 제1 측면에 접합된다. 측면들은 제2 기판 상의 전극이

제어할 미러 판과 적절한 관계에 있도록 정렬된다. 제1 기판의 제2 측면은 바람직한 두께로 박형화된다. 선택적으로, 반사

식 재료의 층은 제1 기판의 제2 측면 상에 증착된다. 제2 이방성 에칭이 지지 포스트, 수직 힌지 및 커넥터를 한정하고, 미

러 판을 제1 기판의 제2 측면으로부터 해제한다. 따라서, 공간 광 변조기가 단지 2 개의 주요 에칭 단계에 의해서 제조될

수 있다.

실시예

반사식 공간 광 변조기("SLM")(100)는 편향가능한 미러(202)의 배열체(103)를 가진다. 개별적인 미러(202)는 미러와 대

응 전극(126) 사이에 전압 바이어스를 인가함으로써 선택적으로 편향될 수 있다. 각 미러(202)의 편향은 광원으로부터 비

디오 디스플레이로 반사되는 광을 제어한다. 따라서, 미러(202)의 편향을 제어하는 것은 상기 미러(202)를 충격하는 광이

선택된 방향으로 반사되어, 비디오 디스플레이 내의 픽셀의 외양을 제어할 수 있게 한다.

공간 광 변조기의 개요

도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SLM(100)의 전체 구조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시된 실시예는 3 개의 층을 가진다. 제1

층은 복수개의 편향가능한 마이크로 미러(202)를 가지는 미러 배열체이다. 양호한 일 실시예에서, 마이크로 미러 배열체

(103)는 단결정 실리콘과 같은 단일 재료인 제1 기판(105)으로부터 제조된다.

제2 층은 마이크로 미러(202)를 제어하기 위한 복수개의 전극(126)을 구비한 전극 배열체(104)이다. 각 전극(126)은 마이

크로 미러(202)와 연관되며, 마이크로 미러(202)의 편향을 제어한다. 주소 지정 회로는 전극(126)과 관련된 특정 마이크

로 미러(202)의 제어를 위한 단일 전극(126)의 선택을 허용한다.

제3 층은 제어 회로(106)의 층이다. 이러한 제어 회로(106)는 주소 지정 회로를 가지며, 이는 제어 회로(106)가 선택된 전

극(126)에 인가된 전압을 제어할 수 있게 한다. 이는 제어 회로(106)가 전극(126)을 경유하여 미러 배열체(103) 내의 미러

(202)의 편향을 제어할 수 있게 한다. 통상적으로, 제어 회로(106)는 또한 디스플레이 제어부(108), 라인 메모리 버퍼

(110), 펄스 폭 변조 배열체(112) 및 비디오 신호(120) 및 그래픽 신호(122)용 입력부를 포함한다. 마이크로 제어기(114),

광학 제어 회로(106) 및 플래쉬 메모리(118)가 제어 회로(106)에 연결된 외부 성분이 될 수 있고, 또는 소정의 실시예에서

제어 회로(106) 내에 포함될 수 있다. 다양한 실시예에서, 제어 회로(106)의 상기 열거된 부품의 일부가 결여될 수 있고,

별개의 기판 상에 있어서 제어 회로(106)에 연결될 수도 있으며, 또는 다른 부가적인 성분이 제어 회로(106)의 부품으로서

존재하거나 제어 회로(106)에 연결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제2 층(104) 및 제3 층(106)은 모두 단일 제2 기판(107) 상에 반도체 제조 기술을 사용하여 제조될 수 있

다. 즉, 제2 층(104)은 제3 층(106)을 분리하고 상방에 있을 필요는 없다. 오히려, "층"이라는 용어는 공간 광 변조기(100)

의 상이한 부품을 개념화하는 것을 돕기 위한 것이다. 예컨대, 일 실시예에서, 전극들의 양측의 제2 층(104)은, 모두 단일

제2 기판(107)상에 제조된, 제어 회로(106)의 제3 층의 상단부 상에 제조된다. 즉, 디스플레이 제어부(108), 라인 메모리

버퍼(110) 및 펄스 폭 변조 배열체(112)와 마찬가지로 전극(126)은 모두 일 실시예에서의 단일 기판 상에 제조될 수 있다.

동일 기판 상의 제어 회로(106)의 몇몇 기능적인 성분의 통합체는 개별적인 기판 상에 제조된 디스플레이 제어부(108), 라

인 메모리 버퍼(110) 및 펄스 폭 변조 배열체(112)를 가지는 종래의 공간 광 변조기보다 개선된 데이터 전송률이라는 이점

을 제공한다. 또한, 전극 배열체(104)의 제2 층 및 제어 회로(106)의 제3 층을 단일 기판(107) 상에 제조하는 것은 간단하

고 저렴한 제조 및 소형의 최종 제품이라는 이점을 제공한다.

층(103, 104 및 106)이 제조된 후에, 이들은 SLM(100)을 형성하기 위해 서로 접합된다. 미러 배열체(103)를 구비한 제1

층은 제2 및 제3 층(104, 106)을 덮는다. 미러 배열체(103) 내의 미러(202) 아래의 면적은 제1 층(103) 하방에 전극(126)

과 주소 지정 및 제어 회로(106)를 위한 공간이 얼마나 있는가를 결정한다. 미러 배열체(103) 내의 마이크로 미러(202) 하

방에는 전극과, 디스플레이 제어부(108), 라인 메모리 버퍼(110) 및 펄스 폭 변조 배열체(112)를 형성하는 전자 성분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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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기 위한 한정된 공간이 존재한다. 본 발명은 0.18 미크론의 형상부의 제조를 허용하는 공정과 같은 소형 형상부 치수

의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제조 기술(이하에서 보다 완전하게 설명됨)과, 0.13 미크론 또는 그 이하의 형상부의 제조를 가능

하게 하는 공정을 사용한다. 종래의 공간 광 변조기는 그러한 소형 형상부를 가능하게 하지 않는 제조 공정을 통해 만들어

진다. 통상적으로, 종래의 공간 광 변조기는 형상부의 치수를 대략 1 미크론 또는 그 이상으로 한정하는 제조 공정을 통해

만들어진다. 따라서, 본 발명은 미러 배열체(103)의 마이크로 미러의 하방의 한정된 면적에 트랜지스터와 같은 보다 많은

회로 장치의 제조를 가능하게 한다. 이는 전극(126)과 같이 동일 기판 상에 디스플레이 제어부(108), 라인 메모리 버퍼

(110) 및 펄스 폭 변조 배열체(112)와 같은 품목의 통합을 가능하게 한다. 전극(126)과 같이 동일한 기판(107) 상에 그러

한 제어 회로(106)를 포함하는 것은 SLM(100)의 성능을 개선한다.

다른 실시예에서, 전극(126) 및 제어 회로의 성분의 다양한 조합이 상이한 기판 상에 제조되어서 전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

다.

미러

도2a는 단일 마이크로 미러(202)의 사시도이다. 양호한 일 실시예에서, 마이크로 미러(202)는 단결정 실리콘과 같은 단일

재료의 웨이퍼로부터 제조될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실시예에서의 제1 기판(105)은 단결정 실리콘의 웨이퍼이다. 단일

재료 웨이퍼로 마이크로 미러(202)를 제조하는 것은 미러(202)의 제조를 현저하게 단순화할 수 있다. 또한, 단결정 실리콘

은 증착된 필름보다 평활한 정도의 표면 거칠기 양을 가지는 평활한 미러 표면을 생성하기 위해 연마될 수 있다. 단결정 실

리콘으로부터 제조된 미러(202)는 기계적으로 강성인데, 이는 미러 표면의 바람직하지 않은 굽힘 또는 비틀림을 방지하

며, 단결정 실리콘으로부터 제조된 힌지는 내구성, 가요성 및 신뢰성을 가진다. 다른 실시예에서, 다른 재료가 단결정 실리

콘 대신 사용될 수 있다. 하나의 가능성은 마이크로 미러(202) 용으로 다른 유형의 실리콘(예컨대, 폴리실리콘 또는 아몰

퍼스 실리콘)을 사용하는 것 또는 금속(예컨대, 알루미늄 합금 또는 텅스텐 합금)으로 미러(202)를 더욱 완전하게 만드는

것이다.

