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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개선된 히든 힌지 디지탈 마이크로 미러 장치 및 이를 제조하기 위한 방법으로, 미러(430)의 회전을 제한하는 요크(4

28)에 부착되는 힌지들(424)을 구비한다. 실시예에 있어서, 미러(430)는 랜딩 힌지 요크(428)에 의해 2개의 비틀림 

힌지들(424)에 부착되는 중앙 지지 포스트들(416)에 의해 지지된다. 비틀림 힌지(424)들의 단부는 기판 위로 힌지들

을 유지하고 비틀림 방식으로 힌지가 트위스트 되게 하는 2개의 힌지 지지 포스트들에 부착된다. 장치는 미러가 회전

토록 하기 위해 제거되는 2개의 희생 스페이서층들(404, 414)을 사용하여 제조된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DMD 어레이의 평면도.

제2도는 제1도의 DMD 어레이 한 소자의 전개도.

제3a도는 힌지축을 따라 절취한 제1도의 DMD 어레이의 한 소자의 횡 단면도.

제3b도는 힌지축에 직각으로 절취한 제1도의 DMD 어레이의 한 소자의 횡 단면도.

제3c도는 회전된 위치에 있는 미러와 랜딩 요크를 도시하며, 힌지축에 직각으로 절취한 제1도의 DMD 어레이 한 소

자의 횡 단면도.

제4a도는 힌지 스페이서 층을 도시하는 힌지축을 따라 절취한 제1도의 DMD 어레이의 한 소자의 횡 단면도.

제4b도는 힌지 금속층을 도시하는 힌지축을 따라 절취한 제1도의 DMD 어레이의 한 소자의 횡 단면도.

제4c도는 힌지와 전극 금속층들을 도시하는 힌지축을 따라 절취한 제1도의 DMD 어레이 한 소자의 횡 단면도.

제4d도는 미러 스페이서 층을 도시하는 힌지축을 따라 절취한 제1도의 DMD 어레이의 한 소자의 횡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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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e도는 미러 금속층을 도시하는 힌지축을 따라 절취한 제1도의 DMD 어레이 의 한 소자의 횡 단면도.

제4f도는 플라즈마 식각 언더 커트에 의해 완성된 장치를 도시하는 힌지축을 따라 절취한 제1도의 DMD 어레이의 한

소자의 횡 단면도.

제5도는 하부에 있는 어드레스 전극들과 랜딩 요크를 보여주기 위해 미러가 제거된 제1도의 DMD 어레이의 한 소자

의 평면도.

제6도는 바이어스/리셋트 버스를 보여 주기 위해 어드레스 전극들과 랜딩 요크가 제거된 제5도의 DMD 소자의 평면

도.

제7a도는 편향력이 평형 상태에 있음을 도시하는 한 DMD 소자의 횡 단면도.

제7b도는 편향력이 평형 상태에 있음을 도시하는 한 DMD 소자의 횡 단면도.

제7c도는 편향력이 평형 상태에 있음을 도시하는 한 DMD 소자의 횡 단면도.

제8도는 제1, 제2 패터닝된 산화물 식각 정지막의 제1 실시예를 보여주는 한 DMD 소자의 평면도.

제9도는 제1, 제2 패터닝된 산화물 식각 정지막의 제2 실시예를 보여주는 한 DMD 소자의 평면도.

제10도는 제9도의 제1, 제2 산화물 식각 정지막을 사용하여 힌지와 전극 금속층들을 식각한후의 한 DMD 소자의 평

면도.

제11도는 제10도에 도시된 실시예에 따른 랜딩 요크 팁을 가진 한 DMD 소자의 횡 단면도.

제12도는 회전된 위치에 있는 미러와 랜딩 요크를 도시하는 제11도의 DMD 소자의 횡 단면도.

제13도는 바이어스/리셋트 버스들이 하나의 바이어스/리셋트 버스를 형성하는 상호 접속된 DMD 소자들의 5×5 어

레이의 바이어스/리셋트 버스의 평면도.

제14도는 바이어스/리셋트 버스들이 수평 행들 사이에 전기적으로 분리되어 있거나 격리되어 있는 DMD 소자들의 5

×5 어레이의 바이어스/리셋트 버스의 평면도.

제15a도는 45°비틀림 빔 힌지들을 갖는 한 DMD 소자의 힌지 레이 아웃의 평면도.

제15b도는 90°비틀림 빔 힌지들을 갖는 한 DMD 소자의 힌지 레이 아웃의 평면도.

제16도는 DMD를 기초로한 이미지 투사 시스템의 한 실시예의 도식도.

제17도는 DMD계 디스플레이 시스템의 한 실시예의 블럭선도.

제18도는 DMD계 프린터 시스템의 한 실시예의 도식도.

도면의 주요 부분에 관한 부호의 설명

102 : 사각 미러

104 : 지지 포스트

200, 300, 430 : 미러

202 : 미러 지지 포스트

212, 508, 1002 : 어드레스 전극

204 : 랜딩 요크

220 : 팁

210, 306, 1304 : 힌지 지지 포스트

218 : 어드레스 전극 패드

216, 600, 1300, 1400 : 바이어스/리셋트 버스

304 : 비틀림 힌치

310, 428, 1000 : 힌지요크

320 : 힌지 지지 포스트 캡

318, 400 : 기판

302, 416 : 미러 지지 포스트

408, 404 : 힌지 스페이서 층

410 : 박막

424 : 힌지

414 : 두꺼운 미러 스페이서 층

420 : 힌지 에어 갭

502 : 힌지 요크

602, 1302 : 어드레스 지지 패드

700, 704 : 정전인력

802, 902 : 제2산화물 식각 정지막

800 : 산화물 식각 정지막

900 : 제1 산화물 식각 정지막

1500 : 미러 소자

1602 : 전기적 입력

1600, 1604, 1702, 1800 : DMD

1606 : 광원

1610 : 스크린

1802 : 하전 인쇄 드럼

1804 : 현상액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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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디지탈 마이크로 미러 장치에 관한 것으로, 더 상세하게는, 비틀림 힌지들이 반사면과 다른 면에 구성된 장

치에 관한 것이다.

공간 광 변조기(SLM : Spatial Light Modulator)의 한 형태가 디지탈 마이크로 미러 장치(DMD : Digital Micromirro

r Device)이다. 디지탈 마이크로 미러 장치는 변형 가능한 마이크로 미러 장치로도 불리어져왔는데, 그 용어는 현재 

아날로그 방식으로 작동하는 장치에 대해 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DMD는 광 편향 기술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다. 상

기 장치는 전기 신호에 응답하여 회전하거나 편향하여 입사광을 재 배향시키는 작은 거울이다. 소정의 응용에 있어서,

DMD 어레이는 픽셀이라 불리는 개별 DMD 소자가 선택적으로 회전될 때, 광을 변조하고 패턴 또는 영상을 생성한다

.

