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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ow voltage actuation and high isolation characteristics 
are key features to be solved in electrostatic RF switch design. 
Since these parameters in the conventional parallel plate 
MEMS switch design are in trade-off relation, both 
requirements cannot be met simultaneously. In vertical comb 
design, however, the actuation voltage is independent to the 
vertical separation distance between the contact electrodes. 
Then, we can design the large separation distance between 
contact electrodes to get high isolation. We have designed an 
RF MEMS switch which has -40dB isolation at 5 GHz and 6 V 
operation voltag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fabricated switch 
are being evaluate. 

 

I. 서론 

 
RF 무선 통신 시스템에서 낮은 삽입 손실과 높은 

격리도 특성을 갖는 MEMS 스위치에 대한 요구는 날로 

높아지고 있다[1,2]. 현재 많은 그룹에서 연구하고 있

으며, 여러 가지 형태의 스위치가 발표되고 있다. 이러

한 스위치를 구동 방향 면에서 보면 크게 수직 구동과 

수평 구동의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수직 구동의 경우에는 구동 전압을 낮추기 위해서 접촉 

면의 간극을 가깝게 배치하여 격리도(isolation) 특성이 

낮아지는 반면, 수평 구동의 경우에는 구동부의 면적이 

커져 소형화가 어려운 단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소

형화 및 저 전압 구동, 고 격리도의 특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형태의 스위치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

서 연구한 수직 콤을 이용한 스위치의 경우에는 수직 

구동을 유지하면서 구동 전압이 수직 콤의 콤 사이 간

격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접촉 부위의 간격을 높여 높

은 격리도를 얻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평판형 MEMS 스위치와는 달

리 구동 전압과 격리도 특성이 서로 무관한 수직 콤 구

조 스위치에 대해서 제안 하였으며, 저 전압을 획득하

기 위한 미세 간극 공정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II. 설계 

 
그림 1 에서는 기존 평판형 스위치와 제안한 수직 

콤 스위치의 단면 구조를 간략하게 나타내었다. 평판형 

구조에서는 구동을 위한 전극과 RF 신호의 온-오프

(on-off)를 결정하는 접촉 부위가 동일 평면상에 존재

한다. 구동 전압은 접촉 부위 간격의 제곱에 반비례 하

므로 낮은 전압을 획득하기 위하여 구동 전극 사이 간

격을 최소로 해야 한다. 반면에 수직 콤을 이용할 경우 

구동 전압은 콤 사이의 간격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접

촉 부위 간격과 무관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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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수직 콤을 이용한 MEMS 구조물은 콤 사이 간격이 

2 µm 이상이므로 수십에서 수백 볼트의 구동 전압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콤 사이의 간격을 최소

화 할 수 있는 기술이 확보된다면 저 전압 특성과 동시

에 높은 격리도 특성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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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ㄱ)평판형 MEMS 스위치 단면도 

(ㄴ) 제안한 수직 콤 구조 MEMS 스위치 단면도 

 

그림 2 에서는 제안한 수직 콤 스위치의 단면 개략

도를 보여주고 있다. 유리 기판 위에 RF 신호 라인을 

형성하고 구조물을 실리콘 기판을 이용하여 형성한 후 

양극 접합 본딩 기술 (anodic bonding)로 접합 시키는 

형태이다. 또한, 구조물의 실리콘과 상층 유리 기판을 

본딩하여 웨이퍼 레벨 패키지(wafer level packaging)

를 구현하며 하층 유리 기판에 비아(via)를 형성하여 

칩 마운팅(mounting)을 할 수 있는 구조이다. 패키지와 

비아 연결 부분은 본 논문에서는 구현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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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제안한 수직 콤 구조 MEMS 스위치 개념도 

 

본 논문에서는 기계적 특성이 우수하고 잔여 스트

레스(residual stress)가 거의 없는 단결정 실리콘을 구

조물로 사용 하였다[3,4]. 이는 다음 장에서 언급 할 

미세 간극 형성을 Bosch 공정을 이용하여 구현하는 한

편 폴리실리콘이나 기타 금속 박막에서 발생하는 스트

레스 현상을 최소화 하기 위함이다.  

