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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Kinase 활성 측정을 통한 암진단용 Lab-On-a-Chip (LOC) 구현을 위한 Disposable

RI 디바이스 개발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Lab-On-A-Chip (LOC) 구현을 위한 선별된 kinase를 선택된 기질을 chip상에서의

kinase-기질 반응 조건을 확립함으로써 향후 Total Analysis System (TAS, 분

석일체형시스템)을 위한 초소형 반응조건 확립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MEMS 공정을 이용한 다채널 LOC 제작 및 공정 확립

1. 다채널형 LOC 기초 제작 및 평가

가. MEMS 공정으로 PDMS 또는 COC를 이용한 LOC 제작

나. LOC으로서 성능에 대한 반복재현성 평가

2. COC 고분자기반의 MEMS 공정 최적화조건 수립

가. 니켈 몰드 제작 장비를 이용한 LOC의 몰드 제작 방법 수립

나. Injection molding 장비 및 bonding 장비를 이용한 LOC의 제작

3. 설계와 제조공정의 feedback을 통한 최적 성능의 LOC 제작

Ⅳ. 연구개발결과

각종 폴리머(PDMS/PMMA/COC/PS)를 이용한 LOC Prototype 디바이스 제작
완료 및 칩 제작 조건 확립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및 건의사항

초기의 연구로부터 얻어진 실험조건 결과들은 최종목표인 Total Analysis

System (TAS)시스템 개발에 대한 기본조건을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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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Project Title

Development of disposable RI device for diagnostic LOC using kinase activity
measurement

Ⅱ.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A pratical method to determine the activity of kinase will be developed.
The method will be used to construct a miniaturized analysis for the
determination of kinase activity based on RI system. We fabricate
miniaturized kinase assay system in a COC (Cyclo Olefin Copolymer)
microfluidic chip. The demonstrated strategy demonstrates the usefulness of
the microchips for performing enzymatic assays for which leads to multitude
of kinase reaction simultaneously.

Ⅲ. Scope and Contents of Project

We herein demonstrated the fabrication of COC microfluidic devices for

determining the activity of kinase. Furthermore, we demonstrated the

potentials of this approach by developing a novel reaction scheme to facilitate

the RI based measurement of the activity of kinase.

1. We fabricate COC Microfluidics Chip for kinase assay

2. We offers the possibility to conduct kinase analysis in a micro flow

channel.

Ⅳ. Result of Project

We developed various polymers (PDMS/PMMA/COC/PS) based LOC
prototype devices for kinase assay.

Ⅴ. Proposal for Applications

A marked advantage in conducting kinase activity analysis in the micro flow

channel is that the influence of interferents (temperature, pH, humidity etc)

can be minimized because of the elimination of the influence of interferents.

The simple mcrofluidic structure and procedure facilitate the construction of

an fully automated microsystem. These assays system can be readily applied

to any kianse and valuable in advancing a device for cancer diagnostics and

drug disco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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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1 절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바이오칩이란 생물에서 유래한 효소, 단백질, 항체, DNA, 미생물, 동식물 세포/

기관, 신경세포 등과 같은 생체 유기물과 반도체와 같은 무기물을 조합하여 기존

의 반도체 칩 형태로 만든 혼성 소자(hybrid device)중에 하나이다. 사용 용도나

응용분야에 따라 의미를 달리 정의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생체 분자의 고유

한 기능을 이용하고, 생체의 기능을 모방한 인위적인 소자라는 점이다. 따라서

전기적 신호처리가 가능한 또는 전기적 신호를 유발 할 수 있는 장치의 개념이

내포되어 있다. 미국의 과학주간지 Science는 지난 1998년 과학계의 10대 연구

성과 항목의 하나로서 바이오칩 기술 분야를 선정한 바 있다. 바이오칩을 좀 더

세분화면 사용되는 생체물질과 용도, 시스템화 정도 등에 따라 바이오센서, DNA

chip, Protein chip, Cell chip, Neuron chip, 생체삽입용 chip, Lap-on-a-chip등으

로 구분할 수 있다. 즉, 바이오칩 기술은 생체물질과 기존의 물리, 화학, 광학적

신호변환기(transducer)를 조합한 바이오센서, DNA probe가 내장된 DNA chip,

효소나 항체/항원 등과 같은 단백질이 사용된 Protein chip, 동물/식물 세포를 이

용한 cell chip, 신경세포를 직접 사용한 Neuro chip과 생체삽입용 chip, 그리고

시료의 전처리, 생화학반응, 검출, 자료해석 기능까지 소형 집적화 되어 자동 분

석기능을 갖는 Lab-on-a-chip을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정의될 수 있다. 최근에는

나노기술의 발전과 함께 지능형 마이크로시스템을 제작할 수 있는 MEMS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MEMS (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 또는 MST (Micro System

Technology)로 불리는 이 기술분야는 반도체 공정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에서

㎜스케일의 초소형 정밀기계 제작기술을 말한다. 반면, BioMEMS라 하면 기존의

MEMS기술을 의료 및 생명공학 분야에 활용하기 위한 시도로서 발전되고 있는

영역이다. 최근 급속히 발전되고 있는 DNA chip을 비롯한 바이오칩 기술에 융

합되면서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즉, 바이오칩 개발에 있어서 MEMS 기술

이 바이오칩 platform기술과 함께 필수적인 원천기술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고 부가가치의 상품을 개발하기 위하여 반도체, 정보통신 및 바이오 관