DMD들은 일반적으로 다크 필드 투사 장치(dark field projection arrangement)에서 사용되고, 예를 들면, 원하는 선

명도(Clarity)를 위해 대규모 픽셀 어레이가 필요한 HDTV 용도로 사용된다. 이상적인 DMD는 균일한 밝기, 높은 콘

트라스트, 그리고 극히 신뢰성 있는 고해상의 영상을 만들어야 한다. DMD 소자들은 상업적 디스플레이 시스템으로서

충분한 신뢰성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실패 없이 여러 번 작동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것은 DMD 소자에 대한 응력

및 마모성을 최소화시키는 견고하고 생산적인 설계를 필요로 한다.

DMD 들의 주요한 2가지 형태 영상 처리 응용 기술에 사용되는데, 즉 종래의 비틀림 빔(torsion beam) DMD 와 히든

힌지(hidden hinge) DMD가 있다. 양자 모두 회전적으로 미러를 편향시키고 한 쌍의 비틀림 힌지들을 트위스트 시키

기 위해 정전 인력을 사용한다. 종래의 비틀림 빔 DMD 미러는 역시 힌지 지지 포스트들에 부착되는 비틀림 힌지들에

의해 직접적으로 지지된다. 종래의 비틀림 빔 DMD의 한 단점은 입사광을 힌지와 힌지 지지 포스트들이 분산시켜, 디

스플레이의 콘트라스트비를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비틀림 힌지들과 힌지 지지 포스트들이 미러들의 평면에 위

치하고 있기 때문에, 미러 영역이 감소되어, 결과적으로 영상 밝기를 감소시킨다. 히든 힌지 구조는 힌지 지지 포스트

들과 비틀림 힌지들을 미러의 아래로 이동시킴으로써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한다. 미러들은 미러 지지 포스트들에 의

해 힌지들의 평면 위에서 지지된다.

본 발명은 디지탈 마이크로 장치를 제공하고 이를 제조하는 방법을 제공하는데, 디지탈 마이크로 미러 장치는 미러가

회전적으로 편향할 수 있게 하는 하부에 있는 힌지에 의해 기판 위에 매달린 미러 소자를 가지고 있다. 랜딩 힌지 요

크는 미러의 이동을 한정하기 위해 힌지들에 부착되어 있다. 랜딩 요크는 미러보다 더 짧다. 그러므로 미러 팁이 랜딩

하는 종래의 히든 힌지 DMD 와 비교해서 부착 토오크(sticking torque)가 덜 생성된다. 부착 토오크가 작으므로 더 

낮은 리셋트 전압이 요구된다.

기술된 DMD 설계는 기존의 설계들에 비해서 밝기 균일도가 개선되고, 픽셀들을 엇갈리게 배열하기 용이하여 더 높

은 수평 해상도를 만들 수 있다는 점, 픽셀의 '반짝임 현상'의 제거, 대각선 방향의 기계적 흠결(diagonal mechanism 

defect)들의 해소, 소자의 수명이 다할 때 까지 요구되는 안정된 리셋트 전압, 힌지와 미러와의 정확한 정렬에 대한 

의존도 감소, 직사각형 픽셀의 사용가능성, 그리고 수평 분리 리셋트 어드레싱(horizontal split reset addressing)의 

용이성을 포함하여, 몇 가지 잇점을 가지고 있다.

이하, 본 발명을 첨부된 도면을 참조로 하여 더욱 상세히 설명키로 한다.

제1도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의한 히든 힌지 디지탈 마이크로 미러 장치 어레이(100)의 한 부분에 대한 평면도를

도시한다. 일반적으로 어레이 내 각 소자는 미러들 사이의 갭이 거의 1 ㎛ 이고 중심들 간의 거리는 17 ㎛ 인 사각 미

러(102)로서, 각 미러 소자는 일반적으로 미러 중심부에 있는 지지 포스트(104)에 의해 지지된다. 제2도는 제1도의 D

MD 어레이의 한 소자, 즉 픽셀의 전개도이다. 미러(200)는 랜딩 요크(204)위에 있는 미러 지지 포스트(202)에 의해 

지지된다 랜딩 요크(204)는 각각의 비틀림 힌지들(206)의 한쪽 단부에 부착된다. 각 비틀림 힌지(206)의 다른 쪽 단

부는 힌지 지지 포스트(210)의 상단에 있는 힌지 지지 포스트 캡(208)에 부착되어 있다. 어드레스 전극들(212)은 어

드레스 지지 포스트들(214)에 의해 지지된다. 어드레스 지지 포스트들(214)과 힌지 지지 포스트들(210)은 어드레스 

전극들(212) 비틀림 힌지들(216), 그리고 바이어스/리셋트 버스(216)와 어드레스 전극판(218)으로 부터 떨어진 랜딩

요크를 지지한다. 미러가 회전(편향이라고도 함) 할때 랜딩 요크(204)의 팁(220)은 랜딩 위치(222)에서 바이어스/리

셋트 버스에 접촉한다.

제3a도는 힌지축을 따라 절취된 제1도의 어레이의 한 소자를 도시한다. 미러(300)는 미러 지지 포스트(302)위에 있

다 미러 지지 포스트(302)는 힌지 요크(310)에 부착되어 있다. 힌지 요크(310)는 2개의 비틀림 힌지들(304) 각 한쪽 

단부에 부착되어 있다. 각 비틀림 힌지(304)의 다른 단부는 금속화 층(308)의 상단에 세워진 힌지 지지 포스트(306)

에 의해 기판(318)과 떨어진 힌지 지지 포스트 캡(320)에 부착되어 있다. 금속화 층(308)은 반도체 기판 (318)을 보

호하는 산화막 보호층 상에 위치한다.

제3b도는 힌지축에 수직으로 절취된 제1도의 어레이의 한 소자의 단면도이다. 미러 지지 포스트(302)는 힌지 요크 

또는 랜딩 요크(310)의 상단 위에 있다. 힌지 요크(310)는 미러(300)가 회전할 때 미러 소자(300)와 미러 지지 포스

트(302)와 일치하게 회전하도록 설계된다. 어드레스 전극들 (314)는 금속화 층(308)의 상단 위에 제조된 어드레스 전

극 지지 포스트들에 의해 지지된다. 어드레스 전극 지지 포스트들은 횡 단면 상에 없으며 도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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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화 층(308), 일반적으로 제3 금속화층 즉 M3,은 반도체 기판(318)을 보 호하기 위해 설계된 산화막 보호층(316)

위에 위치한다. 일반적으로 실리콘으로 된 기판(318)은 그 표면 위에 어드레스 회로가 제조되어 있다. 힌지 요크(310

)의 팁(312)은, 제3c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미러가(300)가 어드레스 전극(314)에 접촉하기 전, M3(308)위에 랜딩되

도록 구성된 것이다. 그러므로 미러 소자가 회전하는 범위는 랜딩 팁(312)의 설계에 의해 한정된다. 종래 기술의 DM

D 설계들은 일반적으로 힌지 요크 대신 미러의 팁이 랜드된다.

