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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research, a MEMS vibratory gyroscope with dual-mass system in the sensing mode has been 

proposed to increase the stability of the device using wide bandwidth. A wide flat region between the two resonance 

peaks of the dual-mass system removes the need for a frequency matching typically required for single mass vibratory 

gyroscopes. Bandwidth, mass ratio, spring constant, and frequency response of the dual-mass system have been analyzed 

with MATLAB and ANSYS simulation. Designed first and second peaks of sensing mode are 5,917 and 8,210Hz, 

respectively. Driving mode resonance frequency of 7,180Hz was located in the flat region between the two resonance 

peaks of the sensing mode. The device is fabricated with anodically bonded silicon-on-glass substrate. The chip size is 

6mmⅹ6mm and the thickness of the silicon device layer is 50μm. Despite the driving mode resonance frequency decrease 

of 2.8kHz and frequency shift of 176Hz from the sensing mode due to fabrication imperfections, measured driving 

frequency was located within the bandwidth of sensing part, which validates the utilized dual-mass concept. Measured 

bandwidth was 768Hz. Sensitivity calculated with measured displacement of driving and sensing parts was 

22.4aF/deg/sec. Measured slope of the sensing point was 0.008dB/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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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자이로스코 (gyroscope)는 물체의 회  속도를 측정하는 

성 센서로서 가속도계와 더불어 물체의 움직임이나 치 

는 자세를 제어하는 시스템에 필수 인 부품이다[1]. 기존

의 자이로스코  응용은 크기와 제작 비용에 제한을 받지 

않는 항법  군수 분야에 국한된 반면, 최근 반도체 공정과 

MEMS(Micro-Electro-Mechanical Systems) 기술의 발달로 

소자의 소형, 경량화  가 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가

용, 산업용,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그 응용 분야

를 넓 가고 있다[2-17]. MEMS 기술을 사용할 경우 반도

체 일  공정(batch fabrication)에 기반 한 소형화  량 

생산이 가능하고, 구동, 제어, 검출 회로와의 집 이 가능한 

장 이 있다[5]. 이러한 장 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공정 

는 micromachining 공정을 사용한 제작 공정상의 오차로 인

한 소자의 치수 변화는 성능의 일 성과 안정성, 수율을 

하시키는 요인이 된다. 사진 식각(photolithography) 공정  

식각(etching) 공정 후의 구조물 치수 변화가 그 표 인 

로, 단결정 실리콘을 구조체로 사용하는 공진형 MEMS 

자이로스코 의 경우 스 링의 폭이 얇아지거나 에치홀

(etch-hole)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 발생하는 구동부와 검출

부 사이의 mode mismatching 상은 성능과 수율에 큰 

향을 미친다[3-5].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Painter et al.은 피드포워드

(feedforward)  피드백(feedback) 제어로 구성된 2단 제어 

구조(dual stage control architecture)를 사용하 다[18]. 

Acar et al.은 공진 주 수의 변동을 보상하기 해 구동부

와 검출부의 역폭을 증가시키는 두 가지 방법을 제안하

다. 구동부의 역폭을 증가시키기 해 일정한 값으로 공

진 주 수가 증가하는 복수개의 공진기를 사용하거나[19], 

검출부의 역폭을 증가시키기 해 2자유도의 공진기를 사

용하 는데, 두 개의 질량체를 검출부에 사용한 경우 성능은 

향상되었으나 공진 주 수가 상용화 할 수 있는 자이로스코

에 비해 낮았다[20]. Jeon은 두 개의 질량체를 자이로스코

의 구동부에 용하여 역폭을 증가시키고 mode 

mismatching 상을 개선하고자 하 으나, 자이로스코  측

정 시스템 구성시 구동부보다 검출부의 역폭을 증가시키

는 것이 회로 구성상 용이하다[21]. 

  본 논문에서는 공진형 MEMS 자이로스코 에 이  질량 

시스템을 용하고, 상용화 가능한 공진 주 수 역으로 설

계하여 검출부에 용함으로써 Bosch 공정을 사용하여 자

이로스코 를 제작할 경우 발생하는 mode mismatching에 

따른 성능 하 상의 해결 가능성을 타진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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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이로스코  설계

2.1 이  질량체 모델링과 자이로스코  설계

  그림 1은 진동형 자이로스코 의 검출부에 이  질량체를 

용한 시스템의 집 질량 라미터 모델(lumped parameter 

model)이다.

