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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질 질량분율 실시간 측정용 정전용량센서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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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brication of capacitance sensor for real time harmful substance 
mass fraction me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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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a method of using a capacitance sensor was investigated as a means to

measure the mass fraction of a type of harmful substance. Using MEMS process, we

developed a capacitance sensor and studied the real time mass fraction with harmful

substance mixture liqu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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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tructure of the capacitance sensor. [2]

산업에서의 유독 혼합물은 공업약품, 폭약, 용

제, 염료, 의약품 및 농약의 중간체로 폭넓게 사

용된다. 유독약품은 단독 또는 혼합물형태로 거

래되며 질산화합물 같은 경우에는 세계시장 총계

약 1,000만톤/년, 국내시장 75만톤/년에 이를 정

도로 화학산업의 기초 물질이다. [1]

본 연구에서는 유독물질의 혼합비율 측정을 위

한 센서개발에 관한 것으로, 유독물질의 혼합정

도를 측정하여 산업에서 손쉽게 혼합비를 알 수

있고, 유독물질을 사용 전 사고 및 환경오염을

예방 할 수 있다. 질량분율 실시간 측정용 정전

용량센서는 유독물질에 국한되지 않고 유전율을

알고 있는 어떠한 용액이라도 혼합농도를 측정가

능하다. 개발된 질량분률 측정센서는 MEMS공정

을 통해 대량생산이 가능하며, 가격면에서도 이

점이 있다. 또한 소형의 센서로 공간활용에 유용

하여 커패시턴스 측정방법을 채택하게 되었다.[3]

MEMS공정을 통한 질량분율측정 센서는 우선

SOI Wafer의 사이즈는 top 실리콘 40µm, back

side 실리콘 450 µm, 절연층으로 사용되는 실리

콘 산화물(SiO2)0.8 µm이다. 공정 순서는 Fig.2에

서 진행방법으로 top실리콘에 포토레지스트를 덮

고나서 Fig. 3에서 마스크 1번으로 패터닝을 진

행한다. 골드를 증착시켜 전극을 만든 후에

포토레지스트를 lift off하면 1번 마스크로 패턴

했던 부분에만 골드가 남게 된다. 전극으로 사용

될 골드 하부에 콤의 간격은 100 µm, 200 µm, 3

00µm, 400µm로 총 4가지에 대해 진행하였다. 그

후에 Top layer에 포토레지스트를 덮고 Fig. 3에

서 마스크 2번을 통해 패터닝을 진행하면 콤이

만들어 지는 부분만 포토레지스트가 남게 된다.

포토레지스트가 없는 부분에는 D-RIE공정을 통

해 40 µm의 실리콘을 제거하여 정전용량센서의

콤이 생성 된다. 그 후에 하부에 포토레지스트를

덮고 Fig. 3에서 마스크 3번을 통해 패터닝을 하

여 D-RIE공정을 통해 450 µm의 실리콘을 제거

하면 완성할 수 있다. 제작되는 칩은 1cm×1cm

의 크기로 정전용량식 질량분률 센서가 제작 된

다. Fig. 4에는 동전과 실제 센서의 크기를 비교

하였고, 6인치 웨이퍼에 132개의 질량분률 센서

가 동시에 제작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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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chematic diagram of micro capacitance

sensor fabrication process

Fig. 4 After MEMS process compare the size

of the coin and oil mass fraction sensor

Fig. 5 Oil mass fraction sensor on top of PCB

board was coverd with chamber.

Fig. 3 Gold and silicon masks for gold

deposition and silicon etching for micro

capacitance sensor

제작된 오일질량분률 센서를 챔버와 PCB연결을

통해 측정시스템을 구축하였다. 1cm×1cm 센서

를 PCB에 PDMS를 이용하여 고정시킨 후 칩의

전극과 PCB 전극을 와이어본더를 이용해서 연결

하였다. 유체가 정전용량 칩으로 흐르도록 챔버

를 외부 지름4cm, 내부지름은 2cm로 제작하였

다.

Fig.5 에서 센서, PCB, 챔버를 연결한 사진이다.

유전율을 알고 있는 두가지 유독물질을 섞어 유

전율을 다르게 만들어 Syringe Pump(고정밀시린

지 펌프)를 이용해 챔버내로 유독물질의 유량을

조절 할 수 있도록 하였다. PCB전극에 AD7747

평가 보드를 연결하여 유전률에 따른 커패시턴스

값을 측정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향후 유독물질의 사고 및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질량분율 실시간 측정용 정전용량센서

는 다양한 산업분야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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