한 제조 순서가 제4a-4f도에 보여진다. 공정은 보호 산화막 (402)이 덮여 있으며 상부에 어드레스 회로가 제조되어 

있는 기판을 가지고 있는 제4a도에서 시작한다. 금속화 층 M3(408)이 하부에 있는 회로 층과 접촉이 필요한 곳에는 

산화물층에 구멍이 개방되어 있다. 힌지 스페이서층(404)은 어드레스 회로 상에 스핀-피착되어, 그 상부에 힌지들 및

전극들을 형성하기 위한 평면을 만든다. 힌지 스페이서 층(404)은, 전극 지지 포스트와 힌지 스페이서 포스트를 한정

하는 구멍들(406)을 형성하도록 패터닝된다. 전극 지지 포스트들을 위한 구멍들은 제4a-4f도의 횡 단면도에서는 도

시되지 않지만, 힌지 지지 포스트들과 유사한 것이다. 스페이서의 두께가 힌지 에어 갭을 결정하며, 이후 논의되겠지

만, 힌지 에어 갭이 미러 회전각을 결정한다. 스페이서 층은 다음 공정 단계에서 유동(flow) 및 거품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200℃ 의 온도에서 강한 UV로 경화되는 일반적으로 1.0 ㎛ 두께의 양(positive)의 포토레지스트이다.

힌지와 전극들은 제4b도에서 시작되는 다단의 공정에서 피착되고 형성된다. 먼저, 알루미늄 합금의 박막(410)이 장

치의 힌지들(424)을 형성시키기 위해 피착된 다. 이 층은 일반적으로 0.2 % Ti, 1 % Si, 그리고 나머지가 Al인 600 Å

두께의 합금층이다. 둘째로, 산화물은 플라즈마 피착되고 힌지들의 형태로 패터닝된다. 일반적으로, 3000 Å 두께인 

알루미늄 합금의, 두꺼운 금속 층이 피착되어 전극들, 지지 포스트들(426), 그리고 힌지 요크(428)를 형성시킨다. 제2

마스크 산화물은 그런 다음 플라즈마 피착되고, 전극들, 전극과 힌지 지지 포스트들, 그리고 힌지 요크의 형태로 패터

닝된다.

힌지들, 전극들, 지지 포스트들, 그리고 힌지 요크 금속을 패터닝하는 데에는 1회의 플라즈마 식각이 사용된다. 2개의

산화물 층들은 식각 정지막들로서 작용하고 그들 아래에 있는 금속을 보호한다. 플라즈마 식각의 종결 후에, 산화물 

식각 정지막들은 플라즈마 식각에 의해 얇은 금속 힌지들과 두꺼운 금속 지지 포스트들과 전극들로부터 제거된다. 제

4c도는 산화물 식각 정지층이 제거된 후의 DMD 소자를 보여준다.

제4d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두꺼운 미러 스페이서(414)는 힌지 및 전극들 위에서 스핀 피착되고 미러 지지 포스트들

을 형성시킬 구멍들로 패터닝된다. 스페이서(414)는 일반적으로 2.2 ㎛ 두께이지만 완성된 미러의 요구된 회전에 따

라 더 두꺼워지거나 더 얇아질 수 있다. 미러 스페이서(414)층은 일반적으로 다음 공정 단계에서 유동 및 거품이 발생

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180℃ 의 온도로 강한 UV로 경화된다. 힌지 스페이서 층(404)의 질의 저하는 발생하지 않

는데, 왜냐하면 힌지 스페이서는 더 높은 온도(200℃)로 경화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주지하라.

알루미늄 합금의 두꺼운 층은 원래 제4e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4250Å의 일 반적인 두께로 스퍼터 피착되었다. 이층

은 미러 지지 포스트(416)와 미러(430) 양자 모두를 형성한다. 마스킹 산화물은 미러 위에 플라즈마 피착되고 미러들

의 형태로 패터닝된다. 미러 금속 층은 그 다음 미러와 지지 포스트들을 형성시키기 위해 플라즈마 식각된다. 웨이퍼

가 PMMA로 덮혀지고 칩 어레이로 만들어지며 클로로 벤젠으로 펄스 스핀 세척되는 동안, 마스킹 산화물 층은 일반

적으로 원래 위치에서 남게된다 그 칩들은 플라즈마 식각 챔버 내에 배치되고, 제4f도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힌지 에

어 갭(420)과 미러 에어 갭(422)을 남겨두고 마스크 산화물 층과 스페이서 층들(404) 및 (414) 양자가 제거된다.

본 발명에 따른 DMD 소자의 한 실시예의 여러 레벨들 중 2개의 평면도가 제5도와 제6도에 도시된다. 제5도에서 미

러 층은 아래에 있는 구성부를 나타내주기 위해 제거되어 있다. 점선은 미러의 윤곽을 가리킨다. 미러 지지 포스트(50

0)는 한쌍의 비틀림 힌지들(504)에 의해 지지되는 힌지 요크(502)위에 있다. 힌지 지지 포스트(506)는 그 2개의 비틀

림 힌지들 각각의 한 단부에 부착되어 있다. 상기 두 어드레스 전극들(508)은 전극 지지 포스트들(510)에 의해 지지

된다. 지지 포스트들(502)의 위치 뿐 아니라 어드레스 전극들 및 힌지 요크 형태는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6도는 M3 금속층을 나타내주기 위해 제5도로부터 어드레스 전극들, 랜딩 요크 및 힌지들이 제거된 것이다. M3 층

은 2개의 형태의 구조, 즉 바이어스/리셋트 버스(600)와 어드레스 지지판들(602)들을 남기도록 패터닝된 것이다. 힌

지 지지 포스트들(506)은 M3 층의 바이어스/리셋트 버스(600) 부 위에 만들어지는 반면, 어드 레스 전극 포스트들(5

10)은 도시된 바와 같이 어드레스 지지판(602) 위에 만들어진다. 바이어스(604)는 어드레스 지지 패드들을 보호 산

화물을 통해서 기판 위에 구성되는 어드레스 회로와 함께 연결된다.