마이크로 미러(202)는 상단 미러 판(204)을 가진다. 이 미러 판(204)은 미러(202)와 대응 전극(126) 사이를 경유하여 전

극을 인가함으로써 선택적으로 편향된 마이크로 미러(202)의 부분이다. 일 실시예에서, 이 반사식 미러 판(204)은 실질적

으로 정방형 형상이고, 대략 225 제곱 미크론의 면적을 위해 대략 15 미크론 ×15 미크론이지만, 다른 형상 및 치수 또한

가능하다. 양호한 일 실시예에서, 마이크로 미러 배열체(103)의 표면 면적의 많은 부분이 마이크로 미러(202)의 미러 판

(204)의 면적으로 이루어진다.

미러 판(204)은 광원으로부터의 광을 미러 판(204)의 편향에 의해 결정된 각도로 반사하는 반사 표면을 가진다. 미러 판

(204)의 표면이 바람직한 수준의 반사율을 제공하는 평활도로 연마되는 경우에, 이러한 반사 표면은 마이크로 미러(202)

가 제조된 재료와 동일한 재료일 수 있다. 선택적으로 마이크로 미러(202)의 제조 후에, 알루미늄과 같은 반사 재료의 층이

미러 판(204)의 표면에 부가될 수 있다. 양호한 실시예에서 마이크로 미러 배열체(103)의 표면 면적의 많은 부분이 마이크

로 미러의 미러 판(204)의 면적으로 이루어지고 미러 판(204)은 반사 표면을 가지기 때문에, 마이크로 미러 배열체(103)

의 표면 면적의 많은 부분은 반사식이며 선택된 각도로 광을 반사시킬 수 있다. 따라서, SLM(100)은 큰 충전율을 가지며

효율적으로 입사광을 반사한다.

미러 판(204)은 커넥터(216)에 의해 비틀림 스프링 힌지(206)에 연결된다. 비틀림 스프링 힌지(206)는 비틀림 스프링

(206)을 적소에 유지하는 스페이서 지지 프레임(210)에 연결된다. 미러 판(204), 힌지(206) 및 스페이서 지지 프레임

(210) 사이의 다른 스프링 및 연결 기구도 사용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미러(202)와 대응 전극(126) 사이에 전압을 인

가함으로써 정전기력과 같은 힘이 미러 판(240)에 인가될 때 비틀림 스프링 힌지(206)는 미러 판(204)이 스페이서 지지

프레임(210)의 벽 사이의 축을 중심으로 스페이서 지지 프레임(210)에 대해 회전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회전은 선택된

방향으로 광을 반사하기 위해 각 편향을 발생시킨다. 일 실시예에서, 이러한 회전은 힌지의 장축과 실질적으로 동일 선상

에 있는 축을 중심으로 일어난다.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서, 비틀림 스프링 힌지(206)는 "수직" 정렬을 가진다. 즉, 힌지

(206)는 (미러 판(204) 표면 에 대해 수직인) 힌지의 깊이 보다 작은 폭(222)을 가진다. 힌지의 폭은 통상적으로 0.1 미크

론 내지 0.5 미크론이고, 일 실시예에서 대략 0.2 미크론이다. 이러한 힌지의 "수직" 정렬은 미러 배열체(103)의 표면 상의

비반사 표면을 최소화하는 것을 돕고, 충전율을 높게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

미러 판(204)이 전극 및 그 하방의 다른 회로와 접촉하지 않고 하향으로 편향될 수 있도록 스페이서 지지 프레임(210)은

전극 및 주소 지정 회로로부터 미러 판(204)을 분리시킨다. 일 실시예에서 스페이서 지지 프레임(210)은 통상적으로 성분

들을 스페이서 지지 프레임(210)의 잔여부로부터 분리시키지 않는 스페이서 벽을 포함한다. 이러한 벽은 스페이서 지지

프레임(210)의 높이를 한정하는 것을 보조한다. 스페이서(210)의 높이는 미러 판(204)과 전극(126) 사이의 바람직한 분

리와 전극의 지형적 설계에 의거하여 선택된다. 보다 높은 높이는 미러 판(204)의 보다 큰 편향 및 보다 높은 최대 편향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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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능하게 한다. 보다 큰 편향각은 보다 양호한 대비비를 제공한다. 일 실시예에서, 미러 판(204)의 최대 편향각은 20 도

이다. 또한 스페이서 지지 프레임(210)은 힌지(206)용 지지부를 제공하고, 미러 판(204)을 미러 배열체(103) 내의 다른 미

러 판(204)으로부터 이격시킨다. 스페이서 지지 프레임(210)은 미러 판(204)과 지지 프레임(210) 사이의 간극에 추가될

때, 인접 마이크로 미러(202)의 인접 미러 판(204)들 사이의 거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스페이서 벽 폭(212)을 가진다. 일

실시예에서, 스페이서 벽 폭(212)은 1 미크론 이하이다. 양호한 일 실시예에서, 스페이서 벽 폭(212)은 0.5 미크론 이하이

다. 이는 미러 배열체(103)의 충전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미러 판(204)을 서로 밀접하게 배치시킨다.

소정의 실시예에서, 마이크로 미러(202)는 판(204)이 소정 각도까지 하향 편향되었을 때 미러 판(204)의 편향을 정지시키

는 요소를 포함한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요소는 작동 정지부 및 랜딩 팁을 포함한다. 미러 표면(204)이 편향될 때, 미러 판

(204) 상의 작동 정지부는 랜딩 팁과 접촉한다. 그러면, 미러 판(204)은 더 이상 편향될 수 없다. 작동 정지부 및 랜딩 팁에

대한 몇몇 가능한 구성이 있다. 일 실시예에서, 랜딩 팁은 힌지 측에 대향된 스페이서 프레임(210) 상에 제조된다. 미러 판

(204)의 최대 경사각은 미러 판(204)의 하향 기계적 작동을 정지시키는 스페이서 프레임(210) 상의 랜딩 팁에 의해 한정

될 것이다. 고정된 최대 경사각을 가지는 것은 기지의 방향으로 입사광을 반사하기 위한 공간 광 변조기(100)를 제어하는

것을 단순화시킨다.

다른 실시예에서, 랜딩 팁은 제2 기판(107) 상의 전극(126)을 따라서 제조된다. 이 실시예의 랜딩 팁은 미러 판(204)과 전

극(126) 사이의 쇼트 회로를 방지하기 위해 이산화 실리콘과 같은 절연체로 제조될 수 있다. 미러 판(204)의 최대 경사각

은 본 실시예에서는 미러 판(204)이 제2 기판(107) 상의 랜딩 팁과 접촉하는 각도에 의해 한정된다. 스페이서(210)의 높

이는 이 각도에 영향을 주는데, 보다 높은 스페이서(210)는 낮은 것보다 큰 각도를 허용한다. 제2 기판(107) 상의 랜딩 팁

은 접촉 시에 실제적인 총 표면 면적을 감소시키는 돌출 범프가 될 수 있다. 범프는 접촉시에 용접을 피하기 위해 미러 판

(204)과 동일한 전기 전위에서 유지될 수 있다.

