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지 제14권 제2호(2015년 6월)
Journal of the Semiconductor & Display Technology, Vol. 14, No. 2. June 2015.

1

용량형 압력 센서의 설계 및 특성해석에 대한 기초적 연구

박창용 · 권현규†
 · 조지준

†금오공과대학교 기계시스템공학과

Research for Design and Characteristic Interpretation 

of Capacitive Pressure Sensor Structure

Chang Yong Park, Hyun Kyu Kweon† and Zhao Zhi Jun

†Department of Mechanical System, Kumoh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Abstract

In this paper, a new capacitive pressure sensor has been proposed for a displacement measurement. The new sensor

is mainly composed of a gap of 5 µm and a notch of 1 µm. And the sensor has the performance as the high sensitivity

and capacitance compared with a commercial capacitive sensor. Therefore, the advantages of the new capacitive pressure

sensor are good sensitivity in normal range, mechanically robust and large overload protection. The analytical model is

induced for confirming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sensor. In addition, FEM (finite elements method) simulation

has been performed to verify the analytical model. Firstly, the displacement characteristics of diaphragm membrane were

simulated by the analytical model and FEM in the case of different structure and materials. At last, through this analysis,

these simulation results can be predicted the change of the performance when the device parameters are varied. And it

is used as a design tool to achieve at a set of performance we des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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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센서는 전자 기기와 물리적 성질 사이의 인터페스

역할을 하는 장치이다. 지난 40년 동안에 마이크노/나

노 압력 센서, 정전 용량 및 압 저항 센서는 MEMS 분

야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개발되었다[1]. 이들 중에서,

정전 용량형 압력센서는 온도 드리프트, 높은 감도와

견고한 구조 등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W. H. Ko 등은 터치 모드 정전용량형 센서를 개발

하였다[2-7]. 터치 모드 정전용량형 압력센서는 우수한

선형성, 견고한 구조와 높은 하중을 견딜 수 있는 특징

을 나타냈었다. 그러나, 센서의 접촉구역에서의 다이어

프램 변형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민감도가 비접촉

구역보다 3%정도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었다. 또한,

Aziz 등도 다이아프램 등 다양한 형태의 압력 센서 구

조를 개발하였다[8]. 그러나 이 구조 또한 민감도는 개

선할 수는 있지만 내구성이 좋지 않는 단점이 있었다.

한편, Young 등은 높은 온도에서도 그 응용성이 뛰어

난 정전용량형 압력센서를 제안하였다[9]. 이 센서는

압력 범위가 0.1 MPa ~ 0.2 MPa 측정될 수 있고, 400oC

고온 환경에서 응용할 수 있다. 또한 V. Tsouti 등은 실

리콘 미세 정전용량형 압력센서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

였다[10]. 이 분석을 통해서 갭간격, 다이어프램형상

등 모든 파라미터를 고려하여야만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하여, 정전 용량 압력 센서에 대한 민감

도와 견고한 구조를 동시에 개선하기 위하여 새로운

정전용량형 압력센서를 제안하였다[10]. 한편, 실리콘

다이어그램 압력 센서는 가볍고 신뢰성이 좋을 뿐만

아니라 소형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공업 계측, 자동

차 및 의용 장치 등 많은 분야에 이용되고 있다. 특히

최근 저 압력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압력 센서가 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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됨에 따라 고정확도, 고민감도의 압력 센서가 필요하게

되었다. 미세 압력을 측정하기 위한 용량형 압력 센서

는 감도와 정도가 더욱 개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미세

압력 변화에 민감하도록 다이어프램 두께가 되도록 얇

도록 설계된다. 

본 논문에서는 주로 5 μm 갭과 1 μm 홈(노치)를 가

지고 있는 새로운 정전용량형 압력 센서에 대해 제안

하였다. 원형과 정사각형 다이어프램에 관한 특성을 비

교함으로써 원형 다이어프램이 사각형보다 우수함을

확인하였으며 유한요소분석법을 이용하여 수치적인 모

드의 정확성을 증명하였다. 다양한 재료와 원형과 정사

각형 다이어그램의 다른 직경변화와 다이어프램의 두

께변화에 따라 변위 민감도를 분석하여, 다이어프램의

조건에 따라서 변위 민감도가 상이함을 확인하였다. 시

뮬레이션을 통해서 제안한 정전용량형 압력 센서에 대

한 민감도의 우수함을 확인하였다.

