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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장 해석에 의한 자력 구동방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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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ugh the Coupled Physics Analy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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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A micromirror for a laser display system actuated by the electromagnetic force induced by the surface coil 

and the permanent magnet was designed and analyzed through the coupled physics analyses incorporating the 

electromagnetics, mechanics, and electrothermal analysis because the mechanical rotation of the micromirror is driven by 

the electromagnetic driving force. The proposed micromirror has two torsion beams to sustain the mirror plate which has 

surface coils on the top and the two permanent magnets exists on both sides of the micromirror for an external 

magnetic field source. The designed micromirror has the resonant frequency of 3.82kHz. When the magnetic field of the 

permanent magnet is 0.4T, the coil has 4 turns, and the current density of coil is 3.6A/mm
2
, the estimated z axis 

displacement of the mirror plate edge is 0.23mm which corresponds to the rotation angle of 14.2˚. When considering the 

joule heating in the current-carrying coil, the maximum temperature of the mirror plate is obtained as 300.045K, which 

induces the negligible changes in the rotation angle and the resistance of the c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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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MEMS(Microelectromechanical system) 기술을 이용한 

마이크로미러(micromirror)는 1970년  단결정 실리콘을 소

재로 처음 연구[1]되기 시작하 다. 기에는 주로 디스

이용으로 개발이 이루어져 Texas Instruments사의 

DMD(Digital Micromirror Device)[2]의 성공 인 상업화를 

통해 기술 ․상업  가능성을 확인한 후,  통신[3]이나 

의료용 스캐 [4] 등으로 연구분야를 넓  왔으며, 최근에는 

고용이나 리젠테이션용의 이  디스 이 시스템[5]

에도 활용되고 있다. 창기의 마이크로미러 구조는 제작기

술상의 한계와 력 소모, 신호처리 회로와의 집 화, 그

리고 배열화(array) 등의 측면에서 강 이 있는 정

(electrostatic) 구동방식을 갖고 있었으나, 이후 다양한 재료

들을 사용한 보다 복잡한 3차원  구조의 구 이 가능해지

면서 열 팽창을 이용하거나 압 재료를 이용한 구조, 그리고 

자기력을 이용하여 마이크로미러를 구동시키는 구조들이 

개발되었다[3]. 이들 가운데 자기력[6]에 의해 구동되는 마

이크로미러는 압 입력으로도 큰 힘을 발휘하도록 하여 

큰 구동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디스 이 시스

템에서 많은 주목[7]을 받고 있다.

그래픽 애니메이션 등에 활용되는 이  디스 이의 

경우 고속 구동이 요구되는 응용분야로써 MEMS 기술을 이

용한 자력 구동방식의 마이크로미러를 채택하고자 하는 

경우 고속동작을 해 먼  공진주 수를 요구되는 수 으

로 설계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미러 지지구조의 강성

(stiffness)이 결정되게 되는데, 이는 회 각을 결정하는 

요 인자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동작환경으로부터 제공 가능

한 인가 압( 는 류)과 자기장, 그리고 앞서 결정된 강성

을 고려하여 요구되는 회 각이 얻어질 수 있을 정도의 충

분한 구동력이 발휘되도록 구동부를 설계한다. 이때 구동부

의 핵심요소인 코일에 흐르는 류는 Joule 발열에 의해 소

자의 온도를 상승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열 팽창에 의해 

소자가 오동작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자력 구동방식의 

마이크로미러 설계에서는 이러한 열 특성 해석이 반드시 포

함되어야 한다.

