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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리소그래피를 이용한 나노-마이크로 하이브리드 
채널제작 및 특성분석

Fabrication of nano-micro hybrid channel using photolithography 
and analysis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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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MEMS/NEMS 기술의 발달로 인해 나노 및 마이

크로채널은 화학적, 생물학적 분야에 걸쳐 많이 

적용되고 있다.  특히, 공정실험의 비용절감, 시간

단축의 장점들로 인해 마이크로 채널 기술의 연구

가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특히 화학분야에 합

성, 반응연구는 서로 다른 두 반응물질의 합성 

및 반응을 통해 새로운 물질을 만든다. 마이크로채

널은 큰 반응기나 많은 양의 시료 없이도 작은공간, 

소량의 시료로 어디든 연구가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마이크로채널 내에 나노구조를 

접목시켜 반응효율증대 및 반응시간을 감축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photolithography공정 및 

NIL공정을 통해 마이크로 채널구조내에 나노구조

를 제작했다.  또한, 제작된 나노-마이크로 하이브

리드 채널을 제작하는데 따른 공정상의 문제점과 

특성을 분석했다. 본 연구에 사용한 poly-

dimethylsiloxane (PDMS)은 투명하고 안정적이

면서 다른 polymer를 molding할 때 접착이 일어나

지 않아 성형가공성이 우수하다.  또한, 열 경화 

시에 표면이 친유성(hydrophobicity)의 특성을 

가진다.

2. 나노-마이크로 채널 제작

본 실험에는  PDMS(SYLGARD 184)를 사용하여 

제작한 마이크로 채널의 기존 흐름특성과 나노구

조물이 접목된 나노-마이크로 채널의 흐름특성을 

비교하기 위해서 photoresist(SU-8 2005, 

MICROCHEM)을 사용하여 photolithogaraphy공정

과 thermal NIL공정을 이용하여 nano-micro-

channel을 제작하였다. Si-wafer위에 SU-8 2005

를 3000rpm, 30sec의 조건으로 스핀코팅을 통하여 

5 ㎛ 두께로 코팅했다. 그 위에 나노구조가 있는 

PDMS master로 덮어 80℃에서 약 5분동안 3kgf의 

압력을 가하여 thermal NIL공정을 실시한 후 mas-

ter를 제거하고 나노구조를 형성하고자 하는 위치

에 photomask를 접촉시켜 photolithography공정

을 실시함으로써 나노-마이크로 융합구조의 나노

-마이크로채널을 제작했다. 두 공정을 거쳐 제작

된 나노-마이크로채널은 그림.1 (a)와 같다. 이렇

게 제작된 나노-마이크로 채널에 PDMS replica 

몰딩방법을 통해 PDMS채널을 제작하고 Glass와 

PDMS채널에 O2플라즈마 처리를 하여 접합시켜 제

작된 PDMS/Glass채널은 그림.1 (b)와 같다. 

3. 측정

제작된 마이크로채널의 패턴을 관찰하기 위해 

SEM으로 측정하였다. 그림.2는 마이크로채널의 

패턴형상을 보여주며 마이크로채널 내에 라인패

턴을 형상화시켰다. 제작된 채널의 성능분석을 

하기 위해 실린지펌프(KPS Legato 101, 

kdScientific)를 사용하여 dye(Rhodamine B, 

JUNSEI)를 섞은 초순수를 주입했다. 기존채널과 

나노구조가 접목된 나노-마이크로 채널의 흐름특

성을 비교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기존채널보다 흐름특성이 우수

한 마이크로채널을 개발하기 위해 

photolithography와 thermal NIL공정을 이용하

여 나노구조가 접목된 나노-마이크로 채널을 제작

하였다. 그림.2 의 SEM이미지에 라인패턴이 접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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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마이크로 채널의 모습을 관찰했다. 제작된 나노

-마이크로 채널은 기존채널보다 반응시간이 길어

졌다. 

본 논문에서 제작한 채널로 생물,의학, 화학분

에야 적용하여 기존 채널보다 우수한 성능을 나타

내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향후 채널의 표면개질을 통해 채널 내부의 특성변

화를 알아볼 것이다.

  

     (a)                           (b)
Fig. 1 Fabrication of nano-microchannel

(a)

(b)
Fig. 2 nano-microchannel SEM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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