또 다른 실시예에서, 미러 판(204)과 힌지(206) 사이의 간격은 정확하게 제조되어서 미러 판(204)이 소정 각으로 경사질

때, 힌지(206) 근방의 판(204)의 코너부는 힌지(206)의 단부에 접촉할 것이고 이는 기계적 정지부로서 작용한다. 이는 미

러 판(204)에 연결된 힌지(206)의 섹션이 미러 판(204)을 따라서 편향하기 때문에 발생하지만, 지지 벽(210) 근방의 힌지

(206)의 섹션은 상대적으로 편향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예컨대, 비틀림 힌지(206)의 높이가 1 미크론인 상태에서, 지지

벽과 힌지(206) 사이의 0.13 미크론의 간격은 15도의 미러 판(204)의 최대 경사각을 초래한다.

양호한 일 실시예에서, 작동 정지부 및 랜딩 팁은 모두 미러(202)의 지지대와 동일한 재료로 만들어지고, 이들은 모두 제1

기판(105)으로 제조된다. 재료가 단결정 실리콘인 실시예에서, 그러므로 작동 정지부 및 랜딩 팁은 긴 기능적 수명을 가지

는 강성 재료로 만들어지는데, 이는 미러 배열체(103)가 오랜 시간 지속될 수 있게 한다. 또한, 단결정 실리콘이 강성 재료

이기 때문에, 작동 정지부 및 랜딩 팁은 작동 정지부가 랜딩 팁과 접촉하는 작은 면적으로써 제조될 수 있는데, 이는 접착

력을 현저하게 감소시키고 미러 판(204)이 자유롭게 편향될 수 있게 한다. 또한, 이는 작동 정지부와 랜딩 팁이 동일한 전

기 전위에서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용접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접착을 방지하고 대전 주입 공정(charge

injection process)은 작동 정지부 및 랜딩 팁이 상이한 전기 전위에 있는 것이다.

도2b는 지지 벽(210), 미러 판(204), 힌지(206) 및 커넥터(216)를 포함하는 단일 마이크로 미러(202)의 하부측을 도시하

는 사시도이다.

도3a는 9 개의 마이크로 미러(202-1 내지 202-9)를 가지는 마이크로 미러 배열체(103)의 상단 및 측면을 도시하는 사시

도이다. 도3a가 총 9 개의 마이크로 미러(202)를 위해 3 개의 열과 3 개의 행을 구비한 마이크로 미러 배열체(103)를 도시

하지만, 다른 치수의 마이크로 미러 배열체(103) 또한 가능하다. 통상적으로, 각 마이크로 미러(202)는 비디오 디스플레이

상의 픽셀에 상응한다. 따라서, 보다 많은 마이크로 미러(202)를 구비한 보다 큰 배열체(103)는 보다 많은 픽셀을 구비한

비디오 디스플레이를 제공한다. 미러 배열체(103) 내의 힌지(206)가 모두 한 방향을 따라서 평행하게 대면하기 때문에, 광

원은 비디오 디스플레이 상에 투사된 화상을 형성하기 위해 반사되야 하는 단일 방향을 따라서 배열체(103) 내의 미러

(202)에 지향된다.

도3a에 도시된 바와 같이, 마이크로 미러 배열체(103)의 표면은 큰 충전율을 가진다. 즉, 마이크로 미러 배열체(103)의 표

면의 대부분은 마이크로 미러(202)의 미러 판(204)의 반사 표면으로 이루어진다. 마이크로 미러 배열체(103)의 매우 적은

표면만이 비반사식이다. 도3a에 도시된 바와 같이, 마이크로 미러 배열체(103) 표면의 비반사 부분은 마이크로 미러(202)

의 반사 표면 사이의 영역이다. 예컨대, 미러(202-1과 202-2) 사이의 영역의 폭은 스페이서 벽 폭(212)과, 미러(202-1과

202-2)의 미러 판(204)과 지지벽(210) 사이의 간격의 폭의 합에 의해 결정된다. 상기 간격 및 스페이서 벽 폭(212)은 제

조 기술에 의해 지지되는 형상부 치수만큼 작게 만들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일 실시예에서, 간격이 0.2 미크론이며 다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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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예에서는 간격이 0.13 미크론이다. 반도체 제조 기술이 보다 작은 형상부를 가능하게 한다면, 스페이서 벽(210) 및 간격

의 치수는 감소될 수 있어서 보다 높은 충전율을 가능하게 한다. 도3b는 도3a의 미러 배열체(103)의 하나의 미러(202)를

상세하게 도시한 사시도이다. 본 발명의 실시예는 85 %, 90 % 또는 그 이상의 충전율을 가능하게 한다.

도4a는 도3에 도시된 마이크로 미러 배열체(103)의 바닥부 및 측면을 도시한 사시도이다. 도4a에 도시된 바와 같이, 마이

크로 미러(202)의 스페이서 지지 프레임(210)은 미러 판(204)의 하방의 공동을 한정한다. 이러한 공동은 미러 판(204)이

하향으로 편향되기 위한 공간을 제공하며, 또한 전극(126)을 구비한 제2 층(104) 및/또는 제어 회로(106)를 구비한 제3

층의 배치를 위한 미러 판(204) 밑의 넓은 공간을 허용한다. 도4b는 도4a의 미러 배열체(103)의 하나의 미러(202)를 상세

하게 도시한 사시도이다.

도5a는 도3a 및 도4a에 도시된 9 개의 마이크로 미러(202-1 내지 202-9)를 가지는 마이크로 미러 배열체(103)를 도시한

평면도이다. 예컨대, 마이크로 미러(202-1)에 대해서, 도5a는 미러 판(204), 스페이서 지지 프레임(210), 비틀림 스프링

(206) 및 미러 판(204)을 비틀림 스프링(206)에 연결하는 커넥터(216)를 도시한다. 도5a는 또한 도3a에 대해 전술된 바와

같이, 마이크로 미러 배열체(103)가 큰 충전율을 가진다는 것을 명확하게 도시한다. 마이크로 미러 배열체(103)의 대부분

의 표면은 마이크로 미러(202-1 내지 202-9)의 반사 표면으로 이루어진다. 도5a는 충전율이 어떻게 반사 미러 판(204)의

면적 및 미러 판(204)의 반사 표면 사이의 면적에 의해 결정되는 지를 명확하게 도시한다. 일 실시예에서의 미러 판(204)

의 반사 표면 사이의 면적의 치수는 제조 공정의 형상부 치수의 한계에 의해 한정된다. 이는 미러 판(204)과 스페이서 벽

(210) 사이에 만들어질 수 있는 간격의 작은 정도와, 스페이서 벽(210)의 두꺼운 정도를 결정한다. 도2에 도시된 바와 같

이 단일 미러(202)가 그 고유의 스페이서 지지 프레임(210)을 가지는 것으로 설명되었지만, 미러(202-1 및 202-2)와 같

은 미러 사이에 통상적으로 2 개의 분리 인접 스페이서 벽(210)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오히려, 미러(202-1 및 202-

2) 사이에 지지 프레임(210)의 물리적인 스페이서 벽은 통상적으로 한 개다. 도5b는 도5a의 미러 배열체(103)의 하나의

미러(202)를 상세하게 도시한 사시도이다.

도6a는 도3 내지 도5에 도시된 바와 같이 9 개의 마이크로 미러(202-1 내지 202-9)를 가지는 마이크로 미러 배열체

(103)를 도시한 저면도이다. 도6a는 스페이서 지지 프레임(210), 비틀림 스프링(206) 및 커넥터(216)와 마찬가지로 미러

판(204)의 바닥부를 도시한다. 미러 판(204)의 하방의 면적은 많은 실시예에서 전극(126) 및 제어 회로(106)의 최적의 설

계 및 배치와 가능한 미러 랜딩 팁을 수용하기 위한 공간을 허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크다. 도6b는 도6a의 미러 배열체

(103)의 하나의 미러(202)를 상세하게 도시한 사시도이다.