제안한 스위치는 정전력 구동을 이용한 금속 접촉

식 구조이며, 전압이 가해지면 수직 콤에 의하여 실리

콘 구조물이 유리 기판 위에 형성되어 있는 RF 신호 

라인에 접촉하여 신호가 흐르게 되는 형태이다. 단결정 

실리콘 구조물의 두께는 50 µm 이며, 이 때 10V 이내

의 구동 전압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콤 사이 간격이 

1µm 이내로 유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미세 간극 

형성 및 수직 콤 형성 기법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기

술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수직 콤을 이용한 두 가지 형태의 

스위치를 한 웨이퍼에서 동일한 공정으로 동시에 제작

하였다. 좌우 대칭형 스위치(type 1)와 시소(see-saw) 

타입 스위치(type2)의 두 가지 이며, 각 모델에 대해서

는 표 1 에 정리하였다. 좌우 대칭형 스위치는 전압이 

인가되었을 때 모든 콤이 동일하게 아래 방향으로 움직

이는 반면, 시소 타입의 경우에는 비틀립(tortion) 축을 

중심으로 접촉 부위는 아래로, 반대쪽은 위로 움직이도

록 설계하였다.  

 

     (ㄱ) 

 

    (ㄴ) 

그림 3. HFSS 시뮬레이션 결과 

(ㄱ) 삽입 손실 특성 (ㄴ)격리도 특성 

 

그림 3 에서 HFSS 시뮬레이션 결과에 의한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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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insertion loss)은 접촉 저항이 포함 되지 않은 값

이며, 포함할 경우 5 GHz 에서 0.15 dB 정도의 특성을 

보였다. 또한, 격리도는 접촉 부위 사이의 간격을 5 µ로 

설계 하였을 때 40 dB 이상의 결과를 보였다. 

 

표 1. 좌우 대칭형 스위치와 시소 타입 스위치의 설계 

1.1*1.56-1.30.85Type 2

1.6*1.6613-0.85Type 1

Size
(mm*mm)

Pull-in 
voltage

(V)

Force
(μN)

Torque
(nN⋅m)

Comb gap
(μm)

Contact gap
(μm)

1.1*1.56-1.30.85Type 2

1.6*1.6613-0.85Type 1

Size
(mm*mm)

Pull-in 
voltage

(V)

Force
(μN)

Torque
(nN⋅m)

Comb gap
(μm)

Contact gap
(μm)

42< 0.15Type 2

44
> 30

< 0.15
< 0.3

Type 1

ResultTargetResultTarget

Isolation
(dB)

Insertion loss
(dB)HFSS simulation

(at 5 GHz)

42< 0.15Type 2

44
> 30

< 0.15
< 0.3

Type 1

ResultTargetResultTarget

Isolation
(dB)

Insertion loss
(dB)HFSS simulation

(at 5 GHz)

 

 

III. 제작 

 
높은 종횡비를 갖는 미세 간극 수직 콤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고 종횡비로 실리콘을 건식 식각하는 기술과, 

콤을 형성하기 위한 정렬 오차(align error)를 줄이는 

기술이 필요하다. 전자는 이미 앞서 전술한 바와 같이 

저 전압 구동을 획득하기 위해서이며, 후자는 일반적으

로 수직 콤 형성에서 사용하는 후면 정렬(backside 

align)로는 미세한 콤 사이 간격을 형성 할 수 없기 때

문이다. 정렬 여유(align margin)을 최대로 확보하기 위

한 새로운 콤 구현 방식이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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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실리콘 고 종횡비 식각 기술 

(ㄱ) Abdolvand`s Reduced gap Si 공정 

(ㄴ) 미세 간극 형성 SEM 사진 

본 논문의 설계에서는 종횡비 50:1 이상과콤 사이 

간격 0.8 µm 를 획득하기 위하여 Abdolvand 가 발표한 

reduced Si gap[5] 기술을 응용하였다. 그림 4 에서와 

같이 폴리실리콘을 이용하여 패터닝 한 후 실리콘을 습

식 산화시켜서 식각 마스크의 오프닝(opening)을 줄이

는 방법이다. 이와 함께 Bosch 공정의 가스(gas), 압력, 

전압, 유량 등을 조절하여 높은 종횡비의 실리콘 건식 

식각 기술을 획득 할 수 있었다. 