그림 1 검출부에 이  질량체가 용된 시스템의 모델

Fig. 1 Lumped parameter representation of the dual-mass 

system in the sensing part

  검출부에 이  질량체가 용된 시스템의 운동 방정식은 

식(1)과 같이 주어지며, 여기서 y, m, c, k, Fc는 각각 검출 

방향 변 , 질량, 감쇠(damping) 계수, 스 링 계수, 가진력

의 크기이다. 식(1)로부터 이  질량 시스템의 주 수 특성

을 계산하여 도시하면 그림 2와 같다. 두 질량체  m2의 

주 수 특성에는 두 개의 피크(peak) 사이에 편평한 구간이 

형성되는데, 이 구간을 자이로스코  검출부의 역폭으로 

사용할 경우 제작 공정 오차에 의해 공진 주 수가 변화하

더라도 감도가 크게 변하지 않게 되고, 주 수 튜닝을 하지 

않아도 구동부와 검출부의 주 수 mode mismatching 상

을 극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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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은 앞서 도출된 주 수 특성을 바탕으로 설계한 검

출부에 이  질량 시스템이 용된 자이로스코 의 모식도

이다. 체 질량체는 3개의 부분(driving mass, frame mass, 

proof mass)으로 나 어져 있으며 구동부는 3개의 질량체가 

모두 움직이며, 각속도가 인가될 경우 frame mass와 proof 

mass가 움직여서 검출을 하게 된다. 자이로스코 의 구동은 

comb-drive 극을 사용하 고, 각속도 인가시 발생하는 코

리올리의 힘을 검출부 평행  극의 정  용량 변화에 의

해 검출하여 각속도를 구하게 된다. 이  질량 시스템의 특

징인 상 으로 낮은 감도, 가형 모델의 특성을 살리고 

웨이퍼의 소자 개수를 증가시키기 하여 소자의 크기는 

6mm×6mm로 설계하 으며, 구동부의 공진 주 수는 7kHz, 

감도는 29.76aF/(deg/sec)로 설계하 다.

 

그림 2 이  질량 시스템의 주 수 특성

Fig. 2 Typical frequency response of the dual-mass 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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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검출부에 이  질량 시스템이 용된 자이로스코

의 모식도

Fig. 3 Perspective view of the designed gyroscope

2.2 검출부  구동부 설계

  체 소자의 단면 (footprint), 구동 극, 검출 극, 앵커

(anchor) 등의 크기가 고정이 되어 있고, 이  질량 시스템

의 특성에서 proof mass의 크기는 작을수록 좋기 때문에 질

량비(proof mass / frame mass) μ는 0.101로 설계하 다[22]. 

공진 주 수는 스 링의 길이를 사용하여 조  하 으며 

folded beam 형태의 스 링을 사용하 다. 표 1은 설계한 자

이로스코 의 검출부 주 수  스 링의 설계 변수이다.   

  

공진 주 수
Frame mass 7,010Hz

Proof mass 7,010Hz

Proof mass의 제1공진 5,917Hz

Proof mass의 제2공진 8,210Hz

질량비
(μ=proof mass/frame mass) 0.101

평행  극 갯수 132

스 링

두께 4μm

갯수 4
(Folded beam)

길이
Frame mass 160μm

Proof mass 272μm

표   1  설계한 자이로스코  검출부 설계 변수

Table 1 Designed parameters of the sensing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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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부는 하나의 질량체를 이용하여 설계하 으며, 구동

부의 공진 주 수가 검출부의 편평한 부분에 치하도록 이

 질량체의 주 수 특성으로부터 구동부 공진 주 수를 결

정하 다. 설계된 구동부의 공진 주 수는 7,180Hz이며 설계

된 구동부와 검출부의 주 수 특성을 MATLAB을 사용하여 

도시하면 그림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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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설계된 자이로스코 의 주 수 응답 특성

Fig. 4 Frequency response of the designed gyroscope 

  그림 5는 설계된 이  질량 시스템의 검증을 하여 유한 

요소 해석 로그램인 ANSYS를 사용하여 조화 운동 해석

(harmonic analysis)을 수행한 결과이며, 구동 주 수, proof 

mass의 특성  두 개의 공진 주 수가 설계값을 바탕으로 

한 MATLAB과 비슷한 결과를 갖는 것을 확인하 다. 해석 

결과가 MATLAB 시뮬 이션 결과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

는 것은 100Hz 단 로 해석을 수행하 기 때문이다.