도5a 및 도6a에 도시된 바와 같이, 미러 판(204)에 수직인 매우 적은 광이 마이크로 미러 배열체(103)를 통과해 지나가서

마이크로 미러 배열체(103) 하방의 전극(126) 또는 제어 회로(106)에 도달할 수 있다. 이는 스페이서 지지 프레임(210),

비틀림 스프링(206), 커넥터(216) 및 미러 판(204)이 마이크로 미러 배열체(103) 하방의 회로에 대해 거의 완전한 커버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또한, 스페이서 지지 프레임(210)이 미러 판(204)을 마이크로 미러 배열체(103) 하방의 회로로부터

분리시키기 때문에, 미러 판(204)에 대해 수직하지 않은 각도로 진행하면서 미러 판(204)을 통과해 지나가는 광은 스페이

서 지지 프레임(210)의 벽을 충격하고, 마이크로 미러 배열체(103)의 하방의 회로에는 도달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미러

배열체(103) 상에 입사하는 매우 적은 세기의 광이 회로에 도달하기 때문에, SLM(100)은 회로를 충격하는 강한 광과 관

련된 문제점을 회피한다. 이러한 문제점에는 입사광이 회로를 가열시킨다는 것과 입사광 광자가 회로 소자를 대전시킨다

는 것을 포함되는데, 이들은 모두 회로의 기능 이상을 야기시킬 수 있다.

도3 내지 도6에서, 마이크로 미러 배열체(103) 내의 각 마이크로 미러(202)는 동일 측상에 자기의 비틀림 스프링을 가진

다. 일 대체 실시예에서, 마이크로 미러 배열체(103) 내의 상이한 마이크로 미러(202)는 상이한 측상에 비틀림 스프링

(206)을 가진다. 예컨대, 도3a를 다시 참조하면, 미러(202-1 및 202-3)는 도시된 바와 같이 동일한 측상에 스프링(206)

을 가질 것이다. 반면에, 미러(202-2)는 미러(202-2)의 스프링(206)이 미러(202-1 및 202-3)의 스프링에 수직이 되도

록 상이한 측면 상에 스프링(206)을 가질 것이다. 이는 상이한 마이크로 미러(202-1 및 202-2)의 미러 판(204)이 상이한

방향으로 편향될 수 있게 하는데, 이는 미러 배열체(103)에 전체적으로 하나 이상의 제어 가능한 자유도를 부여한다. 이 대

체 실시예에서, 2 개의 상이한 광원(예컨대, 상이한 색광을 가지는 광원)이 마이크로 미러 배열체(103)를 향해 지향되고

마이크로 미러 배열체(103) 내의 마이크로 미러(202)에 의해 선택적으로 개별적으로 재지향되어서 비디오 디스플레이 상

에 화상을 형성할 수 있다. 그러한 실시예에서, 다중 마이크로 미러(202)가 다중 광원으로부터의 광을 비디오 디스플레이

내의 동일한 픽셀에 반사시키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예컨대, 2 개의 상이한 색광원이 상이한 방향을 따라서 미러 배열체

(103)를 향해 지향되어서 비디오 디스플레이 상에 다중 컬러 화상을 형성할 수 있다. 제1 측면 상에 비틀림 스프링(206)을

구비한 마이크로 미러(202-1 및 202-3)는 비디오 디스플레이로의 제1 광원의 반사를 제어한다. 상이한 제2 측면 상에 비

틀림 스프링(206)을 구비한 마이크로 미러(202-2)와 같은 마이크로 미러는 비디오 디스플레이로의 제2 광원의 반사를 제

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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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7a는 본 발명의 대체 실시예에 따른 마이크로 미러(702)를 도시한 사시도이다. 본 실시예 내의 비틀림 힌지(206)는 스

페이서 지지 벽(210)에 대하여 사선으로 지향되고, 미러 판(204)을 2 개의 부분 또는 측면, 즉, 제1 측면(704) 및 제2 측면

(706)으로 분할한다. 2 개의 전극(126), 즉, 제1 측면(704)을 위한 하나의 전극(126)과 제2 측면(706)을 위한 하나의 전극

(126)이 상기 미러(702)와 관련된다. 이는 둘 중 어느 하나의 측면(704, 706)이 전극(126) 하방 중 하나에 부착되어 하향

으로 피봇될 수 있게 하고, 도2 내지 도6에 도시된 미러와 비교했을 때 동일한 지지 벽(210) 높이에 대해서 보다 큰 범위의

각 운동을 제공한다. 도7b는 미러(702)의 상세도이고, 미러 판(204), 힌지(206) 및 지지 벽(210)을 도시한다. 도7c 및 도

7d는 단일 미러(702)의 하부측을 도시하고, 미러(702)의 내부 코너를 도시한 상세도이다. 다른 실시예에서, 힌지(206)는

미러 판(204)의 측면 중 하나에 대해 사선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평행할 수 있고, 여전히 미러 판(204)을 2 개의 부분

(704, 706)으로 분할하기 위해 위치된다.

도8a 내지 도8d는 도7a 내지 도7d에 도시된 바와 같이 다중 마이크로 미러(702)를 포함하는 미러 배열체를 도시한 다양

한 사시도이다. 도8a 및 도8b는 미러(702) 배열체의 상단부를 도시하고, 배열체 내의 하나의 미러(702)의 상세도이다. 도

8c 및 도8d는 미러(702) 배열체의 하부를 도시하고, 배열체 내의 하나의 미러(702)의 상세도이다.

공간 광 변조기의 제조

도9a는 공간 광 변조기(100)가 제조되는 방법의 양호한 일 실시예를 도시하는 플로우차트이다. 도9b 내지 도9g는 공간 광

변조기(100)의 제조를 보다 상세하게 도시한 블록도이다. 요약하면, 마이크로 미러(202)는 제1 기판(105) 상에 부분적으

로 제조된다. 개별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의 전극, 주소 지정 회로 및 제어 회로는 제2 기판(107) 상에 제조된다. 이후 제1

및 제2 기판(105 및 107)은 서로 접합된다. 제1 기판(105)은 박형화되고, 이후에 석판술 및 에칭 단계가 따른다. 이후 마

이크로 미러(202)의 제조가 완료된다. 최종 단계에서, 포장을 포함하여, 공간 광 변조기(100)가 완성된다. 일 실시예에서,

미러 배열체(103)는 이방성 드라이 에칭 방법만을 사용하여 단결정 실리콘의 웨이퍼로부터 제조되고, 미러 배열체(103)를

제조하기 위해 단 2 단계의 에칭만이 수행되며, 회로는 표준 CMOS 기술을 사용하여 제조된다. 이는 SLM(100)을 제조하

기 위한 용이하고 저렴한 방법을 제공한다.

종래의 공간 광 변조기는 에칭, 구조층의 증착, 희생층의 증착 및 제거를 포함하는 표면 마이크로 기계가공 기술에 의해 제

조된다. 이러한 종래의 MEMS 제조 기술은 낮은 생산량, 낮은 균일성 및 대략 1 미크론 이상의 최종 형상부 치수를 초래한

다. 반면에, 본 발명의 일 실시예는 희생층을 포함하지 않고 매우 높은 생산량을 가지며 0.13 미크론 이하의 형상부의 형상

을 가능하게 하는 반도체 제조 기술을 사용한다.