제7a도는 M3 금속화 층의 바이어스/리셋트 버스 부에 접촉하고 있는 랜딩 요크와 함께 회전된 제3b도의 DMD 소자

를 보여준다. 힌지 요크의 랜딩 팁의 길이는 힌지로부터 M3 까지의 소정의 에어 갭에 대하여 미러가 얼마나 멀리까지

회전하는지를 결정한다. 도시된 예에서는, 랜딩 팁은 미러 소자 자체의 거의 절반의 모멘트 암을 갖도록 선택된다. 미

러의 크기와 미러 지지 포스트의 높이는 미러 팁이 랜딩되지 않도록 선택한다고 가정하면, 힌지 에어 갭의 두께와 랜

딩 팁의 길이는 미러가 랜딩 팁에 의해서 멈춰지기 전까지 얼마나 멀리 회전 될 수 있느냐를 결정한다. 논의되겠지만, 

랜딩 팁 길이는 미러와 어드레스 전극 사이의 정전 인력의 모멘트 암 길이에 따라 좌우된다. 이것은 공정 처리 능력 

내에서 힌지 에어 갭 두께가 변하게 하여 최대 미러 회전을 제어하도록 한다. 미러 회전은 2개의 교호하는 반사 광선 

경로를 분리시키고 필요한 투영 광학장치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데에 충분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소자들은 각 방향

으로 거의 10° 의 미러 회전을 한다.

랜딩 팁이 바이어스/리셋트 버스 위에 랜딩 된 후에, 바이어스/리셋트 버스에 달라붙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랜딩 팁

의 표면 분자들과 바이어스/리셋트 버스사이에는 반데르 바알스 힘(Van der Waals force)이라 불리는, 짧은 범위의 

쌍극자 모멘트 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랜딩 팁의 표면과 바이어스/리셋트 버스는 상기한 서로 달라붙는 경향을 

감소시키기 위해 표면 안정화층(passivation layer)으로 처리될 수 있지만, 힌지 복원력은 안정된 동작을 하기 위해서

는 아직 불충분하다. 공진 리셋트라 불리는 기법을 사용하면 힌지 복원력을 10배까지 증가시키므로 랜딩 팁은 랜딩 

전극으로부터 확실하게 떨어져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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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진 리셋트는 미러와 어드레스 전극들 사이의 인력을 증가시키는 전압 펄스이거나 일련의 펄스들이다. 한 실시예에 

따르면 공진 리셋트는 거의 5 MHz인 미러 공진 주파수에서 미러에 인가되는 5개의 24 volt 펄스의 열이다. 제1 펄스

는 미러를 위로 오목하게 만곡시켜, 랜딩 전극에 대하여 팁에 힘을 가하며, 팁에 대한 하향하는 힘을 전달한다. 제1 펄

스가 턴 오프될 때, 미러는 원래대로 복귀되고, 오목한 아래의 위치로 오버 슛 되어, 랜딩 전극으로부터 팁이 떨어지게

하는 상향 팁의 반작용력을 전달 한다. 부가적인 펄스를 적용하면 발진 진폭을 증가 시키고 랜딩 표면으로부터 미러

를 떨어뜨리게 하는 대응 상향 빔 반작용력을 증가시킨다.

일반적으로 5 펄스 후에는 더 이상의 팁 반작용력의 증가는 없다. 이는 각 리셋트 펄스에 의해 얻어진 에너지가 공기 

댐핑(damping) 및 금속의 만곡시에 손실된 에너지와 같기 때문이다. 최대 발진이 일단 이루어지게되면, 펄스 열은 턴

오프되고 미러 팁을 리셋트 시키면서 자유롭게 끊어지게 한다. 미러 공진이 가장 효과적인 리셋트 주파수이며 저 레

벨에서 힌지의 응력을 동시에 유지하면서 미러를 자유롭게 끊어주는 경향이 있는 큰 팁 반작용력을 제공한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미러 팁이 랜딩된 것과 비교하여 힌지 요크의 랜딩 팁이 랜딩하는 것의 한 장점은 랜딩 팁의 치수를 더 짧게 할 수 있

다는 것이다. 이 더 짧은 치수는 힌지 회전축에 대하여 모멘트 암을 감소시킨다. 모멘트 암이 작아지면 부착 토오크가 

감 소되고 따라서 미러 소자를 리셋트시키기 위해 필요한 토오크는 더 작아진다. 리셋트 펄스에 의해 발생되는 토오

크는 리셋트 펄스의 전압 레벨과 어드레스 전극과 미러의 기하학적 구조에 좌우된다. 랜딩 팁과 랜딩 면간의 접착력은

모멘트 암의 길이와는 무관하다. 모멘트 암이 짧을수록 부착력에 의해 발생되는 토오크가 작게 되며 리셋트 토오크가

부착력을 극복하기가 더 쉽다. 미러에 비교하여 랜딩 요크의 치수가 더 작아지면, 신뢰성있는 리셋트를 위해 필요한 

리셋트 전압이 상응하게 감소될 수 있으며, 1회의 펄스 리셋트를 가능하게 해준다.

1회의 리셋트 펄스의 사용은 픽셀이 반짝이는 문제를 없애는데 바람직하다. 반짝임은 미러가 부착되어 있지 않을 때, 

또는 단지 약하게 바이어스/리셋트 버스에 부착될 때 발생한다. 상기 리셋트 펄스 열에 의해 생성된 힘은 5번째, 마지

막 펄스전에 약하게 부착된 미러를 자유롭게 하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미러는 바이어스/리셋트 버스

로 부터 튀어나가고, 그 뒤 후속하는 리셋트 펄스에 의해 바이어스/리셋트 버스로 복귀된다. 이 때, 미러는 그 바이어

스/리셋트 버스에 부착되고, 그 리셋트 펄스열의 나머지로는 미러를 자유롭게 하는데 충분한 에너지를 생성하지 못한

다. 미러는 다음의 완전한 리셋트 기간이 바이어스/리셋트 버스로부터 이를 자유롭게 할 때까지 부착 상태를 계속할 

것이다.

동작에 있어, DMD 미러들이 광을 영상면에 편향하기 위해 한방향, '온(on)'으로 회전하고 광을 영상 스크린으로부터 

떨어져 편향하기 위해 다른 방향, '오프(off)'로 회전되는 다크 필드(dark field) 광학을 사용하여 영상이 형성된다. 펄

스 폭 변조는 그래이 스케일 디스플레이(gray scale display)를 얻기 위해서 사 용된다. 만약 미러가 '온'위치에서 부

착되면, 미러는 '오프' 위치에 있어야만 하였을 때 스크린으로 광을 반사할 것이다. 픽셀은 순간적으로 본래보다 밝게 

보이며 빛을 내거나 반짝거리게 보일 것이다. 오프 상태의 미러들이 리셋트를 못하고 '온' 위치로 회전하지 못할 때,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만 훨씬 덜 두드러진다. 여기에 기술된 구성은 1회의 펄스 리셋트의 사용이 가능하므로 픽셀이 

반짝이는 현상을 없앨 수 있다.