  

그림 5 유한 요소 해석에 의한 이  질량 시스템의 주 수 

특성 

Fig. 5 Frequency response of the designed dual-mass 

system simulated with finite element analysis tool

설계상 혹은 공정 후의 성능 변화를 측하기 하여 질

량, 스 링 강성, 감쇠 계수 등의 변화에 따른 이  질량 시

스템의 주 수 응답 특성의 변화를 확인하 다 (그림 6). 제

작 공정 후 일반 으로 찰되는 경향인 질량  스 링 상

수의 감소에 따라 두 피크 사이의 편평한 역이 증가하

고, 공진 주 수는 각각 증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a) 질량이 증가하는 경우

 

(b) 스 링 상수가 감소하는 경우

그림 6 이  질량 시스템의 주 수 응답 특성 변화

Fig. 6 Changes in frequency response of the proof mass 

due to mass reduction

  그림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 으로 주 수 특성에의 

향이 작은 감쇠 계수의 경우 c1의 증가에 따라 편평한 

역이 증가하 고, c2의 증가에 따라 Q값(quality factor)이 

감소하 다. 단일 질량체를 사용한 자이로스코 의 경우 감

쇠 계수의 변화에 따른 Q값의 변화가 커서 진공 실장

(vacuum packaging)에 의한 감도  성능 개선 효과가 크

다. 반면 이  질량체를 사용할 경우 그림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진  부근에서는 Q값이 비교  크게 변하지만 실제 

사용될 편평한 역의 경우 상 으로 감쇠 계수에 둔감하

여 진공 실장을 통한 성능 개선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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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1이 증가하는 경우

 

 

(b) c2가 증가하는 경우 

그림 7 이  질량 시스템의 주 수 응답 특성 변화

Fig. 7 Changes in frequency response of the proof mass 

due to damping coefficient variation

3. 제작 결과

  소자의 제작에는 두께 50μm의 단결정 실리콘 층이 형성

된 Silicon-On-Glass(SiOG) 기 과 한 장의 마스크를 사용

한 제작 공정이 사용 되었다[23]. 그림 8의 주사 자 미

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  하부에서 푸 (footing) 상에 의한 소자의 열화는 

찰되지 않았으나 스 링 폭과 에치홀의 크기 변화에 따른 

질량 변화는 완벽하게 방지할 수 없었다. 표 2는 제작된 소

자의 최종 치수를 정리한 것으로, 제작 공정에 따른 치수 변

화가 기  하부에서 상 으로 심한 것을 확인하 다. 스

링 상부의 폭(ws,t)이 설계치보다 작아진 것은 사진 식각

(photolithography) 공정 시 패턴의 크기가 작게 형성되고, 

Bosch 공정 도  식각 마스크가 일부 식각된 것이 주원인

이며, 스 링 하부 폭(ws,b)의 경우 기 이 두껍고, 사용된 

Bosch 공정 조건이 제공하는 식각면의 수직도가 낮아 식각

이 진행됨에 따라 수평 방향으로도 식각되어 더 얇아진 것

으로 단된다.  

(a) 체 소자

 

(b) 에치홀

 

(c) 스 링

 
그림 8 제작된 소자의 주사 자 미경 사진

Fig. 8 SEM images of the fabricated gyroscope

 
  그림 8과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정 후 스 링 선폭

(ws,t와 ws,b)이 감소하고 에치홀의 크기(we,t와 we,b)가 증가하

여 소자의 질량과 스 링의 강성이 감소하 으며, 이에 따라 

질량비와 공진 주 수 한 변화할 것을 상할 수 있다. 

공정 후 측정된 치수로 계산한 공진 주 수와 질량비는 표 

3과 같다. 제작된 소자는 구동부와 검출부 각각의 공진 주

수가 2kHz 이상 감소하 고, proof mass의 peak 역시 

2-2.8kHz 정도 감소하 다. 질량비는 0.101에서 0.093으로 

감소되었다. 

  

  설계값 측정값

에치홀의
크기

상부(we,t) 12 12.6

하부(we,b) 12 14.4

스 링
폭

상부(ws,t) 4 3.55

하부(ws,b) 4 2.51

Comb-
drive 극 폭

상부 3 2.7

하부 3 2.41

평행
극 폭

상부 6 5.71

하부 6 5.31

표   2  설계된 치수와 공정 후 변화된 치수 (단 : μm)

Table 2 Designed and measured dimensions (unit: 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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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값 계산값

공진

주 수

구동부 7,180Hz 4,683Hz

검출부

Frame
mass

7,010Hz 4,553Hz

Proof
mass

7,010Hz 4,728Hz

Mass ratio 
(m)