도9a를 참조하면, 제1 마스크가 마이크로 미러(202)를 초기에 부분적으로 제조하기 위해 생성된다. 이러한 마스크는 스페

이서 지지 프레임(210) 및 지지 포스트(208)를 한정하는 미러 배열체(103)의 하부측 상에 공동을 형성하기 위해 제1 기판

(105)의 일 측면으로부터 에칭될 부분을 한정한다. 사진석판술과 같은 표준 기술이 제1 기판 상에 마스크를 생성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전술된 바와 같이, 양호한 일 실시예에서 마이크로 미러(202)가 단결정 실리콘과 같은 단일 재료로부터 형

성된다. 따라서, 양호한 일 실시예에서, 제1 기판(105)은 단결정 실리콘의 웨이퍼이다. 다중 SLMs(100)에 사용되기 위해

통상적으로 다중 마이크로 미러 배열체(103)가 단일 웨이퍼 상에 제조된 후에 분리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마이크로 미

러 배열체(103)를 생성하기 위해 제조된 구조체는 통상적으로 CMOS 회로에서 사용되는 형상부보다 커서, CMOS 회로를

제조하기 위한 공지된 기술을 사용하여 마이크로 미러 배열체(103) 구조물을 형성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도9b는

제조 전의 제1 기판(105)을 도시한 측면도이다. 기판(105)은 미러 배열체(103)가 제조될 재료인 장치 층(938), 절연 산화

층(936) 및 취급 기판(934)을 최초에 포함한다. 도9c는 마스크를 위에 구비한 제1 기판(105)을 도시하는 측면도이다.

마스크가 생성된(902) 후에, 양호한 실시예에서, 제1 기판(105)은 미러 판(204) 하방에 공동을 형성하기 위해 이방성 이

온 에칭(904)된다. 다른 방식으로, 공동이 모든 마이크로 미러(202)에 대해 제1 기판 내에 형성된다. 습식 에칭 또는 플라

즈마 에칭과 같은 이방성 이온 에칭을 제외한 다른 방법도 공동을 형성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도9d는 에칭된 공동을 구

비한 제1 기판(105)을 도시하는 블록도이다.

미러 판(204)의 하방에 공동을 제조하는 것과는 별도로, 전극(126) 및 제어 회로(106)가 제2 기판(107) 상에 제조된다

(906). 제2 기판(107)은 수정과 같은 투명 재료 또는 다른 재료가 될 수 있다. 만일 제2 기판이 수정이라면, 트랜지스터는

결정질 실리콘과 비교하여 폴리실리콘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회로는 표준 CMOS 제조 기술을 사용하여 제조될 수 있다

(906). 예컨대, 일 실시예에서, 제2 기판(107) 상에 제조된(906) 제어 회로(106)는 메모리 셀, 열 주소 지정 회로 및 행 데

이터 저장 회로의 배열체를 포함한다. 주소 지정 기능을 수행하는 전기 회로를 만들기 위한 상이한 많은 방법이 있다. 통상

적으로 알려진 DRAM, SRAM 및 래치 장치는 모두 주소 지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미러 판(204) 면적이 반도체 스케일

에 비해 상대적으로 클 수 있기 때문에(예컨대, 미러 판(204)은 225 제곱 미크론의 면적을 가질 수 있다), 복합 회로가 마

등록특허 10-0723549

- 9 -



이크로 미러(202)의 하방에 제조될 수 있다. 가능한 회로로는 시간 연속 픽셀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저장 버퍼, 다양한 전

압 수준에서 전극(126)을 구동함으로써 미러 판(204)의 가능한 비균일성을 전극 분리 거리로 보상하기 위한 회로, 및 펄스

폭 변조 변환을 수행하기 위한 회로를 포함하지만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제어 회로(106)는 산화 실리콘 또는 질화 실리콘과 같은 패시베이션 층으로써 도포된다. 다음에, 금속화 층이 증착

된다. 이 금속화 층은 일 실시예의 바이어스/리셋 버스와 마찬가지로 전극9126)을 한정하기 위해 패턴화되고 에칭된다. 전

극(126)은 하나 이상의 전극이 각 마이크로 미러(202)에 대응하도록 제조 동안에 배치된다. 제1 기판(105)으로써와 같이,

다중 SLMs(100)에 사용되는 회로의 다중 세트가 통상적으로 제2 기판(107) 상에 제조되고 이후에 분리된다.

다음에, 제1 및 제2 기판은 서로 접합(910)된다. 공동을 가지는 제1 기판(105)의 측면이 전극을 가지는 제2 기판의 측면

(107)에 접합된다. 제2 기판(107) 상의 전극이 마이크로 미러 배열체(103) 내의 마이크로 미러(202)의 편향을 제어하기에

적절한 위치에 있도록 기판(105 및 107)이 정렬된다. 일 실시예에서, 이중 초점 현미경을 사용하여 제1 기판(105) 상의 패

턴을 제2 기판(107) 상의 패턴과 정렬시킴으로써 2 개의 기판(105 및 107)이 광학적으로 정렬되고, 2 개의 기판(105 및

107)은 양극 또는 공융 접합과 같은 저온 접합 방법에 의해 서로 접합된다. 제조(906)에 대하여 가능한 많은 대체 실시예

가 있다. 예컨대, 열가소성 또는 유전체 스핀 유리 접합 재료가 사용될 수 있어서, 기판(105 및 107)은 열적-기계적으로 접

합된다. 도9e는 서로 접합된 제1 및 제2 기판(105, 107)을 도시하는 측면도이다.

제1 및 제2 기판(105 및 107)이 서로 접합된 후에, 에칭되지 않은 제1 기판(105)의 표면은 바람직한 두께로 박형화된다

(912). 먼저, 도9f에 도시된 바와 같이 통상적으로 그라인딩 또는 에칭에 의해 취급 기판(934)이 제거된다. 이후 산화물

(934)이 제거된다. 이후, 만일 필요하다면, 장치층(938)이 박형화 또는 연마된다. 이러한 박형화는 일 실시예에서, 마이크

로 미러(202)의 바람직한 두께에 근접한 제조된 공동의 바닥부와 제1 기판(105)의 대향 표면 사이의 두께로 기계적으로

기판(105)을 그라인딩함으로써 수행된다. 일 실시예에서, 기계적 그라인딩에 의해 달성된 상기 두께는 대략 5 미크론이다.

이후 기판(105)은 공동의 바닥부와 제1 기판(105)의 대향 표면 사이의 바람직한 두께로 기계적 미세 연마 또는 화학적 기

계적 연마에 의해 연마된다. 상기 두께는 미러 판(204)의 두께를 한정한다. 일 실시예에서, 상기 바람직한 두께는 대략 1

미크론 이하이다. 도9g는 제1 기판(105)이 박형화된 후의 접합된 제1 및 제2 기판(105, 107)을 도시한 측면도이다.

다음에, 마이크로 미러(202)의 반사 표면이 생성된다. 이는 제1 기판(105)의 표면이 반사식이 되도록 제1 기판(105)을 연

마함(913)으로써 수행될 수 있다. 또한, 반사 표면을 생성하기 위해 제1 기판(105) 상에 반사성 재료의 층을 증착하는 것

도 가능하다. 반사 표면을 생성하기 위한 다른 방법 또한 사용될 수 있다.

일 실시예에서, 알루미늄의 반사층이 증착된다(914). 제1 기판(105)의 박형화된 표면은 대략 10 nm의 티타늄계 박형 필

름으로 코팅된다. 이후 알루미늄의 대략 30 nm 두께의 층이 가시광 스펙트럼의 대부분을 넘는 95 %이상의 반사율을 구비

한 반사층을 형성하기 위해 증착된다. 도9h는 증착된 반사층(932)을 도시하는 측면도이다.

