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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실리콘 및 유리 소재를 기반으로 광범위한 

연구가 진행되며 새로운 기능의 구현이나 성능 

향상이 지속되어 온 마이크로 혹은 나노채널과 

같은 미세구조물에 의한 바이오 소자 등의 

미소유체소자는 근래에 진단 시장 등에서 

제품을 출시되는 등 상용화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이와 같이 상용화 단계에 진입하고 있는 

미소유체소자의 시장 확대 및 산업화를 

위해서는 소자를 낮은 가격으로 빠르게 

대량생산 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이와 같이 

미소유체소자를 대량생산이 가능하도록 

제품화하기 위해서는 소자의 기능 및 특성을 

직접적으로 결정하는 미세구조물이 도입된 

핵심 부품의 생산 기술뿐만 아니라 구성 

부품을 체결하여 시스템화하는 패키징의 

양산화 기술 개발의  병행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미소소자의 대량 생산을 위해서는, 

다양한 양산 공정 중, 소재의 다양성, 생산성 

및 구현할 수 있는 구조물의 정밀도, 생산 

인프라 등을 고려할 때, 플라스틱 소재를 

이용한 사출성형 공정을 미소유체소자의 핵심 

부품 및 모듈의 대량생산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사출성형 공정은 지난 

십수년의 나노/마이크로 성형 관련 연구를 

통해 상당한 수준의 기반 기술이 축적되어 

있다. 

이러한 사출성형 공정을 통한 나노/마이크로 

채널과 같은 핵심 구조 및 부품의 제작 기술과 

함께, 미세채널 등을 기반으로 하는 

미소유체소자는 대부분 미세채널을 통한 내부 

혹은 외부로의 유체 이송을 기반으로 기능이 

수행되기 때문에 패키징 기술이 필요하다[1]. 

실리콘 소재 및 유리 소재 간의 접합에 의한, 

혹은 PDMS(Polydimethylsiloxane)를 이용한 

패키징 기술은 실험실을 중심으로 적용되어 

왔으나, 사출 성형에 의한 플라스틱 소재로 

제작된 부품에 대한 적용은 적절하지 않아, 

기밀특성 및 생산성이 우수하고 플라스틱 

부품에 적합한 접합 및 체결 공정을 중심으로 

한 패키징 기술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플라스틱 소재에 대한 접합 공정은 

접합면 사이에 UV 경화형 접착제 혹은 용제를 

도포에 의한 접합, 레이저, 초음파, 진동 혹은 

다양한 형태의 히터를 통해 접합면의 온도를 

플라스틱 소재의 유리전이온도 이상으로 

상승시켜 압착하여 접합하는 방식 등이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 들은 

소재를 추가 적용하거나, 접합체를 부분적으로 

용융시켜 접합하게 되므로 결합 중에 채널막힘, 

구조물 변형 혹은 불균일한 접합 등이 

발생하여 소자의 기능 및 특성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접합 기술에 

의해서는, 영구적인 접합이 수반되어 필요한 

경우에도 접합면의 재 분리가 매우 어렵게 

되어, 후속 공정을 제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기밀성이 우수하면서도 필요한 경우 

재분리가 용이한 새로운 형태의 패키징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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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마이크로 채널 기반의 

플라스틱 미세유체 소자의 재분리가 가능한 

기계적 체결에 의한 패키징 기술 개발을 위해, 

기계적 체결 방식을 제안하고 사출 성형에 

의해 제작된 마이크로 채널 기판의 특성이 

기계적 체결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 마이크로채널 기판 성형 및 체결 
 

본 연구의 체결 시험에 사용한 100mm x 

50mm 크기의 마이크로 필라구조 기판은 

PMMA 소재를 사 용하여 사출성형을 통해 

제작하였다. 마이크로 필라의 형상은 지름 

200um, 높이 100um 이며,  기판 중앙부 40mm 

x 20mm 영역에 100um 의 간격으로 배열된 

형태로 성형되었다. 사출 성형 공정에서의 

마이크로 채널 성형성, 즉 전사성 및 기판의 

변형은 후속 패키징 공정에서의 기밀 특성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공정 조건에 따른 채널 및 

기판의 성형특성을 분석하였다. 

 

 

  
Fig. 1 Injection molded plastic micro channel 
substrate and cross section view of the micro channel. 

 

 
Fig. 2 A cross section view of the micro channel 
injection molded with optimized process conditions 

 
 

성형된 마이크로 필라구조 기판과 평판의 

덮개기판과의 기계적 체결시 기밀 특성 평가를 

위하여 마이크로 채널  랜드 부분과 덮개 기판 

간의 접촉 상태를 접촉 압력 측정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기계적으로 체결한 후 실제 

유체를 공급하여 누출 특성을 측정 평가 

하였다. 

 
Fig. 3 A schematic for cross section view of the 

mechanically assembled plastic device based on 

micro channels 

 

3. 실험결과 및 결론 
  

성형된 채널 기판 전체 형상 및 미세채널 

부분의 단면 사진을 Fig. 1 에 나타내었으며, 

성형 조건에 따라 미세채널의 성형성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미세 

채널 부분의 미성형 현상은 사출성형 

과정에서의 금형 온도 및 보압, 사출 속도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게 되는데, 본 

실험의 경우 금형 온도 및 보압의 조정을 

통해서 Fig. 2 와 같이 성형 특성의 개선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기판의 마이크로 채널 전사성이 낮은 

경우나 기판의 변형이 심한 경우, 채널/덮개 

기판 간 접촉 혹은 기밀 특성이 저하되는 

결과를 얻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공정 및 

구조 최적화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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