술한 바와 같이 자력 구동방식의 마이크로미러는 기

본 으로 (1) 공진주 수와 회 각 결정과 련된 역학

(mechanics), (2) 코일에서의 류분포를 결정하는 정 기학

(electrostatics), (3) 류에 의한 자기장 발생과 외부 자기장

과의 상호작용을 결정하는 자기학(magnetics), 그리고 (4) 

Joule 발열과 이에 따른 열 팽창을 결정하는 기-열-구조

역학(electro-thermo-mechanics) 등의 다  물리

(multi-physics) 상에 기반하고 있다. 더욱이 이들은 상호 

독립 으로 동작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의존 으로 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이들을 고려한 마이크로미러의 설계는 복

합장 해석(coupled physics analysis)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종래의 설계들에서는 기술상의 한계 등으로 인해 개별 물리

상들을 독립 으로 다루어 설계가 진행되었고 이로 인해 

설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복합장 고유의 특성을 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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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어려웠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상용 로그램인 COMSOL 

Multiphysics
TM
의 FEA(Finite Element Analysis) 환경을 통

해 술한 다  물리 상들을 모두 고려하는 복합장 해석

에 기반한 설계기법을 제시함으로써 종래의 설계 근법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정확하고 빠른 설계기법을 도출

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설계목표는 beam spot이 큰 이  

디스 이에 용 가능한 4kHz 공진주 수를 갖는 마이크

로미러를 복합장 해석기법을 통해 설계하는 것이다. 설계하

고자 하는 마이크로미러는 SOI(silicon on insulator) 기 에 

Cu 재질의 코일을 갖는 것으로 가정하 으며, 마이크로미러

의 자기 특성과 구동 특성, 열 달에 의한 구조변형 특성, 

주 수 응답특성 등을 완  복합장 해석으로 분석하 다.

2 . 본  론

2 .1 기본 이론

그림 1과 같은 마이크로미러의 구동각 θ은 식 (1)의 운동

방정식에 의해 결정된다. 이때 Im은 성 모멘트(moment of 

inertia)이고, C는 감쇠 계수(damping coefficient)이며 Kφ는 

지지빔의 비틀림 강성(torsional stiffness)이다.


  (1)

이때 torsion beam을 구동각 θ로 비틀리기 한 기계  

토크는 식 (2)와 같다[8].

 


(2)

여기서 K는 torsion beam의 단면형상에 의존하는 상수이

고, G는 torsion beam 물질의 shear modulus이며, lb는 

torsion beam의 길이를 나타낸다. 폭이 wb, 두께가 tb인 사

각형 단면의 torsion beam이 Hook's law를 따르는 등방성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고 가정할 경우 K는 식 (3)과 같이 주

어지는데 여기서 2a = min(wb, tb), 2b = max(wb, tb)이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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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자력 구동방식 마이크로미러의 모식도

F ig. 1 Schematic view of a micromirror driven by the 

electro-magnetic force

성 모멘트가 식 (4)와 같이 주어지는 경우 마이크로미

러의 공진주 수는 식 (5)와 같이 결정되며 이로부터 표 1

과 같이 설계변수들을 설정함으로써 3.98kHz의 공진주 수 

특성을 가지는 마이크로미러를 설계할 수 있다. 이때 m은 

마이크로미러의 질량이고, ρ는 마이크로미러의 도, 그리고 

lm, tm, wm은 각각 마이크로미러의 길이, 두께, 폭이다. 표 1

의 설계값들에서 마이크로미러의 크기는 이  디스 이 

응용에서 요구되는 값으로 선정되었으며, 설계된 마이크로미

러가 SOI 기 을 사용하여 제작한다고 가정하고 미러 과 

스 링의 두께를 결정하 다.

  



 (4)

  

 







 






(5)

표  1 마이크로미러의 설계 치수

Tab le 1 Geometrical dimensions of micromirror

Parameter Value

Length of mirror lm  4 mm

Width of mirror wm  4 mm

Thickness of mirror tm  60 μm

Length of torsion beam lb  1 mm

Width of torsion beam wb  200 μm

Thickness of torsion beam tb  60 μm

그림 1처럼 류 I가 흐르는 코일이 자기장 B 내에 치

할 경우 Ampere의 법칙에 의해 코일은 자기장 B와 류 I

의 방향에 수직한 방향으로 자기력 F를 받게 되며 이 힘

이 마이크로미러의 회  구동력이 된다. 자기장 B에 의해 

코일에 작용하는 총 토크는 식 (6)과 같다. 여기서 L은 코일

이 형성하는 사각형의 길이이고, W는 그 폭이다[10].





