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밀공학회 2013년도 춘계학술대회논문집

Si3N4 멤브레인을 이용한 멤스 마이크로폰의 지향 특성 

Directionality Characteristics of MEMS micorphone 

Using Si3N4 membr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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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MEMS 마이크로폰은 기존의 MEMS 및 반도체 

공정 기술을 이용하여 제작하는 초소형 마이크로

폰이다. MEMS 마이크로폰은 낮은 생산비용, 대량 

생산, 초소형으로 제작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군사용, 산업용 의료용 등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현재 소형화 되어가는 휴대용 전자기기에서 기존 

초소형 마이크로폰을 대체하는 추세이며, 이에 따

라 시장 점유율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1,2]. 본 

연구팀에서는 청각장애우의 보조 장치(음원시각

화)에 적용하기 위한 Si3N4 멤브레인 MEMS 마이크

로폰을 제작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개발되는 

MEMS 마이크로폰은 우수한 소리 감도와 어느 

방향에서 음원이 들어와도 감지할 수 있는 뛰어난 

무지향 특성을 가져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MEMS 

마이크로폰의 제작과  음원 방향에 따른 감도 특성 

및 지향 특성을 살펴보았다. 

2. MEMS 마이크로폰의 제작

마이크로폰은 동작원리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

로 분류한다. 본 연구에서는 두 전극간의 정전용량

의 차이를 이용한 정전용량 방식의 MEMS 마이크

로폰을 제작하였다. 진동 전극으로 사용되는 멤브

레인과 음향홀을 갖는 백플레이트를 각각의 웨이

퍼에 제작한 뒤, 본딩 공정을 통해 소자를 완성하였

다. 먼저, 진동막은 실리콘 웨이퍼에 저응력 질화막

을 LPCVD(Low Pressure Chemical Vapor 

Deposition)법으로 형성시키고, 금 전극을 증착시

킨다. 그런 후 후면에서 DRIE 식각을 진행하여 

멤브레인을 제작하였다. 백플레이트는 KOH를 이

용한 식각공정을 이용하여 기판 두께를 약 300 

um로 조절한 다음 전면 DRIE 식각을 통해 음압이 

빠져나갈 수 있는 에어홀을 형성하고 전극을 증착

하여 백플레이트를 만들었다. 제작된 멤브레인과 

백플레이트에 접합용 솔더 금속(Au/Sn)을 증착한 

후 eutectic 접합공정을 진행하여 MEMS 마이크로

폰을 완성하였다. Fig. 1은 제작된 멤브레인과 백플

레이트를 보여준다.

    (a)Membrane        (b) Backplate

Fig. 1 Microscope images of MEMS microphone

3. MEMS 마이크로폰의 지향특성 

MEMS 마이크로폰의 지향특성을 측정하기 위

해서 고정된 스피커로부터 마이크로폰이 360도 

회전 할 수 있는 실험 장치를 구성하였다. 교정용 

마이크로폰과 제작된 MEMS 마이크로폰을 음원

으로부터 동일선상에 배치 시켜 같은 위상으로 

음압을 측정하였다. MEMS 마이크로폰은 음원으

로부터 최소 1.5 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였으며 

지향 특성 측정 시 음원 유입각은 약 30도 간격으로 

변경하면서  측정하였다. 음원으로 1 kHz의 정현파

를 발생시켜 MEMS 마이크로폰의 감도를 측정하

였으며, 옥타브밴드의 중심 주파수들을(125 Hz, 

250 Hz, 500 Hz, 1 kHz, 2 kHz, 4 kHz, 8 kHz, 16 

kHz) 이용하여 지향특성을 측정하였다. Fig. 2는 

실험장치의 구성도와 360도 회전 할 수 있는 MEMS 

마이크로폰 거치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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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easurement setup and directivity plate 

4. 결론

본 연구는에서는  초소형, 고감도의 정전용량 

방식의 MEMS 마이크로폰을 제작하기위해 유연

한 저응력 Si3N4 멤브레인 및 Si 웨이퍼 백플레이트

를 사용하여 소자화하고, 음원의 유입 방향에 따른 

지향특성을 측정하였다. 먼저 스트레스를 줄인 

Si3N4 멤브레인을 사용하여 진동판을 구성하고 

MEMS 공정을 사용하여 초소형 마이크로폰을 제

작하였다. 제작된 마이크로폰을 동작시키기 위해

서 CMOS preamp를 사용하였으며, 이때 음향 신호

에 대한 감도특성을 평가하였다. 또한 음원 유입방

향에 대한 지향성 측정을 하기위해서 장치를 구성

하고 그에 따른 특성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125 

Hz ~ 4 KHz 까지 우수한 무지향 특성을 보여주었다. 

일상생활에서 감지되는 소리와 장애우들에게 중

요한 알람소리들의 주파수를 고려할 때 장애우 

보조 장치 사용에 적합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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