련 산업에서 나노/마이크로 기술을 응용하기 위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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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한 정보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대용량의 정보를 저장하거나 송신하기 위

한 정보 저장장치, 극소형 기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품에

기반이 되는 반도체는 점차로 더 작은 영역에 많은 소자를 집적하는 고집적화

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반도체 집적 회로가 마이크로미터의 수준에서 제어되었다

면 향후에는 그것의 천분의 1수준인 나노미터 수준에서 소자들을 제어하는 나노

기술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이러한 나노기술 중에서도 가장 기반이 되는 기술은

나노 측정기술과 나노 공정기술을 들 수 있다. 그중에서도 나노 공정 기술은 나

노 크기의 물체를 원하는 형태로 제어하여 제작하는 기술로 나노 제품 개발을

위한 핵심기술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나노 공정 기술이 단순히 형상을 제작하는

생산기술에 그치지 않고 이 기술을 통하여 재료의 새로운 특성을 유발한다는 점

에서 그 파급효과가 더욱 크다.

특히, 분석시스템의 소형화를 위한 연구의 발전은 최근 30여 년간 계속 진행

되어 왔으며, 최근 몇 년간 폴리머 기반의 Chip의 발전은 미세유체시스템

(micro-fluidic system)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끌게 되었다. 현재 대부분의 미세

유체시스템은 유리 기판이나 실리콘 기판으로 제작되며 복잡한 채널들을 칩 내

부에 가지고 있는 형태로 구성되어있다. 이러한 칩들을 Lab-on-a-Chip (LOC)이

라고 불리며, Lab-on-a-chip은 말 그대로 생물학, 화학 실험실의 구성요소를 미

세화하여 하나의 칩에 구현함으로써 기존의 실험을 하나의 칩에서 수행할 수 있

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미소한 하나의 칩 위에 분석을 위해서, 미량의

생체 시료의 채취, 운반, 처리, 측정하기 위한 마이크로 유체소자, 항원이나 유전

자와 같은 생물분자를 이동, 조작하기 위한 바이오 필터, 시료를 분석, 감지하기

위한 반응기 및 센서, 마이크로 유체 소자를 구동시키기 위한 엑츄에이터, 주변

회로부 등의 소자를 MEMS 공정을 이용하여 집적화 시킨 작은 화학/생물 마이

크로프로세서이다. 즉, 수 cm
2
정도 되는 하나의 칩 위에서 생체 시료의 전처리

과정, 운송, 제어, 분석과 모두 일어나게 하는 것이다. 폴리머 기반의 마이크로칩

은 동일한 채널과 구성을 가지면서 유리나 실리콘으로 만든 칩들에 비해 낮은

가격, 공정의 단순함, 대량생산 등의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 폴리머 기반

의 마이크로칩의 제작을 위한 재료의 선택에 있어서 PDMS (Poly dimethyl

siloxane)와 같은 소프트한 폴리머와 COC (Cycloolefin copolymer)와 같은 Hard

폴리머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PDMS와 같은 소프트한 폴리머의 경우

에는 Hard 폴리머보다 제작 공정이 매우 단순하기 때문에 microfluidics 채널을

요하는 칩의 경우에 제작 및 테스트를 쉽게 할 수 있다. 하지만 PDMS를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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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칩은 대량생산이 어려우며, 제작시간도 Hard 폴리머보다 오래 걸리는 단

점을 갖는다. 반면에 Hard 폴리머를 이용한 칩은 빠른 제작시간과 대량생산이

가능하며 COC와 같은 Hard 폴리머의 재료 선택에 따라 바이오 분석 물질에도

적합한 것을 알 수 있다. 폴리머 기반의 마이크로 칩을 제작하는 기술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중에 나노 임프린팅 리소그래피(NIL; nano-imprinting

lithography)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주목 받고 있는 기술이며, 기존 방식의 리소

그래피 한계를 넘어 마이크로 또는 나노 구조를 손쉽게 형성할 수 있는 기술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포토 리소그래피를 이용하여 나노급 패턴을 형성하는데 가

장 큰 문제인 빛의 회절 현상에 의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선폭의 한계를 해결

할 수 있으며 대면적의 패턴을 빠르게 형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런 나노

임프린트 공정기술은 1996년 Stephen Chou교수에 의해서 제시되어진 기술인데,

이는 나노 구조물이 각인된 스탬프를 이용하여 기판 위의 열경화성 폴리머를 유

리천이온도 이상으로 올린 후 열과 압력을 가하여 나노 구조물을 전사시키는 기

술이다. 이와 같이 COC와 같은 Hard Polymer로 Lab-on-a-chip을 구현하는 것

또한 바이오칩 platform의 구현을 위한 원천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MEMS로 불리는 이 기술분야는 반도체 공정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에서 ㎜스

케일의 초소형 정밀기계 제작기술을 말한다. 반면, BioMEMS라 하면 기존의

MEMS 기술을 의료 및 생명공학 분야에 활용하기 위한 시도로서 발전되고 있는

영역이다. 최근 급속히 발전되고 있는 바이오칩 기술분야에 융합되면서 그 중요

성을 더해가고 있다.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1-2차 년도에 microarrayer를 이용한

spotting method로 제작한 chip상에서 kinase와 기질과의 최적 반응 조건으로 간

단히 유리기판 위에서 반응조건을 확립하였다. 이를 통한 MEMS 기술을 이용하

여 향후 초집적 microfluidic chip을 제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검사시간 및 반응

부피 등을 최소화 하고 자동화시킴 으로써 실험대위의 공정을 chip 상으로 옮기

는 LOC를 구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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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절 연구범위

1. 다채널형 Lab chip 기초 제작 및 평가

Ÿ MEMS공정으로 PDMS/COC/PET 필름 등을 이용한 Lab chip 제작.