미러와 비교하여 짧은 치수의 랜딩 요크는 부착된 미러를 리셋트시키는 데 필요한 토오크 값을 감소시킬 수 있지만 

너무 짧은 랜딩 요크를 사용하면 미러 힌지 상에 추가의 응력이 가해질 수 있다. 힌지에 대한 추가의 응력을 이해하려

면, 제7a-7c도에 도시된 것처럼 DMD 미러들 상에 작용하는 편향력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DMD 미러와 어

드레스 전극들 사이의 모멘트 암의 정전 인력은 미러와 힌지의 형태에 따라 죄우된다. 사각형의 미러를 가진 일반적인

히든 힌지 DMD에 대하여, 정전 인력의 모멘트 암 즉, 정전 인력의 중심은 거의 힌지 축으로부터 미러 팁까지의 절반 

거리이다. 미러가 회전 할 때 정전 인력은 미러 팁과 힌지 반작용력의 결합으로부터 발생하는 균형력과 대향력에 의해

상쇄되어야만 한다.

만약 회전된 DMD 의 기하학적 구조가, 렌딩 팁이 제7a도에서 보듯이 정전 인력(700)보다 회전축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도록 되어 있으면, 균형유지를 위해 힌지로부터 상향력 (702)이 요구된다. 즉, 미러 범위에 랜드한 히든 힌

지 DMD가 회전할 때, 미러는 회전 할뿐만 아니라 힌지들로부터 상향력(702)이 증가되고 평형 상태에 도달 할 때까지

, 기판을 향하여 진행한다.

정전 인력(704)이 랜든 범보다 회전축으로부터 더 멀면, 제7b도에 도시되듯이, 미러는 힌지들에 의해 발생된 하향력(

706)이 미러를 평형 상태로 놓을 때까지, 위로 진행하려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 힌지들에 의해 발생된 상, 하향력들은

2가지 효과를 가진다. 첫 번째, 힌지들의 변형은 힌지에 가해지는 응력을 증가시키며, 이는 금속의 변형에 기인하여 

힌지들이 영구적으로 휘어져 버리는 현상을 야기시킨다. 둘째로, 각 미러는 힌지들의 강도 및 바이어스 전압에 의해 

생성된 힘의 세기에 따라 다르게 회전할 것이다. 투사된 픽셀의 밝기는 미러들의 회전 각도에 의존하기 때문에, 만약 

미러들이 모두 동일한 상태로 회전되지 않으면 영상 픽셀은 균일하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며 영상은 질이 떨어질 것이

다. 랜딩 요크의 개선된 리셋트 능력으로부터 이득을 얻기 위하여, 힌지에 가해지는 응력을 최소화하고, 바이어스 전

압에 대한 밝기의 의존도를 최소화하며, 랜딩 팁은 제7c도에서 보듯이 정전 인력의 중심부 바로 아래에 있어야 한다.

랜딩 요크가 힌지축과 일렬로 되는 것이 중요하다. 부적당한 정렬은 랜딩 팁의 유효 길이를 변경시키는데, 이는 랜딩 

팁이 바이어스/리셋트 버스에 접촉하기 전에 소자가 회전하는 양에 영향을 준다. 한 소자에서 다음 소자까지의 회전 

제어가 좋지 않으면 이미지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고, 특히 이미지의 밝기, 균일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하나의 해결책

은 힌지들이 패터닝되는 것과 동시에 랜딩 팁을 패터닝하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힌지들과 랜딩 팁의 적절한 정렬을 

확실히 해준다. 이러한 해결책은 종래 기술의 DMD 구성에서는 유용하지 않다. 미러 팁에 있는 힌지 금속을 노출하기

위해 종래의 비틀림 빔 DMD들을 패터닝하는 것은 더 낮은 광학 콘 트라스트비율로 귀결되는 미러 팁으로부터의 광 

회절을 증가시킨다. 종래의 히든 힌지 DMD 들의 비틀림 힌지들은 미러 랜딩 팁과 다른 평면에 제조되어, 1회의 패터

닝 단계의 사용을 방지한다. 여기에 기술된 구성이 비틀림 힌지들이 광 회절을 증가없이 패터닝되는 것과 동시에 랜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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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이 패터닝되게 하기 때문에 요크 정렬에 대한 힌지는 쉽게 제어되고 어레이 소자들 사이에서 더 지속적인 회전을 

하게 될 것이다.

제8도와 제9도는 본 발명에 따른 장치를 제조하기 위해 사용된 일반적인 산화물 식각 정지막들을 설명한 것이다. 제8

도에서 제1 산화물 식각 정지막(800)은 힌지 금속 위에 피착되고 힌지만을 한정하기 위해 패터닝된다. 전극 금속 층

이 피착된 후에 제2 산화물 식각 정지막(802)이 피착되고 힌지 지지 포스트 캡들, 랜딩 요크 및 어드레스 전극들을 한

정하기 위해 패터닝된다. 2개의 산화물 식각 정지막들은 힌지들의 각 단부에 겹쳐진다는 것을 주지하라. 전극과 힌지 

금속층이 1회의 식각 단계에서 식각될 때, 식각 정지막들 아래에 있는 금속은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두꺼운 전

극 금속층과 얇은 힌지 금속층은 둘다 제2 산화물 식각 정지막(802) 아래에 남아 있을 것이며, 반면에 얇은 힌지 금속

충만은 제1산화물 식각 정지막(800) 아래에 남아 있을 것이다. 제8도에서 도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힌지들은 제1 산

화물 식각 정지막이 패터닝될 때 한정되고, 반면에 랜딩 요크의 팁(804)은 제2 산화물 식각 정지막이 패터닝될 때 한

정된다.

제9도는 일반적으로 자기 정렬 힌지(self-aligned hinges)를 생성시키기 위해 사용된 산화물 식각 정지막을 도시한

다. 여기에서는, 제1 산화물 식각 정지막(900)은 힌지들 뿐만 아니라 랜딩 요크의 팁(904)을 한정하기 위해 패터닝된

다. 제2 산화물 식각 정지막(902)은 힌지 지지 포스트 캡들, 어드레스 전극들, 그리고 랜딩 요크의 중심부를 한정한다.