제1 기판(105)의 반사 표면은 이후 마스크되고, 양호한 실시예에서, 미러 배열체(103)를 형성하는 것을 종료하고 미러 판

(204)을 해제하기 위해 높은 종횡비로 이방성 이온 에칭된다(916). 상기 제2 에칭은 미러 판(204), 비틀림 스프링 힌지

(206) 및 커넥터(216)를 한정한다. 따라서, 마이크로 미러(202)를 제조하기 위해 제1 기판(105)의 2차례의 에칭만이 소요

된다. 이는 마이크로 미러(202)를 제조하는 비용을 현저하게 감소시킨다. 도9i는 마스크(933)로 덮인 제1 기판(105)의 표

면을 도시하는 블록도이고, 도9j는 미러 판(204), 힌지(206), 스페이서 지지 프레임(210) 및 전극(126)을 포함하는 제2 에

칭 이후의 공간 광 변조기(100)를 도시하는 블록도이다.

소정의 실시예에서, 힌지(206)는 미러 판(204)의 표면으로부터 리세스되기 위해 부분적으로 에칭된다. 또한, 소정의 실시

예에서, 반사 표면은 미러 판(204), 비틀림 스프링 힌지(206) 및 커넥터(216)를 한정하는 제2 에칭 이후에 증착된다(914).

그러한 반사층은 예컨대, 각도의 수평 벡터가 미러 판(204)으로부터 힌지(206)까지가 되도록 하는 각도로 하향으로 알루

미늄을 증발시킴으로써 증착될 수 있다. 상기 각도로써, 만일 힌지(206)가 미러 판(204)의 표면으로부터 리세스되도록 에

칭된다면, 비틀림 힌지(206)의 표면에 의해 입사광의 광학적 분산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리세스된 힌지(206)의 표면상에

실질적으로 반사성 코팅을 증착하지 않는 것이 가능하다. 예컨대, 초당 1 나노미터의 증착 속도로 이-건(e-gun) 열 증발

기의 반응 챔버 내에서, 증발이 일어날 수 있다.

소정의 실시예에서, 마이크로 미러 배열체(103)는 유리 또는 다른 투명 재료편에 의해 보호된다. 일 실시예에서, 마이크로

미러 배열체(103)의 제조 동안에, 제1 기판(105) 상에 제조된 각각의 마이크로 미러 배열체(103)의 원주 둘레에 림(rim)

부가 남아있다. 마이크로 미러 배열체(103) 내의 마이크로 미러(202)를 보호하기 위해, 유리 또는 다른 투명 재료편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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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림부에 접합된다(918). 상기 투명 재료는 마이크로 미러(202)를 물리적인 손상으로부터 보호한다. 일 대체 실시예에서,

유리판 상의 감광성 수지의 층 내에 림부의 배열체를 생성하기 위해 석판술이 사용된다. 이후 에폭시가 림부의 상부 에지

에 인가되고, 유리판은 완성된 반사식 SLM(100)에 정렬되고 부착된다.

전술된 바와 같이, 다중 공간 광 변조기(100)가 2 개의 기판(105 및 107)으로부터 제조될 수 있으며, 다중 마이크로 미러

배열체(103)가 제1 기판(105) 내에 제조될 수 있고, 다중 세트의 회로가 제2 기판(107) 내에 제조될 수 있다. 다중 SLMs

(100)를 제조하는 것은 공간 광 변조기(100) 제조 공정의 효율을 증가시킨다. 그렇지만, 만일 다중 SLMs(100)가 일시에

제조된다면, 이는 개별적인 SLMs(100)로 분리되어야 한다. 각 공간 광 변조기(100)를 분리하여 사용 대기 상태로 하기 위

한 많은 방법이 있다. 제1 방법으로서, 각 공간 광 변조기(100)는 조합된 기판(105 및 107)상의 SLMs(100)의 나머지로부

터 간단하게 다이 분리된다(920). 각 분리된 공간 광 변조기(100)는 이후 표준 포장 기술을 사용하여 포장된다(922). 제2

방법으로서, 각 SLM(100)을 개별적인 공동 내로 캡슐화하고 SLMs(100)가 분리되기 전에 전기적 납땜을 형성하기 위해

웨이퍼 레벨 칩 스케일 포장이 수행된다. 이는 반사식 편향가능 요소를 보다 보호하고 포장 비용을 감소시킨다. 이러한 방

법의 일 실시예에서, 제2 기판(107)의 후면측은 땜납 범프와 접합된다(924). 제2 기판(107)의 후면측은 이후 제2 기판

(107)상의 회로의 제조 중에 형성된 금속 커넥터를 노출시키기 위해 에칭된다(926). 다음에, 도전성 선이 금속 커넥터와

땜납 범프 사이에 이들 둘을 전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증착된다. 최종적으로, 다중 SLMs가 다이 분리된다(930).

도10은 마스크(1000)의 생성(902) 및 제1 기판 내에 공동을 형성하는 에칭(904)을 보다 상세하게 도시한다. 양호한 실시

예에서, 제1 기판은 단결정 실리콘의 웨이퍼이다. 산화물이 제1 기판 상에 증착되고 패턴화된다. 이는 도10에 도시된 패턴

을 초래하며, 여기서, 영역(1004)은 하방의 기판이 에칭되는 것을 방지할 산화물이고 영역(1002)은 노출된 기판의 영역이

다. 노출된 기판(1002)의 영역은 공동을 형성하기 위해 에칭될 것이다. 에칭되지 않는 영역(1004)은 남겨져서 스페이서

지지 포스트(208) 및 스페이서 지지 프레임(210)을 형성한다.

일 실시예에서, 기판은 각각 100 sccm, 50 sccm, 및 10 sccm의 유속으로 SF6, HBr, 및 산소 가스를 유동시키는 반응성

이온 에칭 챔버 내에서 에칭된다. 작동 압력은 10 내지 50 mTorr의 범위 내에 있고, 바이어스 전력은 60 W이며 전원은

300 W이다. 다른 실시예에서, 기판은 각각 100 sccm, 50 sccm, 및 10 sccm의 유속으로 Cl2, HBr, 및 산소 가스를 유동

시키는 반응성 이온 에칭 챔버 내에서 에칭된다. 이러한 실시예에서, 에칭 공정은 공동이 대략 3 내지 4 미크론의 깊이가

되면 정지된다. 이 깊이는 원위치 광학 간섭계 기술과 같은 원위치 에칭 깊이 모니터링 또는 에칭 속도 조절에 의해 측정된

다.

다른 실시예에서, 공동은 이방성 반응 이온 에칭 공정에 의해 웨이퍼 내에 형성된다. 웨이퍼는 반응 챔버 내에 배치된다.

SF6, HBr, 및 산소 가스가 각각 100 sccm, 50 sccm 및 20 sccm의 총 유속으로 반응 챔버 내로 유입된다. 50 W의 바이어

스 전력 설정 및 150 W의 전원이 대략 5 분 동안 50 mTorr의 압력에서 사용된다. 이후 웨이퍼는 1 mTorr의 압력에서 20

sccm의 후방 헬륨 가스 유동에 의해 냉각된다. 양호한 일 실시예에서, 에칭 공정은 공동이 대략 3 내지 4 미크론 깊이가

되면 정지한다. 이러한 깊이는 원위치 광학 간섭계 기술과 같은 원위치 에칭 깊이 모니터링 또는 에칭 속도 조절에 의해 측

정된다.