Ÿ 제조 공정상에서 Lab Chip으로서 성능에 대한 반복재현성의 평가

　 2. COC (Cycoolefin Copolymer)와 같은 고분자기반의 MEMS 공정 최적화

조건 수립

Ÿ 니켈 몰드 제작 장비를 이용하여 Lab chip의 몰드 제작방법 재수립

Ÿ Injection molding 장비 및 bonding장비를 이용한 Lab chip의 제작

3. 제작 방법에 있어 재현성 있는 결과 도출에 역점

4. 설계와 제조공정의 feedback을 통한 최적 성능의 Lab chip 제작

- 동시 측정가능 시료 갯수 : 최대 5 항목

- 측정가능 주입량 : 100 [uL] 이상

- 측정오차 : 10 [%]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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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1 절 국내수준

● 서울대 화공-전기공학 팀에서 miniaturized ELISA system에 대한 연구, 생명공학

연구소와 전자통신연구원의 공동 연구팀에서는 MEMS Chip분야로 연구를 수행 중

에 있고, LG전자연구원은 BioMEMS연구로 단백질칩을 연구를 진행 중에 있음.

● 이외에도 국내 벤처 기업들이 활발하게 DNA chip과 단백질 칩을 제조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 대표적 바이오벤처인 마크로젠, 디지털제노믹스, 바이오니아, 바

이오첵등은 DNA chip 부분을, 다이아칩, 바디텍, 프로티오젠, 그리고 바이오메크사

등은 단백질 칩을 개발하고 있음.

● 현재 세계적으로 랩온어칩을 완전히 상용화한 예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주로 미국과 유럽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아시아권에서는 소형화에 강한 일본에서조

차도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 외국의 경우 기업마다 한 가지 이상의 특화된 기술을 이미 확보하였고, 시스템을

확보하면서 연구용역 서비스를 병행하고 있으나 국내업체의 경우 DNA칩, 단백질

칩, 랩온어칩 등에 연구 분야나 시장이 특화되어 있지 못하다.

● 제한된 연구개발비와 부족한 전문가, 선진국에 비해 뒤늦은 연구개발의 시작, 원천

기술의 부족 등은 분명 우리나라에게는 약점이 되지만, 우수한 임상연구진과 집중

된 연구투자, 한국인의 인종적 특이성에 기반을 둔 컨텐츠, 초고감도 검출을 위한

RI 접목등을 고려한다면 원천기술의 부족이라는 문제를 극복하고 산업경쟁력 확보

가 가능하리라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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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절 국내연구현황

연구수행 기관 연구개발의 내용
연구개발성과의

활용현황

고려대

생명정보공학과

새로운 단백질칩 제조방법을 이용

한 on-site diagnostic device의

개발

상용화 추진

삼성종합기술원
MEMS기술을 이용한 바이오칩 개

발
상용화 추진

LG생명과학
DNA칩, 단백질칩 등 다양한 분야

의 바이오센서 연구수행중

식품분야 응용기술

개발 전무함

한국생명공학연구

원

단백질마이크로어레이를 이용한

분석용 칩기술 개발
기술 개발 단계

한국식품개발연구

원

식품내 대장균 분석을 위한 SPR

바이오칩 개발
기술 개발 단계

한국식품연구원
어류의 선도검사용, 미생물 검사용

바이오센서 개발
기술 개발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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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절 국외연구현황

연구수행 기관 연구개발의 내용
연구개발성과의

활용현황
Swiss Federal

Veterinary

Office(스위스)

크로마토그래피기술을 이용한

육류에서 sulphonamides 항샌

제 분석기술 개발

습식 분석기술로 활용

됨.

Cranfield

Biotechnology

Center(영국)

식품의 잔류농약, 항생제, 잔류

약물 검사용 SPR 바이오칩 개

발

기술개발단계

Roche, Lifescan,

Bayer, Abbot

외(미국)

혈당 분석용 바이오센서 개발

세계적인 제품화 성공

(세계시장 약 60억달

러)

Zyomix(미국)
고밀도 단일 클론 항체를 이용

한 단백질칩개발
진단용 제품 출시

Micronics(미국)
Lab-on-a-chip 기술을 이용한

진단용 및 화학분석용 칩 개발
진단용 상용화 성공

Sandia National

Laboratories (미국)

유 전 자 조 작 식 품 분 석 용

Lab-on-a-chip 개발
상용화 성공

펜실바니아 주립대

(미국)

음식에 존재하는 E. coli
O157:H7을 감지하는 SPR 센서

를 개발

상용화 추진

Sandia National

Laboratories (미국)

전기역학, 유전영동을 이용하여

마이크로 채널내의 입자를 효

과적으로 제어하는 기술 개발

죽은 박테리아와와 살

아있는 박테리아를 분

리하는데 활용

Oak Ridge

National

Laboratory (미국)

Solid Phase Extraction을 시료

증폭 기술 개발

320초간 입자농도를

400배 증폭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미국)