제2 산화물 식각 정지막은 랜딩 요크의 팁(904)까지 연장되지는 않는다. 주지할 것으로는, 힌지들의 각각의 단부 뿐

만 아니라 랜딩 요크의 팁들 근처에 2개의 산화물 정지막들이 겹쳐져 있다는 것이다. 다시 한번, 금속 층이 식각될 때 

두꺼운 전극 금속층과 얇은 힌지 금속 층들 양자 모두는 제2 산화물 정지막(902) 아래에 남아 있는 반면에, 얇은 힌지

금속층만이 제1산화물 식각 정지막(900) 아래에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8도에서 랜딩 요크의 팁들과 힌지들이 

개별적인 패터닝 단계들에 의해서 한정되고, 랜딩 요크 팁들과 힌지들은 1회의 단계에서 패터닝되어, 서로는 확실히 

정렬된다.

제10도는 힌지와 전극 금속 층들이 식각된 후의 자기 정렬된 DMD의 한 실시예의 평면도로서, 힌지 요크(1000), 어

드레스 전극(1002), 그리고 힌지(1004)들을 도시하고 있다. 제11도와 제12도는 자기 정렬된 DMD의 횡 단면도이다. 

제11도와 제12도의 횡 단면은 제3b도와 제3c도에서의 것과 동일하다. 제11도는 중립 위치에 있는 DMD 소자를 도시

하는 반면에 제12도는 편향되거나 회전된 위치에 있는 DMD 소자를 도시한다.

요크의 설계는 하부의 회로의 높이를 보상하기 위해 행마다(row by row) 변경될 수 있다. 전형적인 CMOS 회로 설계

에서는, 하나 건너 다른 선마다 높이 변동이 발생되고 시각적인 선의 이중 효과(line-pairing effect)가 발생한다. 미

러 팁이 랜딩하는 DMD 설계에서는 미러 크기나 형태를 변경하지 않고 이러한 변동을 보 상할 수 없으며, 결국 밝기

가 변동될 것이다. 랜딩 요크의 길이는 하부의 회로의 교호하는 행 높이 변동들을 보상하기 위해 교호 행에 대하여 변

경될 수 있어서, 밝기에 대한 상기 회로의 영향을 감소시킨다. 아래에 설명되는 바와 같이 분할 리셋트를 사용하기 위

해 고안된 DMD 들은 일반적으로 회로 높이 변동이 매 16개 선마다 반복된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분리-리셋트 회로

는 랜딩 요크 변동도 역시 매 16개 선마다 반복되어야 한다.

데이타 입력 경로의 밴드 폭 요건을 감소시키고 CMOS 회로 소자들의 필요 수를 감소시키기 위해 일시에 미러 소자

들의 한 부분만을 로드하여 리셋트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분리-리셋트 메모리 다중화 어드레싱이라 불리

는 이 특성은 대다수 소자들이 데이타를 디스플레이 하는 동안 나머지 소자들은 로드되고, 리셋트되며, 전기 기계적

으로 래취되게 한다. 그러므로, 하나의 CMOS 회로소자, 예를 들면 SRAM 셀이 하나 이상의 DMD 소자를 어드레싱할

수 있다. 분리-리셋트를 이행하기 위해서 상기 소자들은 블럭으로 그룹 지어지고 각 블럭에 대한 미러 바이어스 신호

는 격리된다. 제어 장치는 각 블럭에 대한 미러 바이어스 신호를 독립적으로 제어하여야 한다. 바이어스/리셋트 버스

는 DMD 소자 그룹의 미러 바이어스 신호들을 연결시키기 위해 사용되어 공통 미러 바이어스가 소자들의 전체 블럭

에 인가되게 한다. 소자의 그룹 나누기는 결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전체 프레임에 대한 데이타로부터 어떤 블록에 대한

데이타를 추출하는데 요구되는 논리 회로를 결정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한 행에 있는 소자들 모두는 동일 블럭 내에 

있고 한 블럭 내의 행들의 수는 요구되는 블럭들의 수에 의해 결정된다. 예를 들면, 이웃하는 행들 은 함께 그룹 지어

지거나 각 블럭의 행들은 서로 엇걸어 배열될 수 있다.

바이어스/리셋트 버스는 미러 바이어스 신호를 미러 지지 구조를 통해 각 미러들로 전달한다. 기술된 바이어스/리셋

트 설계에 의해, 소자들은 효과적으로 블럭으로 그룹지어질 수 있다. 제13도는 바이어스/리셋트 버스(1300)와 어드

레스 지지패드 (1302) 금속화를 드러내기 위해 미러, 힌지 및 전극 금속을 제거한 DMD소자들의 어레이를 보여준다. 

말하자면, 힌지 지지 포스트 위치들(1304), 어드레스 전극 지지 위치들(1306), 그리고 어드레스 지지 패드 비아(via)(

1308)들이 도시된다. 제13도에서 도시된 바와 같이, 5개의 DMD소자들의 5 행의 바이어스/리셋트 버스(1300)는 전

기적으로 접속되어 있다. 제14도는 5 개의 분리된 행들 (1402, 1404, 1406, 1408과 1410)을 형성하도록 제조된 5개

의 DMD 소자들의 5 행들의 어레이의 바이어스/리셋트 버스 금속화 부분(1400)을 보여준다 위에 언급된 바와 같이, 

장치들을 연결시키는 실질적 패터닝은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그 소자들은 수직, 수평, 또는 대각선 행들로

그룹지어 질 수도 있다. 제14도의 예에서, 만약 블럭들이 교호 행들로 구성되어 있다면 그 행들은 실제적인 미러 어레

이 영역 외측에 접속될 것이다. 이는 실제 미러 어레이 영역 외측에 금속화를 부가시키고 행들을 연결시키도록 이를 

패터닝하며, 행들을 연결하기 위한 점퍼(jumpers)를 사용하거나 본드 아웃(bond-out) 처리 동안 행들을 연결시킴으

로써 행해질 수 있다.

상술한 구성은 분리-리셋트 상호 접속을 상당히 용이하게 만든다. 종래의 DMD 의 설계는 미러 팁 위에 랜드되므로 

미러 바이어스 전압을 전달하는 장치의 모서리 근처에 랜딩 전극이 필요하다. 랜딩 전극들은 어드레스 전극들과 같은

레벨로 만들어지고 힌지 지지 포스트로 지지된다. 이러한 랜딩 전극들의 크기와 배치를 위해서는 하나의 랜딩 전극이

일반적으로 대각선으로 인접한 소자들에 의해 공유되고 또다른 대각선으로 인접한 쌍의 소자들의 힌지 지지 포스트

들에 의해 지지된다. 그러므로 4 개의 소자들이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다. 따라서, 종래 구성들은 행마다 또는 수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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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분리-리셋트를 실행하는데 필요한 전기적 격리를 간단히 실현할 수 없다.