0.101 0.093

Proof mass
1st peak 5,917Hz 3,986Hz

2
nd
 peak 8,210Hz 5,457Hz

표  3 공정 후 변화된 치수를 용한 경우의 주 수와 질

량비 변화

Table 3 Changes in resonance frequencies and mass ratio 

due to fabrication imperfections 

 

  그림 9는 공정 오차로 인하여 발생된 스 링 폭과 소자의 

질량 변화를 용한 주 수 특성 그래 이다. 스 링 강성

의 감소로 인하여 공진 주 수가 감소되었고, 질량비의 변화

로 인하여 구동부의 공진 주 수와 검출 주 수 사이에 

207Hz의 이격이 발생하 다. 그러나 검출부가 767Hz 

(4,459-5,226Hz)의 넓은 역폭을 갖기 때문에 이격이 발생

하여도 구동 주 수가 측정 역폭 안에 들어오게 된다.

그림 9 측정값을 사용하여 계산한 이  질량 시스템의 주

수 응답 특성

Fig. 9 Frequency response estimated with actual 

dimensions of the fabricated gyroscope

 

4. 측정 결과

  제작한 자이로스코 의 성능 측정을 해서 소자를 PCB 

기 에 부착한 후 와이어 본딩(wire bonding)하 다. 그림 

10에서 소자의 크기는 6mm×6mm이고, 소자가 부착된 PCB

의 기 의 크기는 10mm×10mm이다. 제작된 이  질량 시

스템의 주 수 특성 측정에는 이  변 계와 스펙트럼 분

석기(dynamic spectrum analyzer, HP 35670A)를 사용하

다. 이  변 계는 구동되는 샘  상에 power modulation 

된 빔을 쏘아 세  사이의 도 러 효과에 의한 주 수 변

화를 감지하여 변 를 측정하게 된다. 측정된 변 는 변  

측정 장치를 통해 주 수 역의 정보로 변환되어 스펙트럼 

분석기에 보내진다.

 

그림 10 PCB 기 에 부착한 후 와이어 본딩 된 소자

Fig. 10 Fabricated gyroscope mounted on a PCB after 

wire-bonding 

 

  구동부는 comb-drive 극을 이용하여 주 수 특성을 

측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  질량 시스템이 용된 검출부

의 경우 frame mass에는 극이 없고 proof mass에만 평행

 극이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검출부의 주 수 응답 특

성 측을 해서 proof mass를 평행  극으로 구동한 후 

frame mass의 주 수 특성을 확인하 다. 그림 11은 제작된 

시편의 주 수 응답 특성이다. 제작된 시편의 실측 치수를 

바탕으로 한 MATLAB 시뮬 이션 결과와 동일하게 주 수

가 반 으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측정 결과 검

출부의 두 개의 피크 사이의 편평한 부분에서 노이즈가 많

이 발생하 는데, 이는 측정 이블이 길어서 생기는 것으로 

상된다.

그림 11 제작된 소자의 주 수 응답 특성 측정 결과

Fig. 11 Frequency responses of the fabricated gyroscope

 

  제작한 소자의 주 수 응답 특성 측정 결과는 표 4와 같

다. 공정 후 측정한 소자 각 부분의 수치를 사용하여 계산

한 공진 주 수와 측정값 사이에는 약 10-345Hz의 오차가 

발생하 다. 실험 으로 검증되지는 않았으나 제작 공정 후 

동일 기  내에서 부 별로 공정 오차의 정도가 달라 치수

의 균일성(uniformity)이 확보되지 않은 과 이종 기 을 

합한 SiOG 기 의 스트 스, 소자 부착시의 스트 스 등 

제작 공정상의 오차와 소자의 성능에 향을 미치는 기계

인 요인 등이 향을 미친 것으로 상된다. 주 수 응답 

특성 측정 결과 구동부의 공진 주 수와 검출 주 수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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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약 176Hz의 이격이 발생하 는데, 이는 실측 치수를 바

탕으로 측한 값(207Hz)보다 다소 작은 값이다. 그림 11에

서 보는 바와 같이 구동부와 검출 주 수의 이격 발생에도 

불구하고, 검출부의 역폭이 넓어서 구동부가 검출부의 두 

공진  심 부근에 치하기 때문에 튜닝 없이 센서로서 

동작이 가능할 것으로 상된다. 

  동일한 기 에서 제작된 3개의 샘 을 측정한 결과 공진 

주 수의 오차는 10-801Hz로 상 으로 컸으며 이는 제작 

공정상의 균일도 문제가 반 된 결과이다. 소자의 성능에 

가장 크게 향을 미치는 구동부의 공진 주 수와 검출 주

수 사이의 이격은 176-326Hz이었으나 역폭(768-984Hz)

이 상 으로 큰 값을 갖기 때문에 성능에 큰 향을 미치

지 않을 것으로 상된다.  