Temperature gradient focusing를

이용한 시료 증폭 기술 개발

형광물질, 아미노산,

DNA, 단백질 등의 시

료 농도를 약 10000배

정도 증폭

Sandia National

Laboratories (미국)

나노포어 멤브레인 기술로 친

수성 polymer 멤브레인을 마이

크로 채널에 가공하여 단백질

의 농도를 10000배 증폭

BSA, phosphoresis B

등의 단백질을 10000배

정도 증폭

MIT (미국)
나노채널과 ion-depletion을 이

용하여 백만배 시료 증폭

오랜 시간에 걸쳐 입자

농도를 100만배 증폭하

는데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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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1 절 kinase 활성 측정을 위한 Lab-on-a-chip (LOC)의

설계

선별된 kinase를 선택된 기질을 chip상에서의 kinase-기질 반응 조건을 확립하

기위한 Lab-on-a-chip (LOC)을 제작하기 위해 1개의 채녈에는 kinase 용액을

또 다른 채녈은 희석을 위한 완충용액을 채운다은 inlet으로 사용하고 Tree 형태

의 mixer를 디자인하여 미세채널을 통과하면 자연적으로 kinase 농도의 구배가

형성이 될수 있도록 채널 구조를 두었으며, inlet으로의 샘플 주입 시 미세채널

디자인에 의해 구배 형성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해 Tree mixer를 디자인하였으며

형성된 구배가 각각 다른 채녈로 흘러감으로써 각각의 반응을 분석할수 있는 구

조로 칩을 설계하였다. (그림1)

그림 1. kianse 농도에 따른 반응 최적화 조건 분석을 위한 LOC (whole view)

먼저 선별된 kinase를 선택된 기질을 chip상에서의 kinase-기질 반응 조건을

확립하기위한 LOC 칩 채널전체의 깊이는 50 μm, 폭은 200 μm로서 주입될 샘플

에 포함되어 inlet은 pipet, 펌프 혹은 주사기로 샘플을 주입할 수 있도록 지름을

5mm로 두어 대기압으로부터 샘플이 쉽게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주입된 kinase 샘플은 각각의 미세채널 mixer군을 만나게 되며, 이때 완충용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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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이 되어 자연적으로 구배가 형성이 될수 있도록 정하였다.

2 절 Hard-Polymer (COC)를 이용한 Disposable LOC

chip의 제작공정

1. COC Chip 전체 제작 공정

앞서 검토한 디자인을 바탕으로 COC chip을 제작하기 위한 전체적인 공정흐

름도는 아래 그림 2와 같다.

 첫 번째 씨앗층(Ti/Cr) 증착

 감광제 회전 도포

 사진식각공정 통한

감광제패터닝

 두 번째 씨앗층(Cr) 증착

 니켈 전주 도금

 감광제 제거

 Injection Molding공정 COC 

패터닝

 제작되어진 COC 상판

그림 2. COC 칩 상판 제작을 위한 전체 공정 흐름도

가. 첫 번째 씨앗층 (Ti/Cr) 증착

사진식각 (lithography) 공정을 위한 크롬 마스크 (Cr mask)를 제작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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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종합팹센터에서 보유중인 마스크 제너레이터 (mask generator 장비, 그림 3)

를 사용하여 7 인치 마스크 (그림 4)를 제작하였다.

그림 3. Mask Generator (나노종합팹센터 보유 장비, Model : DWL 200, Maker

: Heidelberg Instruments, Germany)

그림 4. 설계되어진 디자인을 바탕으로 제작되어진 크롬 마스크

그 다음 <100> 웨이퍼를 기판으로 사용하여 씨앗층인 Ti/Cr을 200Å/2000Å

으로 증착한다. 티타늄과 크롬을 증착하는 이유는 티타늄의 경우 크롬과 실리콘

웨이퍼와의 접착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 크롬의 경우 나중에 진행되는 니켈

전주 도금(Ni electroplating) 공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씨앗층 역할을 한

다. 이와 같은 씨앗층 증착을 위해서는 나노종합팹센터보유 장비인 E-b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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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porator (그림 5)를 사용하였다.

그림 5. E-beam Evaporator (나노종합팹센터 보유 장비, Model : KVE

T-C500200 , Maker : Korea Vacuum)

나. 감광제 회전 도포 및 패터닝

실리콘 기판 위에 씨앗층이 증착되어진 웨이퍼 (6인치 크기)를 사용하여 먼저

원하는 두께의 PR을 코팅한 뒤 사진식각공정을 통해 패터닝을 한다. 사용되어진

감광제는 JSR corp.의 음성 감광제(negative PR)인 THB 151N PR 이다.

그림 6. 감광제 종류에 따른 사진식각반응



- 12 -

그림 6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음성 감광제 (negative PR)의 경우 감응제인 아

지드화물이 UV 광 (ultraviolet light)을 받게 되면 질소와 나이트렌 (nitrene)을

생성하고, 반응성이 강한 나이트렌이 기본 합성수지 물질인 폴리이소플렌

(polyisoprene)을 연결하여 현상액(developer)에 녹지 않는 중합체 (polymer)를

형성하게 된다. 반면에 양성 감광제 (positive PR)의 경우 노보락 (novolac) 합성

물질에 노보락의 용해를 억제시키는 디아조키논 (diazoquinone)을 섞어 넣어 알

칼리 용액에 거의 녹지 않는다. 하지만, UV 광(ultraviolet light)을 받게 되면

사슬과 같이 연결되어 있던 폴리머 체인이 끊어지면서 물이나 알칼리에 잘 녹는

물질로 변화하여 현상액에 녹게 된다. 그림 7는 알칼리 수용액에 불용성인

DNQ/NR (diazona phto-quinone + novolac resin) 착물이 빛에 노출된 후 가수

분해 반응을 거쳐 용해되는 과정의 화학 변화를 도식화 한 것이다.