2. 모델링 설계

2.1. 정전용량형 압력 센서 구조

Fig. 1은 본 연구에서 개발한 정전용량형 압력센서

구조 측면도를 나타내고 있다(더블갭구조). 정전용량형

압력센서는 두 개 실린콘 박막극판, 이산화 규소박막,

기판 등으로 구성된다. 이 센서구조에는 아래판 쪽에

기존 갭뿐만아니라 홈(노치)이 구성되어진 부분이 기

존 센서와는 구별되는 부분이다. 그림에서 박막두께(h)

는 5 μm, 극판 간극(g)은 5 μm, 아래 극판에서 홈(gn)은

1 μm, 원형 다이어그램 반경(r)은 200 μm, 홈 반경(rn)

은 75 μm 으로 설정하였다. Fig. 2에서는 압력의 인가

에 따른 다이어프램의 변화형태를 보여 주고 있다.

2.2. 다이어프램에 대한 수치적 분석

원형 다이어프램의 변형량은 다음 식과 같이 표현된다[5].

(1)

(2)

(3)

여기서 D는 굽힘 강도이다.

식 (1), (2), (3)으로부터 원형 다이어프램에 대한 중

심 변형은 다음과 같다[2,5].

(4)

P는 인가압력, ω는 좌표점(x, y)에서 변위, E는 영율,

v 포아송비이다. 또한, 정사각형 다이어그램에 대한 변

형은 다음과 같은 방정식을 이용하여 설계된다[3,5].

(5)

식 (3)과 (5)에 따라서 정사각형 다이어그램에 대한

중심 변형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유도된다.

(6)

여기서, a는 정사각형 한변의 길이를 나타내며, 본

연구에서는 400 μm을 적용하였다.

2.3 정전용량형 압력센서 민감도 

앞 절에서 유도한 변형량과 다음에 유도되는 식으로

부터 새로운 정전용량형 압력센서 구조를 통한 정전용

량형센서의 민감도를 확인할 수 있다. 원형 구조의 정

전용량형 압력센서 민감도는 다음 식으로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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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ross section of the sensor before the load.

Fig. 2. Cross section of the sensor after the 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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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9)

여기서 C는 압력을 인가할 때의 정전용량값, CO는

압력을 인가하지 않을 경우에 정전용량값이다. ɛo, ɛi,

ɛa는 각각 진공에서의 유전율, 중간체 유전상수와 공기

의 유전상수를 나타낸다.따라서, 식 (7)의 정전용량값

의 변화량은 홈(노치)을 첨가함으로써 C값이 증가함을

근사적으로 알 수 있으며, 개발된 센서의 민감도가 향

상됨을 확인할 수 있다.

2.4. 해석과정 및 재료특성

본 연구에서는 다이아프램의 변형해석 결과를 바탕

으로 민감도(식(7))를 확인하였다. 따라서, 첫번째 단계

로서 변형량계산이 필요하며, 식(4)와 (6)의 해석적결

과를 바탕으로 계산하였으며, 이러한 해석적결과에 의

한 변형량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 상용프로그램

(ANSY, FEM해석)을 통해 해석적 과정의 신뢰성을 확

인하였다. 또한, 해석대상은 골드와 실리콘 재료에 대

해 적용하였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골드재료에 관한

특성이 실리콘보다 우수하다는 것은 알려져 있지만,

MEMS 공정상 일반적으로 실리콘 재료가 보편적으로

사용되어져 본 연구에서 선택하여 비교하였다. 재료 특

성은 Table 1에 나타내고 있다.