실측 치수에
의한 측값

측정 결과 오차

구동부
공진 주 수

4,683 4,424 255

검출부
구동 주 수

4,890 4,600 290

검출부
제1공진

3,986 3,976 10

검출부
제2공진

5,457 5,112 345

역폭
767

(4,459-5,226)
768

(4,184-4,952)
37

표 4 제작한 소자의 주 수 응답 특성  역폭 (단 : 

Hz)

Table 4 Frequency response and bandwidth of the 

fabricated sample (unit: Hz)

  

  제작된 자이로스코 는 검출부의 넓은 역폭으로 공정 

오차에도 불구하고 감도의 변화가 크지 않을 것으로 상되

는데, 이를 검증하기 하여 공정 후 측정된 치수를 이용하

여 계산된 감도를 바탕으로 실제 소자의 감도를 측해 보

았다. 식 (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감도는 검출부의 변

(y(t))에 비례하고, 검출부의 변 는 구동부의 변 (X0)에 비

례한다. 따라서 감도는 구동부와 검출부의 변 에 비례하므

로, 이들 값으로부터 감도의 측이 가능하다. 

                    ∆  

                 (2)

                      


                  (3)

                 ∙              (4)

 

  표 5는 측정된 소자의 구동부와 검출부 변 값과 식

(2)-(4)를 사용하여 측한 감도이다. 계산값과 측값의 차

이가 크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일반 인 각속도계와 비

교하면 검출 에서의 주 수 특성의 기울기가 매우 작기 때

문에 공정 오차에 의해서 구동 혹은 검출 주 수가 이동하

더라도 감도의 변화가 상 으로 작다. 감도는 구동부와 

검출부의 변 에 비례하므로, 이  질량체가 용된 자이로

스코 는 구조 인 특성상 상 으로 낮은 감도를 갖도록 

설계할 수밖에 없는데, 측정된 감도(22.4aF/deg/sec)는 단일 

질량체를 사용한 자이로스코 의 감도(3.9-49.8fF/deg/sec)보

다는 상 으로 낮은 값이다[23]. 

 
감도

(aF/deg/sec)

검출 주 수에서의 

기울기 (dB/Hz)

계산값 30.7 -

측정값 22.4 0.00781

표  5 구동부와 검출부의 변 를 이용한 감도 측 결과

Table 5 Predicted Sensitivity predicted with drive and sense 

mode displacement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안정된 성능을 가질 수 있는 이  질량 시

스템이 용된 공진형 MEMS 자이로스코 를 제안하 다. 

제안된 이  질량 시스템은 일반 인 자이로스코 와 달리 

두 개의 공진 을 가지며 그 두 피크 사이에 넓은 역을 

형성하므로 이 부분을 검출부의 역폭으로 사용함으로써 

공정 후 오차가 발생하더라도 주 수 튜닝 없이 설계값과 

비슷한 감도를 갖도록 할 수 있다. 검출부와 구동부의 공진 

주 수는 각각 7,010Hz와 7,180Hz로 설계하 으며, 감도는 

회로에서 검출할 수 있는 최소값을 감안하여 

29.76aF/deg/sec로 설계하 다. 제작상의 공정 오차로 인하

여 공진 주 수가 설계값에 비해 감소되었고, 검출부와 주

수 이격은 176Hz 정도 발생하 으나 구동부가 검출부의 넓

은 역폭 안에 치한 것을 확인하 으며, 역폭의 크기는 

768Hz로 측정되었다. 감도는 소자의 구동 변 를 이용하여 

측하 다. 공정 후 측정된 치수를 이용하여 계산한 감도

와 소자의 구동 변 를 이용하여 측한 감도 사이에는 

8aF/deg/sec 정도 차이가 있었지만, 주 수 이격을 고려할 

때 상 으로 작은 수치이다. 한 검출 주 수에서 기울

기는 0.008dB/Hz로 측정되었는데, 이는 기존에 동일한 제작 

공정을 사용하여 제작되었던 단일 질량 시스템을 가지는 자

이로스코 의 기울기값(0.279 dB/Hz)에 비하여 매우 작은 

수치로, 주 수 이격이 발생되어도 감도에 미치는 향이 

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이  질량 

시스템이 용된 자이로스코 는 기존의 자이로스코 와 비

교할 때 상 으로 감도가 낮으나, 공정 후 오차에 의한 성

능 변화가 작아 공정 수율과 양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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