그림 7. UV 흡수에 따른 DNQ/NR 양성 감광제의 화학구조 변화

먼저 THB 151N PR을 사용하여 PR의 두께 조건을 테스트 하였다. PR,의 두

께는 COC 칩을 제작하였을 때 채널의 깊이에 해당한다. 이를 위해서는 회전 도

포 (spin coating)을 사용하여 PR의 높이를 조절하게 된다. 회전도포의 목적은

웨이퍼 전체에 필요한 두께로 감광제를 균일하게 도포하는 것이다. 감광제의 두

께와 균일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로는 점성계수, 다중체 (polymer)함량, 회전

속도와 가속도 등이 있다.

점성 계수는 감광제 박막의 두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로, 반도체 공정

에 쓰이는 대부분의 감광제는 16 ~ 60 cps 사이의 점성계수를 갖는다. 더 정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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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유용한 척도는 다중체 함량인데, 이는 감광제에 포함되어 있는 다중체의 양을

의미한다. 용제와 비교하여 다중체의 함량이 높을 경우에는 감광제의 점성이 높

기 때문에 회전 도포 시에 두껍게 코팅이 되고, 다중체의 함량이 낮을 경우에는

얇게 코팅이 된다. 다중체의 함량이 너무 많을 경우에는 박막 두께의 균일도가

나빠지며, 다중체의 함량이 너무 적을 경우에는 stress 가 커지는 문제점이 발생

할 수 있다.

그리고, 웨이퍼 위에 감광제가 놓여져 있는 상태에서 회전을 하게 되면 감광제

는 웨이퍼와의 마찰력과 회전에 의한 원심력의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회전

속도가 빠를수록 원심력의 영향을 많이 받아 감광제의 두께는 얇아지게 된다. 이

때 여분의 감광제는 대부분 원심력에 의해 웨이퍼의 가장자리로 밀려서 웨이퍼

를 벗어나게 되지만 일부는 표면장력으로 인해 가장자리에 쌓이게 되는데 이를

edge bead 라 한다. Edge bead 가 클 경우에는 마스크와 웨이퍼를 접촉시킬 때

에 둘 사이의 공간이 생성 되어 마스크 패턴이 감광제로 정확히 전사되지 못한

다. 따라서 가장자리 쌓임을 최소로 하려면 4000rpm 이하의 스핀 속도는 피하여

야 한다.

하지만, 음성 감광제의 경우 높은 두께의 감광제 도포를 목적으로 자주 사용하

기 때문에 edge bead 의 생성이 불가피할 경우가 종종 생길 수 있다. 이때에는

EBR (edge bead remover)을 통해 edge bead를 충분히 제거하여 노광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속도도 막 두께와 균일성에 영향을 미친다. 높은 가속일수록 균일한 막을 얻

을 수 있으며 edge bead도 줄일 수 있다. 또한 감광제가 충분히 얇아지도록 하

기 위해서는 마지막 단계에서의 스핀 시간이 10초 이상이 되도록 조절해야 된다.

또한 감광제 도포 시에 먼지가 감광제에 앉게 되면 노광 시에 마스크와의 접촉

을 나쁘게 할 뿐만 아니라, 현상액에 녹지 않아야 할 부분의 감광제 영역에서 현

상 시에 먼지가 떨어져 나가게 되면 그 부분도 식각이 되므로 결함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사진식각공정 중에서 회전도포 공정이 가장 청결도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나노종합팹센터에서 사진식각을 위한 크린룸의 청청도는

class100 (1 ㎥ 당 1 ㎛ 이상 되는 먼지가 100 개 이하)을 유지하고 있다.

현 과제에서는 감광제의 도포 두께를 20㎛으로 하기위해 음성 감광제를 선택

하였으며, 사진식각공정 후에 진행되는 니켈 전주 도금 (Ni Electroplating) 후에

감광제를 쉽게 제거하기 위해 JSR corp.의 음성 감광제인 THB 151N을 선택하

였다. 현재 시중에 시판되는 음성 감광제 중 많은 실험에서 사용되었던 SU-8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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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즈도 있으나, SU-8 음성 감광제의 경우 베이크(bake) 공정 후에 제거가 잘 되

지 않는 현상이 있다. 패터닝 되어진 음성 감광제의 제거가 어려울 경우 니켈 몰

드(Ni mold)에 남아 있는 감광제 잔유물로 인해서 인젝션 몰딩 (injection

molding) 공정에 제작되어진 니켈 몰드를 스탬프 (stamp)로 사용되어질 수 없다.

그림 8. Track for PR coating (나노종합팹센터 보유 장비, Model : MS-211 ,

Maker : DNS KOREA Co., Ltd.)

