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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습윤으로 구동하는 이중 광원 조향장치

송현석* · 원정민** · 정상국†

Tandem Light Deflector Operated by Electrowetting

Hyeonseok Song*, Jung Min Won** and Sang Kug Chung†

Abstract This paper presents a new type of electrowetting driven tandem light deflector for high 
performance optical application. To steer an incident light, the proposed light deflector deforms the 
fluid interface using electrowetting actuation. The performance of the light deflector was 
experimentally verified by using a prototype of the proposed light deflector. Single and tandem light 
deflectors were separately prepared using microfabrication processes. The optical tests of the deflectors 
were conducted using a laser light. The proposed tandem light deflector obtained a 45° beam steering 
angle with a 5.3° deflection angle while a single light deflector was required for a 10.9° deflection 
angle to obtain the same beam steering angle. The proposed tandem light deflector with high optical 
capability can be applied to various optical applications from camera modules in mobile smart devices 
to advanced future optical systems.

Key Words : Optical device(광학 장치), Light deflector(광원 조향장치), Liquid prism(유체 프리즘), 
Electrowetting(전기습윤)

1. 서 론 

광원 조향장치(light deflector)는 레이저 검출기, 

내시경, 자유 공간 광학 통신(free-space optical 

communication)과 같은 빠르고 정확한 광원 조향

이 필요한 전기광학(electro-optics)에서 중요하다
(1-3). 하지만, 기계적 구동부가 있는 이동성 거울

(movable mirror)과 모터를 이용하는 기존의 광원 

조향장치는 부피가 크고 전환속도가 느리며 안

정성이 떨어진다(4-6). 이에 따라, 기존의 방식에 

비해 부피가 작고 응답시간이 빠른 액정(liquid 

crystal)과 전기습윤(electrowetting) 기반의 광학 

장치에 한 연구가 진행되었다(7-8). 

액정은 낮은 구동 전압과 유연한 구조성으로 

인해 광원 조향장치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활 

물질(active material)이다(9-13). 액정은 인가하는 전

압에 따라 액정 분자들의 재결합 현상을 이용하

여 굴절각을 조절할 수 있다. 하지만, 액정을 사

용한 광원 조향장치는 복굴절(birefringence)로 인

해 유발되는 편광(polarization)에 의한 의존도가 

크고 다양한 광학 분야에서 요구하는 조향각을 

충족하지 못하며, 효율이 낮은 문제점이 있다(14).

광원 조향장치를 구현하는 다른 방식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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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습윤을 이용한 방식이 있다. 전기습윤은 소수

성 절연막이 도포된 전극에 전압을 인가하여 유

체의 표면 접촉각을 변화시켜 굴절률을 제어하

는 방법이다(15-18). Heikenfeld 연구 그룹은 최초로 

전기습윤을 이용하여 연속적으로 광원의 방향을 

제어할 수 있고 구동속도가 수 ms 인 조향장치

를 개발했다(2). 전기습윤을 이용한 광원 조향장

치는 공정이 간단하고 소모 전력이 낮아 이후 

많은 후속연구가 이루어졌다(19-26). Kuiper 그룹은 

혼합되지 않는 두 유체와 전기습윤을 이용한 초

음파 스캐너를 연구했고(27), Chen 그룹은 전기습

윤을 이용한 광원 조향 어레이를 만들어 태양광 

패널의 광 집중도를 향상시켰다(28). 하지만, 기존

의 전기습윤 광원 조향장치는 단일 계면에서 제

어 가능한 굴절율이 낮다는 한계가 있다(29).

본 논문은 이러한 단점을 개선한 전기습윤으

로 구동하는 이중 광원 조향장치를 제안한다. 

본 장치는 두개의 계면을 전기습윤으로 제어

함으로써 기존의 단일 계면의 조향장치에 비해 

높은 굴절율을 구현할 수 있다. Fig. 1은 전기습

윤 기술로 제작된 이중 광원 조향장치의 도식도

이다. Fig. 1(a)는 조향장치의 초기상태이고, fig. 