분리-리셋트가 가능하게하는 어레이의 행들 사이의 기계적이고 전기적인 격리는 인접 행들의 미러들이 픽셀 피치의 

절반만큼 엇갈려지게 하여, 디스플레이의 효과적인 수평 해상도를 증가시킨다. 둘째로, 인접 소자들의 힌지 지지 구조

간에 기계적 접속이 없기 때문에 만일 한 소자가 구조적인 결함을 겪더라도 그 결함이 인접 미러 소자들의 파괴로까

지 가지는 않는다.

DMD 가 회전을 제한시키기 위해 미러 팁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미러는 사각형일 필요는 없다. 이는 여러 가지 미

러 형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U.S HDTV에 대해 근래 제안된 것은 960 라인을 가진 16:9 종횡비(aspe

ct ratio) 스크린이다. 사각 픽셀들은 만일 수평 및 수직 간격들이 동일하다면, 1707수평 픽셀들을 필요로 할 것이다. 

그러나, 제안된 방송 전송 기준들은 1400 수평 픽셀들 정도만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수평적 데이타 리샘플링이 

요구되고 또한 직사각형 픽셀 형태가 사용되어져야 할 것이다.

랜딩 전극에 대한 마모는 랜딩 요크가 작아지는 또다른 문제를 만든다. 종래의 DMD 설계에서 미러 팁과 랜딩 전극 

사이의 마모때문에, 미러를 점차적으로 리셋 트하는 데 필요한 힘이 장치의 사용 기간과 함께 증가된다. 이 리셋트의 

설계가 효과적일수록 랜딩 요크와 랜딩 전극 사이의 마모은 감소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리셋트 펄스들이 거의 요구되

지 않기 때문이다. 부가하여 리셋트 펄스들은 미러가 공진되도록 설계되는데, 그 결과 미러 팁이 랜드되는 종래의 DM

D 설계에서는 미러와 랜딩 전극 사이에 접선 방향 스크레이핑 운동(tangential scraping motion)이 생긴다. 랜딩 요

크 설계는 스크레이핑 운동을 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미러 팁은 랜딩 전극과 접촉해 있지 않고 랜딩 요크는 공진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설명은 제15a도에 간략히 도시한 바와 같은 45° 비틀림 힌지 DMD 설계에 집중되었지만, 다른 힌지 설

계들도 본 발명으로부터 장점을 얻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제15b도의 90° 비틀림 힌지 소자는 더 이전에 논의된 이점

을 얻기 위해 랜딩 요크를 사용할 수 있다. 제15a도와 15b도에서는, 미러 소자(1500), 랜딩 요크(1502), 힌지(1504) 

및 힌지 지지 포스트(1506)의 평면도가 도시된다.

기술된 DMD 는 여러 방식으로 사용되는 공간 광 변조기이다. DMD는 제로그래픽 인쇄 엔진(xerographic print engi

ne)의 부분으로 광을 변조하는 데 사용되거나, 직, 간접적인 뷰잉(viewing) 위해 영상을 투영하는 데 사용된다. 제16

도는 영상 투사 시스템의 계통도이다. 디지탈 영상 데이타는 전기적 입력(1602)을 경유하여 DMD(1600)에 기록되고

DMD 미러들의 동작을 제어한다. 광원(1606)으로 부터 온 광(1604)은 DMD(1600) 밖으로 반사되고 광 흡수기(1608

)에 의해 흡수되거나 DMD 미러들의 회전 극성에 따라 스크린(1610) 상에 투사된다.

제17도는 디스플레이 시스템의 한 실시예의 블럭 선도이다. 제17도에서, 아 날로그 영상 데이타는 샘플되고 비디오 

신호 변환기(1700)에 의해 디지탈 영상 데이타로 변환된다. 디지탈 영상 데이타는 DMD 포맷터(1704)에 의해 DMD(

1702) 상에 디스플레이를 위해 포맷된다. 시스템 내부로 입력된 영상 데이타 입력이 디지탈이면, 비디오 신호 변환기

(1700)는 사용되지 않고 영상 데이타는 DMD 포맷터(1704)로 직접 입력된다. 포맷된 디지탈 데이타는 DMD의 어드

레싱 회로(1706) 내로 기록되는데, 어드레싱 회로는 기본적으로 SRAM 기억 셀들로 이루어져 있다. 어드레싱 회로(1

706)의 출력들은 DMD 미러들의 회전을 제어하고, 램프(1708)로 부터 수신된 광 변조를 제어한다. 변조된 광은 보는 

사람의 눈이나 디스플레이 스크린으로 투사된다.

제18도는 기술된 DMD(1800)를 사용한 인쇄 시스템의 한 실시예의 도식도이다. 인쇄 시스템의 동작은 변조된 광을 

스크린에 투사하는 대신에 광이 정전기적으로 대전된 인쇄 드럼(1802) 상에 투사되는 것을 제외하면 디스플레이 시

스템의 동작과 유사하다. 광이 인쇄 드럼(1802) 상에 부딪치면, 조광된 영역은 방전된다. 드럼이 회전함으로써 인쇄 

드럼(1802)은 현상액 소스(1804)를 지나 회전하고 하전된 프린터 드럼 영역은 소정의 현상액을 끌어들인다. 현상액

은 전달 코로나(1806)에 의해 인쇄하려는 대상으로 전달되고 그것이 퓨저(1808)를 통과함으로써 인쇄 목적물에 부

착된다.

따라서, 공간 광 변조기 및 방법을 위한 특별한 실시예의 관점에서 기술되었지만, 상기한 특정 설명은 하기 첨부된 청

구의 범위에서 기재되어있는 것을 제외하고 본 발명의 사상을 제한하기 위한 의도는 아니다. 또한, 지금까지 본 발명

의 양 호한 실시예에 관하여 상세하게 기술하였지만 이 설명은 단지 예에 불과하고, 제한적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다. 

또한 당 분야에 숙련된 기술자들은 본 발명의 실시예를 여러 가지 형태로 변경시킬 수 있다. 이러한 모든 변경은 첨부

된 특허 청구범위의 기술 사상안에서 보호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적어도 2가지 상태로 개별적으로 회전 가능한 각각의 소자들이 근접하여 이격되어 있는 회전 가능한 소자들의 2차원 

어레이를 제조하는 방법에 있어서,

상기 어레이 내의 상기 소자들 모두를 지지하기 위한 기판을 제공하는 단계;

랜딩 영역을 포함하는 금속층을 상기 기판상에 형성하는 단계;

상기 기판과 상기 소자들 사이에, 적어도 2개의 힌지와 적어도 1개의 힌지 요크를 포함하는 지지 구조를 구성하는 단

계 -상기 힌지들은 상기 기판과 상기 힌지 요크를 접속하고, 상기 힌지 요크는 상기 소자들에 접속됨-; 및

상기 소자들을 상기 기판과 상기 힌지 요크의 평면과는 별개의 평면에 유지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소자들이 회전할 때, 상기 힌지 요크가 상기 소자들과 함께 회전하고 상기 금속층의 상기 랜딩 영역과의 접촉에 