감광제 도포를 위해서 회전 도포를 가능하게 하는 스핀 코터 (spin coater) 장

비(그림 8) 사용한다. 먼저 스핀 코터 장비 위에 씨앗층이 증착되어진 웨이퍼를

놓고 진공을 사용하여 웨이퍼를 고정 시킨 후 THB 151N 감광제를 뿌린 후 스

핀 코터의 회전 가속도 및 시간을 입력하여 원하는 두께를 얻어낸다. 현 과제를

위한 회전 도포의 조건은 2 단계로 나누어지며 첫 번째 단계로 300 rpm에서 두

번째 단계에서 500 rpm에서 수행한다. 2단계로 나누는 이유는 감광제의 점도가

높기 때문에 웨이퍼 위에서의 보다 나은 균일한 도포를 위해서이다. 또한 회전

도포 후 감광제의 균일한 도포 효과를 높이기 위해 안정화 시간을 2시간 동안

갖게 한다. 안정화 시간이 지난 후 소프트 베이크 (soft bake) 공정을 120 ℃에서

40 분 동안 대류식 오븐을 사용하여 진행하였다.

소프트 베이크 공정은 감광제를 회전 도포하게 되면 감광제에 함유되어 있던

용제의 80 ~ 90％가 회전하면서 증발 되나, 용제의 나머지 양이 감광막에서 완전

히 건조되지 않는다면 빛이 쪼여질 때 효과적인 상호 작용을 방해하고 마스크와

웨이퍼를 접촉시킬 때에 감광제가 웨이퍼에 붙게 되기 때문에, 회전 도포 후에

용제를 제거하기 위해서 실시한다. 베이크 공정에 사용하는 기본적인 장비로는

대류식 오븐 (convection oven)과 핫 플레이트 (hot plate)가 있다. 대류식 오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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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퍼와 감광제에 균일한 열전달이 가능하지만 열전달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공정 시간이 길고, hot plate 는 전도 방식으로 열이 전달되므로 공정 시간이 짧

으나 hot plate 와 기판 사이의 불규칙한 접촉 저항이 있거나 기판에 특정 패턴

이 있을 경우 열전달이 불균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현 과제에서 사

용하는 감광제의 두께는 상당히 높은 편이므로 균일한 열전달을 통해 베이크하

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노종합팹센터에서 보유 중인 대류식 오븐 (그림 9)을

사용하여 소프트 베이크를 진행하였다.

그림 9 Convection Oven (나노종합팹센터 보유 장비, Model : NYM-FUR-200

, Maker : NYMTECH Co., Ltd.)

소프트 베이크 공정이 완료 된 후에는 THB 151N 감광제의 회전 도포 두께를

측정하기 위해 표면 측정기기(surface profiler, 그림 10)를 사용하여 감광제의 두

께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그림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감광제의 회전 도포 두께

는 SU8 PR 몰드와 COC 칩 패턴에서 모두 약 20 ㎛의 결과로 동일한 값을 보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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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Surface Profiler (나노종합팹센터 보유 장비, Model : Dektak-8 ,

Maker : VEECO(U.S.A)

그림 11. 표면 측정기기를(Surface Profiler) 이용하여 얻은 감광제 두께 데이터,

(a) SU8 몰드 패턴 깊이, (b) COC 칩 패턴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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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 베이크 공정이 끝나면 제작되어진 마스크 상의 패턴을 감광제가 도포

되어진 웨이퍼 위에 전사시키는 사진식각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제작된 마스크를 탈 부착시키고, UV광을 쪼여줄 수 있는 마스크 얼라이너(mask

aligner, 그림 12)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림 12. Surface Profiler (나노종합팹센터 보유 장비, Model : EVG640, Maker :

EVG)

마스크 얼라이너 장비를 사용하여 쪼여준 UV 광의 총 에너지는

2,200~2,400mJ/㎠ 이다. 노광 후에 사용한 현상액(developer)은 JSR corp.에서 판

매되고 있는 THB 151N 감광제 전용 현상액인 DVL 2000을 사용하였다. 그 결

과 패터닝 되어진 마이크로 스코프 (micro scope) 사진 (그림 13)은 아래와 같다.

그림 13. 사진식각공정 후 PR 마이크로 스코프 사진

사진 상의 감광제 패턴 사이즈를 마스크 상의 패턴 사이즈와 비교해 볼 때 어

느 정도 차이가 생길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마스크 얼라이너를 사용한 노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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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진행 전 EBR 공정을 통해서 edge bead를 제거하지만, 현 과제에서 사용되

어지는 감광제의 두께가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EBR 공정을 진행하더라도

완전히 edge bead를 제거하지 못해서 노광 공정 시에 마스크와 감광제가 도포된

웨이퍼 사이에 공간을 발생시켜 UV광의 산란을 유발시키고 UV 광을 쪼이지 못

한 부분이 생긴다. 하지만, 고찰 결과 감광제 패턴의 형상이 나중에 진행되어지

는 인젝션 몰딩 공정에 사용하기에는 문제점이 없으므로 위 조건을 사용한 감광

제 패터닝 웨이퍼를 사용하여 다음 공정인 니켈 전주 도금 공정을 진행하였다.

두 번째 씨앗층 증착 전에 사진식각공정에서 식각되어진 패턴 바닥에 남을 수

있는 감광제의 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해 나노종합팹센터에서 보유 중인 폴리머

에쳐(Polymer etcher, 그림 14) 장비를 사용한다.

그림 14. Polymer Etcher(나노종합팹센터 보유 장비, Model : VERSALINE ICP

Polymer Etch, Maker : Unaxis)

다. 두 번째 씨앗층 증착 및 니켈 전주 도금

제작되어진 웨이퍼에 두 번째 씨앗층인 크롬 1000 Å을 E-beam evaporator를

사용하여 증착하였다. 두 번째 씨앗층을 증착시키는 이유는 그림 13의 네 번째

단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감광제 패턴 몰드 전체에 니켈 전주 도금 (Ni

electroplating)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다.