3. 시뮬레이션과 결과

3.1. 더블갭 구조를 가진 원형 및 정사각형 다이어그

램에 대한 특성

먼저, 원형과 정사각형 다이어프램에 대해 변형과

응력을 FEM해석을 통해 시뮬레이션하였다. Fig. 3은

Table1의 조건으로 원형과 정사각형 다이어그램에 대

한 변형결과이다. 일정한 압력을 인가함에 따라 원형

다이어프램 중심에서의 최대변형은 10.729 μm이 발생

하였고, 정사각형 다이어프램의 최대변형은 13.452 μm

이 발생하였다. 또한, Fig. 4는 원형과 사각형 다이어프

램에 대한 응력상태 결과이다. 원형 다이어프램 주변에

최대응력1206.8 MPa이 발생하였고, 정사각형 다이어

프램 에 대한 응력은965.56 MPa이었다. Fig. 5는 원형

과 정사각형에 대한 변형결과이며, Fig. 6에 응력 시뮬

레이션결과이다. 이 결과로부터, 원형 다이어그램은 응

력이 균일하게 분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원형

과 사각형 특성을 비교함 통해서 원형 다이어그램이

높은 하중을 견딜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3.2. 변형 민감도

변형 민감도는 다이어그램 중심 변위의 변화율이다.

변화율은 압력하중에 따른 중심부의 변위비율로 정의

된다. 중심 변형 민감도에 관한 원형과 정사각형을 압

력 변화를 0.1 Mpa 부터 1 Mpa까지 시뮬레이션 하였

다. Fig. 7에서 Fig. 12는 상용FEM해석과 수치적 분석

(식(1)에서(9))를 이용하여, 그 결과값을 비교분석하였

다. 먼저, Fig. 7은 원형다이어프램이 재료에 따른 중심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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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aterial properties of diaphragm.

Material Properties Silicon Gold

Youngs Modulus (Gpa) 170 78

Density 2300 19300

Poisson Ratio (v) 0.22 0.42

Dielectric Constant 11.6 2.3e-10

Fig. 3. Displacement of the membrane of the sensor.

Fig. 4. Stress of the membrane of the se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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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원형 다이어프램 변형을 나타낸 결과이며, 골드

와 실리콘재료의 분석결과를 나타낸다. 여기서, 골드

다이어그램 변형 민감도는 25.239 μm/Mpa이고, 실리

콘 다이어프램의 변형 민감도는 13.454 μm/Mpa이다.

Fig. 8은 실리콘 다이어프램의 직경 크기에 따른 변형

민감도를 나타낸다. 직경 400 μm, 500 μm, 600 μm의

다이어프램에 대해 분석하였다. 다이아프램의 직경이

크면 클수록 변형 민감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Fig. 9는 다이어그램이 두께 3μm, 4μm, 5μm에 따

른 변형 민감도 결과이다. 여기서, 다이어그램 두께가

작으면 작을수록 변형 민감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10은 정사각형 다이어프램의 재료에 따른민감

도의 결과이며, 골드 다이어프램의 변형 민감도가

19.957μm/Mpa이고 실리콘 민감도는10.725μm/Mpa이다.

Fig. 11은 정사각형의 한변이 354.4 μm, 400 μm,

450 μm의 실리콘 다이어프램을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다이어프램의 한 변이 크면 클수록 변형 민감도가 높

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12에 3 μm, 4 μm, 5 μm두께에 따른 실리콘 다

이어그램분석결과이며, 이 결과 또한 두께가 작으면 작

을수록 변형 민감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Fig. 13에서 Fig. 15는 상용FEM해석과 수치적 해석

(식 (1)에서 (9))를 이용하여, 원형과 정사각형 다이어

프램의 변형 민감도 오차를 나타난 것이다. Fig. 13은

재료에 대한 원형과 정사각형 다이어프램의 변형 민감

도오차와 백분율 오차를 나타낸다. 원형 다이어프램의

Fig. 5. Displacement of circular and square diaphragm

(Si, r = 200 µm, a = 400 µm).

Fig. 6. Stress of circular and square diaphragm (Si, r =

200 µm, a = 400 µm)

Fig. 7. Displacement in different material on the circular

membrane.

Fig. 8. Displacement in different diameter on circular

diaphragm.