 (6)

코일에 흐르는 류는 Joule 발열에 의해 열을 발생시키

고 이 열은 마이크로미러로 도되어 마이크로미러의 변형

을 일으킬 수 있다. 식 (7)로 주어지는 열 달 방정식으로

부터 Joule 발열 Q(t)에 의한 온도변화 ΔT를 계산할 수 있

으며 이로부터 마이크로미러를 구성하는 재질의 열팽창 계

수를 고려함으로써 최종 인 마이크로미러의 열 변형을 얻

게 된다[11]. 이때, Cp와 k는 각각 비열과 열 도도이다.



∇∙∇ (7)

 

2 .2  완  복합장 해석을 통한 마이크로미러의 설계 검증

2 .2 .1 공진모 드 해석

그림 2의 모드해석으로부터 얻어지는 마이크로미러의 기

본 모드는 지지빔의 비틀림 모드이며, 2차 모드는 지지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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굽힘 모드이다. 마이크로미러의 기본 모드인 비틀림 모드에

서 주 수는 3.82kHz의 주 수를 보 고, 2차 모드인 굽힘 

모드에서는 7.16kHz의 주 수가 얻어졌다. 목표설계치인 

4kHz와는 4.5%, 술한 이론  계산값과는 4.02%의 오차를 

보이고 있으며 2차 모드와의 주 수 차이 한 충분히 커서 

2차 모드에 의한 간섭을 무시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a)                       (b)

그림 2 마이크로미러의 공진주 수 해석; (a) 마이크로미러

의 기본 모드 (b) 마이크로미러의 2차 모드

F ig. 2 Modal analyses of the micromirror: (a) fundamental 

mode, (b) 2nd mode

2 .2 .2  구동력 해석을 한 자기 복합장 해석

류에 따른 구동력 변화를 분석하기 해 코일의 감기 

회수를 4번으로 가정하고 자기장의 세기는 0.4T로 정하 으

며, 코일의 류 도를 0A/mm
2
로부터 3.6A/mm

2
까지 변화

시켰다. 그림 3은 자기 복합장 해석을 한 모델을 보여

다. 그림 3은 구자석과 마이크로미러의 mesh 구조를 나

타내는데, 물리량의 변화가 작은 구자석은 상 으로 격

자가 큰 반면 코일이 분포하는 마이크로미러는 보다 작은 

격자를 사용하 다.

그림 3  FEA 해석을 한 마이크로미러의 mesh 구조

F ig. 3  Meshed micromirror for FEA analyses

그림 4는 마이크로미러 양쪽에 치한 구자석 사이의 

자속 도 분포를 나타낸다. 구자석 표면의 자속 도는 설

계값인 0.4T이고 마이크로미러의 앙 부분으로 갈수록 자

속 도는 0T에 가까워지며 코일이 있는 부분의 자속 도는 

약 0.08T이다.

그림 5는 그림 4의 자기장 내에 서로 다른 횟수의 코일이 

감긴 마이크로미러가 놓일 때 지지빔이 받는 토크를 나타낸

다. 코일을 1회 감았을 경우 지지빔이 받는 토크를 기 으

로 한다면, 코일의 감기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토크가 증가

하지만 5회부터는 지지빔이 받는 토크의 증가율이 약 17% 

이하로 감소한다. 따라서 코일의 감기 횟수를 지지빔이 받

는 토크의 증가율이 약 24%인 4회로 결정하 다.