전주 도금은 전해질 용액 속에서 진행된다. 전해질 용액에 전압을 적용하면 정

전하를 갖는 입자 즉 양이온 (cation)은 전류의 방향으로, 또 부전하를 갖는 입자 즉

음이온 anion)은 반대방향으로 이동한다. 전해질 용액에 전류를 통하려면 전극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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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는 두 개의 금속편을 용액에 붙여 이들의 양전극을 적당한 DC 전원에 접속한다.

용액에의 전류입구가 되는 전극을 양극 (anode), 일반용액으로 부터의 출구인 전극을

음극 (cathode)라고 한다.

그림 15는 전기 도금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전하

를 갖는 양이온은 음극을 향하고 부전하를 갖는 음이온은 양극으로 향하여 이동한다.

이와 같이 전해질 용액에 전기를 흐르게 하면 전극과 용액의 계면에서 각각 화학 변

화가 일어나고 이와 같은 변화를 전기화학변화(반응), 또 이와 같이 전류에 의해 일

어나는 화학변화를 전기분해 또는 전해라고 부른다. 용액을 전해하면 양극 면에서는

전자가 유리 (流離)되고 이 전자는 용액외의 결선(結線)을 거쳐 음극에 도착하고 음

극 면에서는 전자가 양이온에 주어진다. 따라서 양극에서는 항상 산화반응 (전자를

잃은 반응), 음극에서는 항상 환원반응 (전자를 받는 반응)이 행하여진다. 아래의 두

식은 양극과 음극에서 발생하는 전기메커니즘을 나타내고 있다.

Cathode : Metal Reduction, H2 Evolution

  + ne- → M

2H- + 2e- → H2

Anode : Metal Oxidation, O2 Evolution

M →   + ne-

H2O → H+ + OH-

2OH → 

O2 + H2O + 2e

-

그림 15. 전기도금의 기본원리

앞서 진행되어진 두 번째 씨앗층이 증착된 공정 웨이퍼를 가지고 니켈 전주



- 20 -

도금 공정을 수행한다. 나노종합팹센터에서 보유 중인 니켈 전주 도금 장비는

그림 16에서 보는 바와 같다. 전주 도금을 수행 전 웨이퍼 상에 패터닝 되어진

형상 사이에 생길 수 있는 기포를 제거해주기 위해 진공 펌프를 사용하여 기포

를 제거해준다. 이를 위해서는 나노종합팹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포 제거 시

스템 (degasing system, 그림 17)를 사용한다.

그림 16. Ni Electroplaing System (나노종합팹센터 보유 장비, Model : EP/ELP

2000, Maker : SAMBANG ENG.)

그림 17. Degasing System (나노종합팹센터 보유 장비, Maker : SAMBANG ENG.)

전주 도금을 수행 시에 도금되어지는 니켈의 스트레스(stress)를 최소화하기

위해 낮은 전류에서 순차적으로 전류의 세기가 증가되는 5단계의 도금을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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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한다. 1 단계는 100 mA ~ 500 mA에서 60 분, 2 단계는 600 mA ~ 1000

mA에서 60 분, 3 단계는 1100 mA ~ 2000 mA에서 60 분, 4 단계는 3500 mA ~

4000 mA에서 60 분, 마지막 5 단계는 7000 mA에서 60 분으로 도금한다. 이와

같은 5단계의 도금 후 웨이퍼 위에 패터닝 되어진 감광제의 형상을 따라서 약

100 ㎛ ~ 150 ㎛ 정도 도금되는 결과를 얻게 된다. 그 이후 높은 전류를 사용하

여 약 800 ㎛ 정도의 니켈 도금 두께를 얻게 된다. 높은 두께의 니켈 도금을 얻

기 위해서 사용하는 전류의 세기는 약 1 A 정도이다.

니켈 전주 도금이 완료되고 나면 도금되어진 니켈 판을 인젝션 몰딩 장비의

금형에 장착되어질 수 있는 사이즈로 잘라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제작 되어

진 니켈 도금판을 와이어 컷팅 (Wire cutting) 방식을 사용하여 잘라낸다. 잘라

내어진 니켈 스탬프의 형상(그림 18) 에서 보는 것과 같이 왼쪽은 COC 칩의 하

판의 형상을 보여주고, 오른쪽은 COC 칩의 상판의 형상을 보여준다.

그림 18. 방전 가공 후 완성 되어진 상판/하판 니켈 스탬프

라. 인젝션몰딩(Injection molding)공정

앞서 진행한 결과로 제작되어진 니켈 스탬프를 인젝션 몰딩 (Injection

molding) 장비 (그림 19)의 금형 (그림 20)에 장착하여 인젝션 몰딩 공정을 진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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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Plastic Injection Mold(나노종합팹센터 보유 장비, Model : A270C

400-100 , Maker : ARBURG )