그림 5 는 전체 공정 흐름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세부 공정 별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Pyrex 

7740 유리 기판에 습식 식각을 통하여 접촉 부위 간격

을 형성 한 후 금 도금 (Au electroplating) 공정을 통

하여 신호 라인을 형성한다. (111) 결정 방향을 갖는 

단결정 실리콘 기판에 앞서 설명한 고 종횡비 식각 기

술을 적용하여 콤 패턴을 형성 한다. 이후 사진 공정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실리콘을 습식 산화한다. 이 방

법은 본 논문에서 새로 개발한 것으로 실리콘과 유리 

기판의 본딩과 CMP 공정 후, 후면 정렬 방식이 아닌 

정면 정렬(top side align)을 가능하게 한다. 이를 통하

여 낮은 정렬 오차를 얻을 수 있으므로 수직 콤을 성공

적으로 구현 할 수 있게 된다. 그림 5. (d)에서는 접촉

을 위한 금 박막을 스퍼터링(sputtering) 공정을 통하여 

형성 한 후 구조물의 이동 변위를 획득하기 위해서 콤

을 부분적으로 10 µm 건식 식각 한다. 그림 5. (f)에서 

구조물의 스프링은 실리콘의 습식 식각을 통하여 4 µm 

두게로 형성하며, 이 후 릴리즈(release) 공정을 통하여 

구조물을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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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공정 흐름도 

 

그림 6 은 실리콘과 유리 기판에 형성되어 있는 

금 접촉 부위가 잘 정렬 되어 있는 것을 보여준다. 그

림 7 은 제작된 두 가지 타입의 광학 현미경 사진을 나

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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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ㄱ) 좌우 대칭 형 수직 콤 스위치 

(ㄴ) 시소 타입 수직 콤 스위치 

 

 

IV. 측정   

  
현재 본 논문에서 설계 및 제작한 스위치의 구조적 

특성 및 RF 특성에 대해 신뢰성 있는 검증을 위해 측

정을 진행 중에 있다. 격리도 특성은 5 GHz 에서 40 

dB 이상으로 높은 값을 보이고 있으나, 구동 전압은 설

계에 비하여 높은 값을 얻었다. 이는 공정 오차에 의하

여 콤 사이 간격이 설계에 비하여 높아졌기 때문이다. 

또한, 패키지를 구현하지 않아 미세 찌꺼기에 의하여 

콤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기 때문에 패키지 인터커넥션

의 추가 공정을 진행하고 있다. 

 

표 2. 제안한 스위치의 구조 및 RF 측정 값 

1.20.8Gap between combs (µm)

5350Thickness of the Silicon structure (µm)

116Control voltage (V)

Meas.Design

1.20.8Gap between combs (µm)

5350Thickness of the Silicon structure (µm)

116Control voltage (V)

Meas.Design

45.0Type 2-Type 2

44.4Type 1-Type 1
Measurement

42Type 20.08Type 2

44Type 10.09Type 1
Simulation

Isolation (dB)Insertion loss (dB)At 5 GHz

45.0Type 2-Type 2

44.4Type 1-Type 1
Measurement

42Type 20.08Type 2

44Type 10.09Type 1
Simulation

Isolation (dB)Insertion loss (dB)At 5 GHz

 

V. 결론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평판형 스위치에서 획득하기 

어려운 저 전압 고 격리도 특성을 얻기 위하여 수직 콤

을 이용한 MEMS 스위치를 제안하였다. 수직 콤 구조

물을 이용한 일반적인 MEMS 구조물의 구동 전압을 낮

추기 위하여 직 콤의 미세 간극을 형성하고, 정렬 오차

를 줄이기 위한 공정 기법을 개발 하였다. 이를 통하여 

50:1 의 고 종횡비 구조물을 구현하였으며, 5GHz 에서

40 dB 이상의 격리도 특성을 얻을 수 있었다. 이 밖의 

스위치 특성에 대해서는 측정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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