  

           (a)                         (b)

그림 4 치에 따른 자속 도 분포; (a) 자속 도 측정 치

(A-A') (b) 자속 도 분포곡선

F ig. 4 Magnetic flux density distribution; (a) contour plot (b) 

line plot along the 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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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코일 감기 횟수에 따른 토크의 크기

F ig. 5  Driving torque as a function of the coil turns

 

그림 6은 코일을 1번 감았을 경우와 4번 감았을 경우, 식 

(6)에 의해 코일이 받는 자기력의 계산값과 복합장 해석

을 통해 얻어진 결과값을 비교한 그래 이다. 두 결과는 약 

10%의 오차를 보이고 있지만 코일의 류 도가 증가함에 

따라 자기  구동력이 선형 으로 비례하는 경향에서는 

일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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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코일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계산값과 시뮬 이션 

결과 비교

F ig. 6 Magnetic forces obtained from the analytical model 

and the FEM sim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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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3  마이크로미러의 구동특성 분 석

그림 7(a)는 코일의 류 도에 따른 마이크로미러 끝부

분의 z축 변 를 나타낸 시뮬 이션 결과이다. 코일의 류

도가 3.6A/mm
2
이고 코일을 1회 감았을 경우 z축 변 는 

약 0.23mm이고, 4회 감았을 경우의 z축 변 는 약 0.5mm로 

류 도가 증가할수록 z축 변 는 선형 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그림 7(b)의 코일을 1회 감았을 경우와 4회 감았을 

경우의 z축 변 로부터 마이크로미러의 구동각을 계산하면 

그림 7(c)와 같다. 마이크로미러의 구동각은 코일의 류

도가 3.6A/mm
2
이고 코일을 1회 감았을 경우는 약 6.5 〫의 회

각을 보 고, 코일을 4회 감았을 경우는 약 14.2 〫의 회

각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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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c)

그림 7 (a) 마이크로미러의 구동각 해석과 코일의 류 도

에 따른 (b) 마이크로미러의 z축 변 , (c) 마이크로

미러의 구동각

F ig. 7 (a) Contour plot of the micromirror deformation, Max. 

displacement(b) and Max. tilting angle(c) as a 

function of the applied current density

2 .2 .4 Joule 발열에 의한 마이크로미러의 열 변 형 분 석

Joule 발열에 의한 마이크로미러의 열 변형 해석의 경우 

자기장의 향을 고려할 필요가 없어 구자석과 외부계를 

제외하고 모델링하 다. 그리고 술한 모드 해석과 구동 

해석에서는 그 두께가 매우 얇아 마이크로미러와 코일의 

연을 해 삽입되는 실리콘 산화막(SiO2)을 무시하 으나 

열 변형 해석에서는 실리콘 산화막의 열 도도가 1.4W/m

⦁K[12]로 매우 낮기 때문에 모델에 포함하 다.

그림 8(a)는 코일의 류 도가 3.6A/mm
2
일 때 마이크로

미러의 온도 분포와 열 변형을 보인다. 이때 마이크로미러

의 온도는 300.045K까지 상승하 고, 마이크로미러의 앙 

부분은 아래로 오목하게 들어간 형태로 변형이 발생하 으

며 네 모서리 부분은 로 휜 형태로 변형되었다. 코일에서

는 Joule 발열에 의해 많은 열 에 지가 공 되지만 이를 

장할 수 있는 실리콘 재질의 마이크로미러가 낮은 열 

도도를 갖는 산화막에 의해 차폐되어 있고 속재질의 코일

은 높은 열 도도를 갖기 때문에 외부로의 열 도를 통해 

Joule 열이 마이크로미러에는 남지 않게 되어 0.045K의 매

우 작은 온도상승만이 얻어졌다. 이러한 온도 증가는 마이

크로미러를 구성하는 실리콘과 실리콘 산화막 사이의 열 팽

창 계수 차이 때문에 술한 형태의 기계 인 변형을 유발

한다. 그리고 0.045K의 온도 변화는 코일의 구성 재료인 구

리의 항 온도계수를 고려한 계산에 의해 코일의 항을 

51Ω에서 51.01Ω으로 약 0.02%만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계산

된다. 따라서 설계된 마이크로미러에서는 Joule 발열에 의한 

마이크로미러의 열 변형이나 코일의 항 변화는 무시할 수 

있다.