1(b)는 상판과 하판에 동일한 전압이 인가될 때, 

유체 계면의 형상이 입사한 광원과 직각이 되며

Fig. 1. Schematic diagram of a tandem light 
deflector actuated by electrowetting: (a) 
initial state; (b) the same voltage; (c) high 
voltage on a top substrate; (d) high 
voltage on a bottom substrate.

 광원이 일직선으로 진행한다. 하지만 장치의 하

판과 상판의 전압을 다르게 인가하면 광원이 서

로 다른 방향으로 굴절된다. Fig. 1(c)와 같이 상

판 전압을 하판보다 높게 인가해주면 광원은 아

래로 굴절되며 fig. 1(d)와 같이 하판의 전압을 

상판보다 높게 인가해주면 광원은 위로 굴절하

게 된다. 

2. 광원 조향장치 제작 및 실험 구성

2.1 광원 조향장치 제작

두 개의 패턴 전극부로 구성된 전기습윤 광원 

조향장치를 제작하기 위해 Fig. 2의 도식도와 같이, 

미세가공(microfabrication) 기술이 사용되었다. 상

판과 하판의 전기습윤 작동부를 제작하기 위해 스

퍼터(sputter) 증착 장비를 이용하여 슬라이드 글라

스 위에 1000 Å 두께의 크롬을 증착하였다. 그리

고 원하는 형상을 패턴(patterning)하기 위하여 감

Fig. 2. Schematic diagram of microfabrication 
processes of a tandem light deflector: (a) 
deposit a Cr layer; (b) deposit a PR layer; 
(c-d) UV exposure and development; (e) 
deposit dielectric and hydrophobic layers; 
(f) assembly of top and bottom subst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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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액(photo resist)을 도포한 후 리소그라피(lithography) 

공정을 거쳐 설계한 형상을 인화하였다. 그리고 패

턴 전극부를 생성하기 위해 크롬 에칭액(etchant)을 

이용하여 감광액이 도포되지 않은 크롬 전극부를 

에칭하고, 남아있는 감광액은 아세톤과 IPA(isopropyl 

alcohol), 정제수(D.I. water)를 이용하여 세정함으

로써 금속 패턴(pattern)을 완성하였다. 그리고 제

작된 금속 패턴 위에 1.6 μm 두께의 절연막

(durimide7505, Fuji film)과 550 nm 두께의 소수막

(cytop, Asahi glass)을 화학증착법 (CVD)과 스핀너

(spinner)를 이용하여 도포하였다. 이와 같은 제작

공정으로 만들어진 전기습윤 패턴 전극은 투명한 

ITO(indium tin oxide) 전극과 아크릴(acrylic)판을 

이용하여 fig. 2(f)와 같은 소형 수조 형태의 이중 

광원 조향장치를 제작하였다. 마지막으로 이곳에 

전도성 유체(D.I water)와 비전도성 유체(silicon oil, 

0.65 cS)를 fig. 1과 같이 주입함으로써 장치를 완

성하였다.

2.2 실험 구성

Fig. 3은 전기습윤으로 구동하는 광원 조향장

치에 한 실험 도식도다. 조향장치의 전기습윤 

구동을 위한 전기 신호를 만들기 위해, 함수발생

기(33220A, Agilent)와 전압증폭기(PZD700, Trek)

를 이용했다. 광원 조향장치의 굴절각을 측정하

기 위해 파장이 532 nm인 레이저(PB256-C 

Optoelectronics Tech Co.)가 사용되었다. 줌 렌즈

(VZMTM 450i eo, Edmund Optics)가 장착된 

CCD 카메라(EO-1312C, Edmund Optics)와 초고

Fig. 3. Schematic diagram of experimental results. 

속 카메라(Phantom Miro eX4, Vision Research Inc.)

를 이용하여 실험영상을 촬영하였다. 

  

3. 실험 결과

제안된 광원 조향장치에 한 구동을 확인하

기 위해, 전극이 도포된 상하 기판에 전압을 인

가하여 유체의 계면 변화를 관찰하였다. Fig. 4

는 단일 광원장치에 한 구동 실험 결과이다. 