도11은 제2 기판(107) 상에 형성된 전극(126)의 일 실시예를 도시하는 사시도이다. 이 실시예에서, 각 마이크로 미러

(202)는 대응 전극(126)을 가진다. 상기 도시된 실시예에서 전극(126)은 제2 기판(107) 상의 회로의 나머지 부분보다 높

게 제조된다. 도1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전극(126)의 측면 상의 재료는 약간 피라미드 형상인 전극의 상단 표면으로부터

하향 경사진다. 다른 실시예에서, 전극(126)은 제2 기판(107)상의 회로의 나머지 부분과 동일한 수준 상에 위치되며 오히

려 상기 회로 상방으로 연장한다.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서, 전극(126)은 대략 10 × 10 미크론의 치수인 개별적인 알루미

늄 패드이다. 이러한 전극(126)은 제2 기판(107)의 표면상에 제조된다. 본 실시예에서의 전극(126)의 큰 표면적은 미러

판(204)을 기계적 정지부까지 하향으로 당기고, 미러 판(204)의 완전한 소정의 각 편향을 야기시키기 위해 필요한 상대적

으로 낮은 주소 지정 전압을 초래한다.

도12는 제2 기판(107) 상의 전극(126) 및 다른 회로 상에 위치된 제1 기판(105) 상의 마이크로 미러 배열체(103)를 도시

하는 사시도이다. 이는 마이크로 미러 배열체(103) 내의 마이크로 미러(202)와 제1 및 제2 기판(105 및 107)을 접합하기

전의 전극의 상대 위치를 도시한다. 도시를 위한 목적으로 마이크로 미러 배열체(103) 내의 마이크로 미러(202)는 완성된

마이크로 미러(202)로서 도시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렇지만, 양호한 실시예에서, 도9a에 대해 설명된 바와 같이,

제1 기판 내의 미러 판(204) 밑의 공동만이 제1 기판(105)을 제2 기판(107)에 접합하기 전에 에칭될 것이다. 미러 판

(204), 힌지(206), 및 커넥터(216)는 아직 제조되지 않을 것이다. 전극(126)이 회로의 나머지 부분의 수준 상방에 위치되

고, 전극(126)의 측면 상의 재료가 하향 경사지는 실시예에서, 경사 재료는 제2 기판9107) 상의 제1 기판의 정확한 위치

설정을 보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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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13은 제1 기판(105)의 상부 표면을 에칭(916)하는데 사용되는 마스크의 단순화된 실시예를 도시한다. 에칭(916) 단계

에서, 영역(1302)은 노출된 상태로 남겨지고 미러 판9204)을 해제하고 비틀림 스프링(206), 커넥터(216) 및 지지 포스트

(208)를 형성하기 위해 에칭된다. 다른 영역(1304)은 포토레지스트 재료로서 덮이고 에칭되지 않는다. 이 영역은 미러 판

(204) 자체 및 힌지(206)를 형성할 재료를 포함한다. 도13에 도시된 바와 같이, 미러 배열체(103)의 대부분의 표면은 반사

성이다. 제조 공정은 미러 판(204)을 지지 벽(210) 및 힌지(206)로부터 분리하는 단지 작은 비반사 간격만을 생성한다.

제1 기판(105)의 상부 표면은 미러 판(204)을 해제하기 위해 에칭되고 제1 기판(105)의 상부 표면이 마스크된 후에 힌지

(206)를 형성한다. 일 실시예에서, 각각 100 sccm, 50 sccm 및 10 sccm의 유속으로 SF6, HBr 및 산소 가스를 유동시키

는 반응성 이온 에칭 챔버 내에서 에칭된다. 작동 압력은 10 내지 50 mTorr의 범위 내에 있고, 바이어스 전력은 60 W, 전

원은 300 W이다. 에칭 깊이가 통상적으로 1 미크론 이하이기 때문에, 몇몇 다른 제조 공정으로써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다른 실시예는 기밀한 치수 제어를 달성하기 위해, 10 내지 50 mTorr의 작동 압력 및 각각 50 W 및 300 W의 에

칭 반응 챔버의 바이어스 및 전원 전력 설정에서 Cl2 및 산소 가스를 사용한다. 에칭 공정은 원위치 에칭 깊이 모니터링 또

는 에칭 속도 조절에 의해 바람직한 깊이(일 실시예에서는 대략 5 미크론의 깊이)에서 정지된다.

작동

작동시에, 개별적인 반사 요소는 선택적으로 편향되고 미러에 입사되어 이에 의해 반사된 광을 공간적으로 변조하는 가능

을 한다.

도14는 전극(126) 상방의 마이크로 미러(202)를 도시하는 단면도이다. 작동시에, 전극(126) 상방의 대응 미러 판(204)의

편향을 제어하기 위해서 전극(126)에 전압이 인가된다. 도1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전압이 전극(126)에 인가될 때, 미러 판

(204)은 전극으로 이끌린다. 이는 미러 판(204)이 비틀림 스프링(206)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것을 야기시킨다. 전압이 전

극(126)으로부터 제거될 때, 힌지(206)는 미러 판(204)이 상향으로 탄성 복귀하는 것을 야기시킨다. 따라서, 미러 판(204)

을 충격하는 광은 전극에 인가되는 전압에 의해 제어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반사된다.

일 실시예는 이하와 같이 작동된다. 최초에 미러 판은 편향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러한 바이어스되지 않은 상태에서, 광원

으로부터 SLM(100)으로 경사지게 입사하는 인입 광빔은 편평 미러 판(204)에 의해 반사된다. 반사된 출력 광빔은 예컨대

광학 덤프에 의해 수용된다. 편향되지 않은 미러 판(204)으로부터 반사된 광은 비디오 디스플레이에 반사되지 않는다.

미러 판(204)과 바닥 전극(126) 사이에 전압 바이어스가 인가될 때, 미러 판(204)은 정전 인력에 인해 편향된다. 힌지

(206)의 설계로 인해, 미러 판(204)의 자유단은 제2 기판(107)을 향해 편향된다. 양호한 일 실시예에서 실질적으로 모든

굽힙은 미러 판(204)보다는 힌지(206)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는 힌지 폭(222)을 박형으로 만들고, 힌지

(206)를 단지 양단부에서만 지지 포스트(208)에 연결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미러 판(204)의 편향은 전술된 바와 같이

작동 정지부에 의해 한정된다. 미러 판(204)의 완전 편향은 반사된 출력 광빔을 화상 광학부 및 비디오 디스플레이 내로 편

향시킨다.

미러 판(204)이 "스내핑" 또는 "당김" 전압(일 실시예에서 대략 12 볼트)을 초과해서 편향될 때, 힌지(206)의 반환 기계력

또는 토크는 더 이상 정전기력 또는 토크를 균형잡지 못하고 미러 판(204)은 작동 정지부에 의해서만 한정되는 완전 편향

을 달성하기 위해 전극(126)을 향해 하향으로 "스냅"된다. 미러 판(204)을 그 완전 편향된 위치로부터 해제시키기 위해, 전

압은 스내핑 전압이하로 해제 전압(예컨대, 스내핑 전압이 5.0 볼트인 실시예에서 대략 3.3볼트)까지 실질적으로 강하되

야 한다. 따라서, 마이크로 미러(202)는 전자 기계적으로 쌍안정(bistable) 장치이다. 해제 전압과 스내핑 전압 사이의 구

체적인 전압이 주어지면, 미러 판(204) 편향의 이력에 따라서 미러 판(204)이 있을 수 있는 2가지 가능한 편향각이 있다.

따라서, 미러 판(204) 편향은 래치로서 작용한다. 이러한 쌍안정성 및 래치 특성은 미러 판(204)의 편향을 위해 필요한 기

계적인 힘이 편향각에 대해 대략 선형이기 때문에 존재하며, 대향 정전기력은 미러 판(204)과 전극(126) 사이의 거리에 반

비례한다.