Fig. 9. Displacement in different thickness on circular

diaphra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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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분율오차가 2.75%을 나타나고 정사각형 다이어프램

이 백분율오차가 0.41%을 나타난다. Fig. 14는 직경

분석에 대한 원형과 정사각형 다이어프램 변형 민감도

의 오차와 백분율 오차를 나타난다. 원형 다이어프램의

백분율오차가 2.94%을 나타나고 정사각형 다이어프램

이 백분율 오차가 0.4%을 나타낸다.

Fig. 15는 다이어프램 두께 분석에 대한 대한 원형과

Fig. 10. Displacement in different material on the square

membrane.

Fig. 11. Displacement in different side on the square

membrane.

Fig. 12. Displacement in different thickness on the square

membrane.

Fig. 13. Error and error percentage of circular and square

diaphragm (Material).

Fig. 14. Error and error percentage of circular and square

diaphragm (Area).

Fig. 15. Error and error percentage of circular and  square

diaphragm (Thic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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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사각형 다이어프램 변형 민감도의 오차와 백분율오

차결과이다. 여기서, 원형 다이어프램의 백분율오차가

3%이고, 정사각형 다이어프램의 백분율오차가 0.23%

임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결과에서, 재료, 형상(원형과

정사각형), 그리고 두께 등에서의 오차는 최대 3%이며,

이러한 결과는 수치해석결과를 바탕으로 최대 변형량

을 계산하여, 정전용량형센서의 감도를 측정에 적용하

더라도 큰 오차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상용FEM해석과 수치해석의 차이는 Fig. 16에

서의 결과에서 처럼, 메쉬 요소사이즈에 따른 오차로

판단되어진다. 메쉬사이즈가 증가에 따라 변위오차가

발생하며, Fig. 16은 그 결과값을 나타낸다. 그러나, 앞

선 결과에서 처럼 그 오차량은 감도에 크게 영향을 미

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본 연구에서의 모델의 유

효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3.3. 센서의 커패시턴스값과 민감도

Fig. 17에 기존 정전용량형 압력 센서와 본 연구에서

제안한 더블갭 정전용량형 압력 센서에 대한 정전용량

값을 나타낸다. 그림에서 (A)는 제안한 센서의 구조이

며, (B)는 기존센서, (C)는 더블갭의 깊이를 가지는 기

존센서의 경우를 나타내고 있다. 식 (6), (7)을 통해서

설계된 더블갭 정전용량형 모델에 대한 민감도의 값은

9.776 pF/Mpa을 얻을 수 있고, 기존 모델에 대한 민감

도는 6.523 pF/Mpa 이을 확인하였으며, 더블갭 깊이의

기존모델은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세 가

지 모델 민감도 중에서 새로 설계된 더블갭 모델의 캐

패시턴스 민감도가 가장 높다는 것을 알 수 확인하였

으며, 본 연구에서 제안한 더블갭형 정전용량형 센서의

민감도의 우수성을 확인하였다.

4. 결  론

새로운 형태의 더블 갭형 정전용량형 압력센서의 제

안과 제안된 센서의 구조와 재료에 대한 특성을 수학

적 모델을 통해 유도하였으며, 기존 상용FEM해석도구

를 사용하여, 그 변형특성의 유효성을 확인하였다. 이

러한 변형특성결과를 바탕으로 정전용량(커패시턴스)

값를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시뮬레이션결과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결과 를 얻었다. 

1. 새로운 형태의 센서모델를 제안하여, 원형과 정사

각형형태의 다이어그램에 대해 변형특성을 분석하였으

며, 그 결과, 원형이 정사각형보다 높은 하중을 견딜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2. 원형과 사각형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다양한 재료

와 직경, 두께를 변화시켜 분석하였으며, 원형의 경우,

다이어그램의 직경이 크면 클수록 변형 민감도가 증가

하며, 다이어그램의 두께가 작으면 작을수록 변형 민감

도가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3. 기존의 정전용량형 압력 센서와 새로운 더블갭형

태의 정전용량형 압력 센서의 커패시턴스민감도를 비

교하였다. 그 결과, 새로운 더블갭 모델이 기존 모델보

다 민감도가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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