상하 기판에 서로 다른 전압을 인가할 때 높은 

전압이 인가된 기판으로 전도성 유체의 퍼짐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전기습윤의 

원리를 이용하여 상하 기판에 인가하는 전압을 

제어함으로써 유체 계면의 형상 변화와 광원 조

향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 결과, 상하 기판에 

각각 60 V, 40 V 전압을 인가하였을 때, 유체 

계면의 접촉각은 36.4 °로 측정되었다. 상하 기

판의 인가전압을 반 로 인가하였을 때, 유체 계

면의 접촉각은 36.7 °로 측정되었다. 상하 기판

에 같은 60 V 전압을 인가하여 전압차가 없을 

때, 유체 계면의 접촉각은 0 °가 되는 것을 확인

하였다.

이중 광원 조향장치에서도 유사한 실험을 수

행하였다. Fig. 5는 전기습윤을 이용한 이중 광

원 조향장치의 다양한 유체 계면의 형상 제어 

결과이다. 상하 기판에 각각 60 V, 40 V의 전압

을 인가하였을 때, 유체 계면의 접촉각은 35.7 °

로 측정되었다. 이와 반 로 상하 기판에 전압을 

인 가 하였을 때, 유체 계면의 접촉각은 36.1 °

로 측정되었다. 이를 통해, 상하 기판의 인가 전

압을 서로 바꾸어도 유사한 유체 계면의 접촉각

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전기습윤을 이용한 광원 조향장치와 532 nm 

레이저 광원을 이용한 굴절 시험 결과는 fig. 6

과 같다. 단일과 이중 광원 조향장치의 실험 결

과를 검토하기 위해 광학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Zemax, LLC)을 이용하여 전기습윤에 의해 가변

하는 유체 계면의 형상에 따른 광원 조향각 변

화를 인가전압을 0 V에서 60 V까지 20 V차이로 

인가하여 비교하였다. 그 결과 전기습윤에 의한 

유체 계면각의 변화에 따른 단일과 이중 조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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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ide-view snapshots of a single light 
deflector in different voltages: (a) high 
voltage on a bottom substrate; (b) the 
same voltage on (c) high voltage on a top 
substrate.

Fig. 5. Side-view snapshots of a tandem light 
deflector in different voltages: (a) initial 
state; (b) high voltage on a top substrate; 
(c) high voltage on a bottom substrate.

Fig. 6. Comparison of simulation and experiment 
results.

치의 굴절각의 차이가 상하 기판의 전압차에 따

라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광원 

조향각은 fig. 6의 조향된 광원의 위치 결과와 

같이, 인가된 전압차에 따라 각각 - 45 °, 0 °, 

45 °로 변화하였다. 레이저 광원의 45 ° 조향을 

위해 필요한 이중 조향장치의 굴절각이 5.3 °인 

반면, 단일 조향장치는 10.9 °로 측정되었다. 이

를 통해, 이중 조향 장치는 단일 조향 장치에 비

해 조향 성능이 약 2배 향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4. 결 론

본 연구는 전기습윤으로 구동하는 이중 광원 

조향장치를 제안한다. 본 장치는 두 유체의 계면

을 전기습윤으로 제어함으로써 기존의 단일 계

면의 조향장치에 비해 높은 굴절율 변화를 구현

할 수 있다. 미세가공 기술로 제작한 이중 광원 

조향장치의 상하 전기습윤 기판에 인가전압을 

제어함으로써 유체 계면의 형상 변화와 광원 조

향을 구현하였다. 단일과 이중 광원 조향장치의 

조향 성능을 검토하기 위해 광학 시뮬레이션 프

로그램(Zemax, LLC)을 이용하였으며 그 결과 이

중 조향장치가 동일한 굴절각 비 단일 조향장

치에 비해 조향 성능이 약 2배 높은 것으로 측

정되었다. 본 기술은 고성능 광학 성능이 요구되

는 고성능 카메라와 첨단 가변 광학기기들에 응

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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