그림 20. 인젝션 몰딩 장비에 부착되어진 금형 형상

인젝션 몰딩 장비는 인젝션을 담당하는 본체와 금형온도가열기 및 제습기로

구성된다. 먼저 COC 수지의 건조를 위해서 제습기의 온도를 60 ℃~70 ℃ 설정하

여 수지를 건조한다. 이는 수지에 포함되어 있는 수분을 제거하기 위함이다. 수

지의 수분은 인젝션 후 만들어지는 COC 샘플의 기포를 발생시키고 니켈 몰드에

서 수지의 원활한 이동을 방해하기 때문에 공정 시작 1시간 전부터 수지의 제습

및 건조를 준비하여야 한다. 또한 금형 온도 조절기의 온도 조절을 통해서 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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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온도를 일정한 수준 (110 ℃)으로 유지시켜야 니켈 몰드에서의 수지 이동이

원활해 질 수 있다. 이와 같은 준비 과정이 끝나게 되면 사출 온도를 150 ℃ 내

지 300 ℃로 순차적으로 5단계로 적용하고 사출 압력은 최대 20 MPa을 적용하

여 사출을 한다. 취출 시에 적용되는 냉각 시간은 30~40 초로 하여 COC 재질의

패턴화 된 상부 기판을 제조한다. 인젝션 몰딩 공정으로 제작되어진 COC 제품을

다이싱 장비 (Automatic Dicing Saw, 그림 21)을 사용하여 LOC용 칩 크기로 잘

라낸다. 그 이후 드릴 작업을 통해 주입구 부분의 구멍을 가공하게 되면 그림 22

에서 보는 바와 같이 COC 칩 제작이 완료된다.

그림 21. Automatic Dicing Saw(나노종합팹센터 보유 장비, Model : DAD3350,

Maker : DISCO Corp.)

그림 22. 제작되어진 COC 칩

그림 23에서는 제작되어진 COC 상판을 SEM 측정으로 얻은 패턴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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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된 상부 기판의 두께는 1 mm이고, 전체 미세 채널의 깊이는 모두 약50 마

이크로미터를 보여준다. 또한 채널의 폭은 약 200 마이크로미터로 최초 디자인의

마스크와 일치하나 패턴의 끝의 평탄면의 직경은 약 60 마이크로미터이며 외곽

원주방향으로 약 20 마이크로미터에 해당하는 빈공간이 존재하여 필러내부가

COC로 완전히 충진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불완전한 수지의 충진은

몰드의 역할을 하는 금속 스탬프의 패턴이 필러와 역상으로 음각으로 들어가 있

으며 따라서 채우려는 음각부분의 갖힌 공기가 사출시 압충되어 사출압을 이기

고 남아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앞으로 위 패턴에 맡는 사출 조건의 최적

화 및 디자인의 수정을 통해 목표로 하는 COC 기반의 kinase 반응조건 최적화

를 위한 LOC 칩이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

(a) (b)

그림 23. 제작되어진 COC 상판 SEM 사진, (a) 저배율, (b) 고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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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목표 달성도 및 대외 기여도

1. MEMS공정으로 PDMS/COC/PMMA 등을 이용한 Lab chip prototype 제작

완료하여 미세유체 흐름 테스트 완료

가. 다채널형 Lab chip 기초 제작 및 평가를 위해 MEMS공정으로

PDMS/COC/PMMA/PS 등을 이용한 Lab chip 제작하였으며 제조 공정상에서

Lab Chip으로서 성능에 대한 반복재현성의 평가를 수행하였다. 이는 계획 대비

100% 수행을 완료 하였음.

- 향후 2 단계 다양한 kinase, 기질 혼성화 반응 최적화를 위한 기초적인 결과

를 확보하였음.

- LOC 구동에 있어 plastic 디바이스 공정수행을 통해 요소기술 확보함

2. 다양한 plastic 기질중에서 가장 Biocompatible한 COC (Cycoolefin

Copolymer)를 선정하여 hardpolymer 기반의 MEMS 공정 최적화 조건 수립

가. 물질선정을 통한 COC (Cycoolefin Copolymer) 고분자기반의 MEMS 공정

최적화 조건 수립을 하였고 이를 위해 니켈 몰드 제작 장비를 이용하여 Lab

chip의 몰드 제작방법 수립하였고 Injection molding 장비 및 bonding장비를 이

용한 Lab chip의 제작 조건을 수행하였음. 이는 계획 대비 100% 수행을 완료 하

였음. 다소 재료 선택에 있어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으나 디바이스 성능평가 완료

하였음.

나. 설계와 제조공정의 feedback을 통하여 주관기관과 함께 2단계 시작과 더불어

최적 성능의 Lab chip 제작을 위해 아래 항목을 중점적으로 수행할 계획임.

- 향후 2 단계 microvalve 적용을 통한 시스템 integration 가능한 수준으로 개

발하고자 함.

- pnematic microvalve 적용을 통한 TAS 시스템 구현의 기초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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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계획

초기의 연구로부터 얻어진 실험조건 결과들은 최종목표인 Total Analysis

System (TAS)시스템 개발에 대한 기본조건을 제공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대량

의 kinase 실험의 반응조건을 빠르게 microfluidic chip상에서 확립함으로써 그

조건을 바탕으로 각 채널에서 유량 및 반응시간을 고려하여 최적의 chip개발이

용이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향후에 이용할 Total Analysis System

(TAS)개발의 유용한 기초 data로 이용될 것이다. 향후 마이크로 밸브/펌프/RI

센서 기술이 접목됨으로써 본과제를 통해 개발된 기술은 시스템 일체화를 통해

향후 RI를 이용한 고감도 생화학센서로서 필수적인 요소기술로 인정될것으로 생

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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