의해 상기 소자들의 회전을 제한하며, 상기 금속층은 상기 어레이의 제1 행에서 상기 소자의 상기 지지 구조와 전기적

으로 접속하고 상기 어레이의 제2 행에서 상기 소자의 상기 지지 구조와 전기적으로 접속하되, 상기 제1 행의 상기 지

지 구조가 상기 제2 행의 상기 지지 구조와 전기적으로 접속하지는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회전 가능 소자의 어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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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소자들의 회전을 제어하는 신호를 제공하기 위한 어드레스 전극을 구성 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회전 가능 소자의 어레이 제조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소자들의 회전을 제어하는 신호를 제공하기 위한 어드레스 전극을 구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며, 상기 어드레스

전극은 상기 기판으로부터 떨어져 지지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회전 가능 소자의 어레이 제조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소자들의 회전을 제어하는 신호를 제공하기 위한 어드레스 전극을 구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며, 상기 어드레스

전극은 상기 적어도 2개의 힌지와 동일 평면에 구성되고 상기 기판으로부터 떨어져 지지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회

전 가능 소자의 어레이 제조 방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소자들의 회전을 제어하도록 동작 가능한 제어 회로를 상기 기판에 제작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회전 가능 소자의 어레이 제조 방법.

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힌지 요크의 크기를 상기 소자들마다 다르게 변화시키는 단계를 더 포 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회전 가능 소

자의 어레이 제조 방법.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힌지 요크가 하나의 팁(tip)을 가지며, 상기 적어도 2개의 힌지와 상기 힌지 요크의 팁이 동시에 패터닝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회전 가능 소자의 어레이 제조 방법.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어레이는 영상 디스플레이 시스템의 공간 광 변조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회전 가능 소자의 어레이 제조 방법.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어레이는 프린터 시스템의 공간 광 변조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회전 가능 소자의 어레이 제조 방법.

청구항 10.
디지탈 마이크로 미러 장치에 있어서,

기판;

상기 기판상에 랜딩 영역을 갖는 금속층;

근접하여 이격되어 있는 미러 소자들의 2차원 어레이;

각각의 상기 미러 소자에 접속된 적어도 하나의 힌지 요크; 및

상기 기판과 상기 힌지 요크 사이에서, 각각의 상기 미러 소자를 지지하고 각각의 상기 미러 소자가 상기 기판에 대하

여 회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적어도 2개의 힌지를 포함하며,

상기 힌지 요크가 상기 금속층의 상기 랜딩 영역과의 접촉에 의해 각각의 상기 미러 소자들의 회전을 제한하며, 상기 

금속층과 상기 힌지는 상기 어레이의 제1 행에서 상기 소자의 상기 힌지 요크와 전기적으로 접속하고 상기 어레이의 

제2 행에서 상기 소자의 상기 힌지 요크와 전기적으로 접속하되, 상기 제1 행의 상기 힌지 요크가 상기 제2 행의 상기

힌지 요크와 전기적으로 접속하지는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탈 마이크로 미러 장치.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각각의 상기 미러 소자들의 회전을 제어하는 신호를 제공하기 위한 어드레스 전극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탈 마이크로 미러 장치.

청구항 12.
제10항에 있어서,

각각의 상기 미러 소자들의 회전을 제어하는 신호를 제공하기 위한 어드레스 전극을 더 포함하며, 상기 어드레스 전

극은 상기 기판과 떨어져 지지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탈 마이크로 미러 장치.

청구항 13.
제10항에 있어서,

각각의 상기 미러 소자들의 회전을 제어하는 신호를 제공하기 위한 어드레스 전극을 더 포함하며, 상기 어드레스 전

극은 상기 기판으로부터 떨어져 지지되고 상기 적어도 2개의 힌지와 동일 평면에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탈 마

이크로 미러 장치.

청구항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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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항에 있어서,

상기 기판 상에 구성되고 각각의 상기 미러 소자에 전기적으로 접속되는 바이어스/리셋트 버스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탈 마이크로 미러 장치.

청구항 15.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미러 소자들의 회전을 제어하도록 동작 가능한 제어 회로를 상기 기판에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

탈 마이크로 미러 장치.

청구항 16.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힌지 요크의 크기가 상기 미러 소자마다 다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탈 마이크로 미러 장치.

청구항 17.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힌지 요크가 하나의 팁을 포함하고, 상기 적어도 2개의 힌지와 상기 힌 지 요크 팁이 동시에 패터닝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디지탈 마이크로 미러 장치.

청구항 18.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장치가 영상 디스플레이 시스템의 공간 광 변조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탈 마이크로 미러 장치.

청구항 19.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장치가 프린터 시스템의 공간 강 변조기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탈 마이크로 미러 장치.

청구항 20.
2차원 어레이의 미러 소자들로 이루어진 디지탈 미러 장치를 제조하는 방법에 있어서,

어드레스 회로를 포함하는 기판을 제공하는 단계;

랜딩 영역을 포함하는 금속층을 상기 기판상에 형성하는 단계;

상기 기판 상에, 힌지 지지 포스트와 어드레스 전극 지지 포스트를 규정하도록 패터닝되는 제1 스페이서 층을 피착시

키는 단계;

상기 힌지 지지 포스트를 구성하는 단계;

상기 어드레스 전극 지지 포스트를 구성하는 단계;

상기 제1 스페이서층 상에, 상기 힌지 지지 포스트와 힌지 요크에 접속되는 변형 가능한 비틀림 힌지를 형성하는 단

계;

상기 제1 스페이서 층에 상에, 상기 어드레스 전극 지지 포스트들에 접속되는 어드레스 전극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기판 상에, 상기 힌지 요크 상의 미러 지지 포스트를 규정하도록 패터닝되는 제2 스페이서층을 피착시키는 단계;

상기 제2 스페이서층 상에, 상기 미러 지지 포스트들에 접속된 복수의 미러를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제1 및 제2 스페이서 층을 제거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미러들이 상기 힌지들을 변형시킴으로써 회전될 수 있고, 상기 힌지 요 크가 상기 금속층의 상기 랜딩 영역과의 

접촉에 의해 상기 미러들의 회전을 제한하며, 상기 금속층은 상기 어레이의 제1 행에서 상기 소자의 상기 힌지 지지 

포스트와 전기적으로 접속하고 상기 어레이의 제2 행에서 상기 소자의 상기 힌지 지지 포스트와 전기적으로 접속하

되, 상기 제1 행의 상기 힌지 지지 포스트가 상기 제2 행의 상기 힌지 지지 포스트와 전기적으로 접속하지는 않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탈 미러 장치 제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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