            (a)                       (b)

그림 8 마이크로미러의 열 달 시뮬 이션 결과; (a) 구조 

변형, (b) 온도 분포

F ig. 8 Simulation result of heat transfer analysis of 

micromirror

그림 9는 마이크로미러의 치에 따른 열 변형 정도를 나

타낸다. 마이크로미러의 양 끝 모서리 부분의 z축 변형은 각

각 1.64μm와 1.87μm의 값이 얻어졌는데, 좌우 변형이 다른 

것은 그림 1에서와 같이 미러 에 형성되는 코일이 기  

연결을 고려하여 좌우 양측이 비 칭 으로 배치되었기 때

문이다. 이 값은 각각 0.047˚, 0.053˚의 구동각에 해당하는 변

형으로써 마이크로미러의 구동각 특성에 큰 향을 주지 못

한다. 한 일반 으로 원형  조사를 고려한다면 이와 같

은 마이크로미러 각 끝단의 변형은  특성에도 무시할만

한 향을 주는 것으로 단된다. 하지만 이는 0.045K의 매

우 작은 온도변화에 응되는 값으로써 마이크로미러의 동

작 온도범 를 고려한다면 실제 제작되는 소자는 항온 패키

징하여 사용하거나 면 의 미러 을 보다 강건하게 만들

어주는 보강 구조를 채택해야 할 것이다.

            (a)                         (b)

그림 9 마이크로미러의 치에 따른 z 축 변 ; (a) z축 변

 측정 치(A-A') (b) z 축 변  측정 결과

F ig. 9 Thermal deformation in the Z-direction: (a) contour 

plot, (b) line plot along the 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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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자기, 구조역학, 그리고 열 해석들을 고

려한 복합장 해석을 통해 이  디스 이에 용 가능한 

마이크로미러를 설계하고 그 결과를 검증하 다. 마이크로

미러는 4kHz의 공진주 수를 갖도록 설계되었는데 이를 

해 마이크로미러의 두께와 지지빔의 두께는 60μm로, 지지빔

의 길이와 폭은 각각 1mm, 200μm로 설계하 다. 동작조건

으로 0.4T의 자기장을 발생시키는 구자석을 사용하는 것

으로 가정하 으며 마이크로미러 표면에는 구리 코일을 4회 

감는 것으로 가정하 다.

제안된 자기력 구동형 마이크로미러는 설계목표 로 기

본 모드인 비틀림 모드에서 3.82kHz의 공진주 수를 가지고 

있으며, 2차 모드인 굽힘 모드는 기본 모드로부터 충분히 떨

어진 7.16kHz의 공진주 수를 나타내었다. 코일에 흐르는 

류 도가 3.6A/mm
2
일 때 마이크로미러 양 끝 부분에서 

약 0.23 mm의 z축 변 가 얻어졌으며 이는 약 14.2˚의 구동

각에 해당된다. 이 때 코일에서 발생하는 Joule 열에 의한 

마이크로미러의 표면 온도는 300.045K이었으며, 열 변형 해

석 결과 마이크로미러의 구동 각에 최  0.05˚의 향을 주

는 1.87μm의 변형이 얻어졌다.

이상과 같이 본 논문에서는 이  디스 이 시스템 응

용을 해 기본 성능지표인 구동각과 공진 주 수를 분석하

고, 이에 덧붙여 구동 류에 의한 Joule 발열에 의한 향

을 해석하 다. 자체 발열에 의한 향이 무시될 수 있을 

정도 으므로 제안된 마이크로미러는 외부 열원을 차폐한다

면 열 으로 안정한 상태에서 빠른 구동 속도와 큰 구동각

을 요구하는 이  디스 이 시스템에 용 가능할 것으

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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