미러 판(204)과 전극(126) 사이의 정전기력이 미러 판(204)과 전극(126) 사이의 총 전압에 의존하기 때문에, 미러 판

(204)에 인가된 음 전압은 주어진 편향량을 달성하기 위해 전극(126)에 인가될 필요가 있는 양 전압을 감소시킨다. 따라

서, 미러 배열체(103)에 전압을 인가하는 것은 전극(126)의 필요 전압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는 유용할 수 있는데, 예컨

대, 일부 응용에서 5 V 절환 능력이 반도체 산업에서 보다 일반적이기 때문에 전극(126)에 인가되야 하는 최대 전압을 12

V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전압이 미러 배열체(103)에 인가되는 각 전극을 바이어스 시키기

위해 필요한 대전량은 미러 배열체(103)가 접지 전위에서 유지되는 실시예에서 필요로 하는 대전량보다 작다. 따라서, 적

절한 전압을 전극(126)에 정확하게 인가해서 미러 판(204)을 편향시키는데 필요한 시간을 상대적으로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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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러 판(204)의 최대 편향은 고정되기 때문에, 만일 스내핑 전압을 초과한 전압에서 작동된다면, SLM(100)은 디지털 방

식으로 작동될 수 있다. 미러 판(204)은 관련 전극(126)에 전압을 인가함으로써 하향으로 완전 편향되거나 관련 전극

(126)에 아무 전압도 인가되지 않은 채 상향으로 탄성력을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작동은 본질적으로 디지털 방식이다.

미러 판(204)의 편향을 정지시키는 물리적인 요소에 의해 정지될 때까지 미러 판(204)이 하향으로 완전 편향되는 것을 야

기시키는 전압을 "스내핑" 또는 "당김" 전압이라고 알고 있다. 따라서, 미러 판(204)을 완전 하향으로 편향시키기 위해, 스

내핑 전압보다 같거나 높은 전압이 대응 전극(126)에 인가된다. 비디오 디스플레이 응용 시, 미러 판(204)이 하향으로 완

전 편향될 때, 미러 판(204) 상의 입사광은 비디오 디스플레이 상의 대응 픽셀에 반사된다. 미러 판(204)이 상향으로 탄성

력을 받게 될 때, 광은 비디오 디스플레이를 충격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반사된다.

그러한 디지털 작동 중에, 관련 미러 판(204)이 완전 편향된 후에 전극(126) 상에 완전 스내핑 전압을 유지할 필요는 없다.

"주소 지정 단계" 동안, 완전 편향되야하는 미러 판(204)에 대응하는 선택된 전극(126)을 위한 전압은 미러 판(204)을 편

향시키는데 필요한 수준으로 설정된다. 논의의 미러 판(204)이 전극(126) 상의 전압으로 인해 편향된 후에, 상기 편향 위

치에서 미러 판(204)을 유지시키기 위해 필요한 전압은 실제적인 편향을 위해 필요한 것보다 적다. 이는 편향된 미러 판

(204)과 주소 지정 전극(126) 사이의 간격이 미러 판(204)이 편향되고 있는 과정에 있을 때 보다 작기 때문이다. 그러므

로, 주소 지정 단계 후의 "유지 단계"에서는 선택된 전극(126)에 인가된 전압은 미러 판(204)의 편향 상태에 실질적으로 영

향을 주지 않으면서 그 원래 요구된 수준보다 감소될 수 있다. 보다 낮은 유지 단계 전압을 가지는 것의 이점 중 하나는 근

방의 편향되지 않은 미러 판(204)이 보다 작은 정전 인력 상태에 있게 되므로써, 이들이 제로 편향 지점에 보다 밀접하게

유지된다는 것이다. 이는 편향된 미러 판(204)과 편향되지 않은 미러 판(204) 사이의 광학적 대비비를 개선시킨다.

치수(일 실시예에서, 1 내지 5 미크론의 미러 판(204)과 전극(126) 사이의 스페이서(210) 분리 및 0.05 내지 0.45 미크론

의 힌지(206) 두께) 및 재료(단결정 실리콘(100) 등)의 적절한 선택으로써, 반사식 SLM(100)은 적은 볼트의 작동 전압을

가지도록 만들어질 수 있다. 단결정 실리콘으로 만들어진 힌지(206)의 비틀림 계수는 예컨대, 5 ×1010 N/m2/rad가 될 수

있다. 전극(126)이 관련 미러 판(204)을 완전 편향시키도록 작동하는 전압은 적절한 전압("음 바이어스")으로 미러 판

(204)을 유지함으로써 접지 보다 낮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는 전극(126)에 인가된 소정 전압에 대하여 보다 큰 편향각을

초래한다. 최대 음 바이어스 전압은 해제 전압이어서, 주소 지정 전압이 영으로 감소될 때 미러 판(204)은 편향되지 않은

위치로 스냅 복귀될 수 있다.

"아날로그" 방식으로 미러 판(204) 편향을 제어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 "스내핑 전압" 보다 낮은 전압이 미러 판(204)을 편

향시키고 입사광이 반사되는 방향을 제어하기 위해 인가된다.

대체 응용분야

비디오 디스플레이 외에도, 공간 광 변조기(100)는 다른 응용분야에서도 유용하다. 그러한 응용분야에는 공간 광 변조기

(100)가 증착된 포토레지스트를 현상하기 위해 지향되는 무 마스크 사진 석판술이 있다. 이는 원하는 패턴으로 포토레지

스트를 정확하게 현상하기 위한 마스크가 필요 없게 한다.

비록 본 발명은 다양한 실시예를 참조로 하여 특정 도시되고 설명되었지만, 본 발명의 기술 사상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형상 및 세부 사항에 다양한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관련 기술분야의 숙련자들에 의해서 이해될 것이다. 예컨대,

미러 판(204)은 정전 인력과 마찬가지로 다른 방법을 통해서 편향될 수도 있다. 미러 판(204)은 자석, 열, 또는 피에조 전

기 작용을 대신 사용하여 편향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공간 광 변조기의 전체적인 구조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2a 및 도2b는 단일 마이크로 미러를 도시한 사시도이다.

도3a 및 도3b는 마이크로 미러 배열체의 상단부 및 측면을 도시한 사시도이다.

도4a 및 도4b는 마이크로 미러 배열체의 바닥부 및 측면을 도시한 사시도이다.

도5a 및 도5b는 마이크로 미러 배열체의 평면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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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6a 및 도6b는 마이크로 미러 배열체의 저면도이다.

도7a 내지 도7d는 마이크로 미러 배열체의 대체 실시예의 단일 미러의 상단, 바닥 및 측면을 도시하는 사시도이다.

도8a 내지 도8d는 대체 마이크로 미러 배열체의 상단 및 바닥을 도시한 사시도이다.

도9a는 공간 광 변조기가 제조되는 방법의 양호한 실시예를 도시한 플로우차트이다.

도9b 내지 도9j는 공간 광 변조기의 제조를 보다 상세하게 도시한 블록도이다.

도10은 제1 기판 내에 공동을 형성하는 마스크 및 에칭의 생성을 보다 상세하게 도시한 도면이다.

도11은 제2 기판 상에 형성된 전극의 일 실시예를 도시한 사시도이다.

도12는 제2 기판 상의 전극 및 다른 회로 위에 위치된 제1 기판 상의 마이크로 미러 배열체를 도시한 사시도이다.

도13은 제1 기판의 상부 표면을 에칭하는데 사용되는 마스크의 간단한 실시예를 도시한 도면이다.

도14는 서로 접합된 2 개의 기판의 일부의 단면을 도시한 도면이다.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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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a

도면2b

도면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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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b

도면4a

도면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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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a

도면5b

등록특허 10-0723549

- 17 -



도면6a

도면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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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a

도면7b

도면7c

도면7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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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a

도면8b

도면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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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d

도면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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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b

도면9c

도면9d

도면9e

도면9f

도면9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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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h

도면9i

도면9j

도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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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1

도면12

도면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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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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