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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high precision robot systems, the most popular tasks may be handling of micro-scale 
objects on a surface such as a micromanipulation robot system. In handling of micro-scale objects, the 
stiction effect becomes a fundamental issue since the micro-contact mechanics dominates the 
micromanipulation robot system. In the paper, a theoretical non-stick condition derived from the 
micro-contact mechanics is carried out for the propose of micro-scale object manipulation. To verify the 
non-stick condition, a micro-manipulation robot system equipped with a high precision stage system and a 
microscope system is developed.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non-stick condition 
guarantees successful micro-scale object mani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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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지난 몇 년간 반도체 부품을 비롯한 IT 산업 전반에 작

은 크기에 많은 기능을 담기 위하여 생산 공장이 고집적

화, 초소형화 추세가 계속되었다. 최근 대부분의 반도체 

생산 및 조립 공정은 마이크로/나노 수준의 정교한 작업

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초정밀 조작 기술은 반도체 산업뿐

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산업, Hybrid IC, 광통신용 Optical 
fiber 정렬, 의료 장비에도 폭넓게 적용 할 수 있으며 최근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1-10].
하지만 현재까지의 초정밀 조작 기술은 Top-down 방식

의 접근이 대부분이었으며 이와 같은 방식은 정교한 부품

을 효과적으로 제작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시 말하면 

반도체 칩, 마이크로 기어, 마이크로 채널 또는 펌프와 같

은 제한된 기능을 가지는 디바이스를 효과적으로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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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지만 복잡하고 다양한 기능을 가지는 마이크로/나
노 디바이스를 “조립”하는 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
래서 최근의 초정밀 조작 기술은 마이크로/나노 디바이스

의 “조립”을 위한 Bottom-up 방식의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마이크로 또는 그 이하의 물체는 질량으로 인한 관

성력이 무시 할 수 있을 정도로 작아진다. 그로 인해 접촉

하는 물체 사이에 발생하는 접촉력이 상대적으로 무시 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마이크로 디바이스가 매니퓰레이터

에 들러붙는 소위 Stiction 현상이 발생하게 되며 이와 같

은 현상은 조작의 반복성과 신뢰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

다. 이와 같은 어려움 때문에 현재 Bottom-up 방식의 초정

밀 조작 기술은 마이크로/나노 단위의 조작 대상물을 이송 

또는 정렬 하는 수준의 기본적인 연구가 진행 중이다.
Carnegie Mellon University의 Metin Sitti는 Polystyrene 재

질의 4.5μm 구형 대상물과 AFM probe를 이용하여 

Graspless 방식으로 조작 대상물을 설정된 목적지까지 이

송하거나 배열하는데 성공하였다. Metin Sitti는 조작 대상

물이 매니퓰레이터보다 유리판과의 접촉력이 더 크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조작 대상물을 유리판 아래 부착시켜 조

작하였다. 또한 유리판의 투명함을 이용하여 비전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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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유리판 상부에 위치 시켜 매니퓰레이터와 비전시스템

의 간섭을 피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경우는 이상적인 상

황으로 실제 마이크로 디바이스를 조립하는 공정에는 조

작 대상물, 매니퓰레이터와 비전 시스템이 같은 방향에 존

재하며 다양한 재질과 크기의 조작 대상물을 다룰 수 있어

야 한다[6-8].
Michigan State University의 Ning Xi는 Latex 재질의 

200nm의 구형 조작 대상물로 이용하여 접촉정보를 기반으

로 조작대상물의 위치정보를 예측하여 Graspless 방식으로 

조작 대상물을 설정된 목적지까지 이송하는데 성공하였다. 
하지만 마이크로 또는 나노 수준의 조작 대상물을 

Graspless 방식으로 조작 할 경우 매니퓰레이터의 작업 속

도가 빨라질 경우 조작 대상물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튕

겨져 나가는 현상이 발생 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위의 시스

템에서는 접촉정보가 상실되어 위치 정보를 확인 할 수 없

다. 이로 인하여 조작 대상물의 위치 정보를 확인하기 위

한 스캐닝을 다시 수행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9-10].
본 논문에서는 앞서 언급한 두 시스템의 단점을 보완하

여 실제 조립 시스템에 적용하기 용이한 마이크로 매니퓰

레이션 시스템 제안한다. 현미경을 이용하여 예상하지 못

한 조작 대상물의 거동에도 신속히 대응 할 수 있도록 하

며 비전 시스템과 매니퓰레이터를 작업 공간 상부에 동시

에 위치시켜 실제 조립 시스템과 동일한 환경을 유지한다. 
또한 Stiction 현상의 원인을 분석하여 이를 극복 할 수 있

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같은 제한 조건 및 설계 조건들

을 고려한 마이크로 매니퓰레이션 시스템을 구동하여 수

십 μm 크기의 조작 대상물을 주어진 목적지까지 이송하여 

구축된 시스템을 검증한다.
본 논문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장에서는 접촉

력의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이를 고려한 매니퓰레이터와 조작 대상물을 

선정하였다. 3장에서는 마이크로 매니퓰레이션 시스템의 

구성과 구동을 위한 프로그램 구축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4장에서는 구축된 마이크로 매니퓰레이션 시스템을 이용

하여 조작 대상물을 주어진 목적지까지 이송하기 위한 방

법에 대해 설명 한 후 이를 적용한 실제 실험을 통하여 마

이크로 매니퓰레이션 시스템을 검증하고자 한다. 

2. 마이크로 매니퓰 이션 시스템 구축

먼저, 이 장에서는 Non-stick 마이크로 매니퓰레이션 시

스템 구축을 위한 조작 대상물과 그에 적합한 매니풀레이

터의 선택을 위하여 접촉력의 대한 상세 내용을 제시한다.

2.1 력

수십 μm 이하의 대상물을 조작 할 경우에는 관성력보

다 접촉력의 영향이 커지게 된다. 그래서 조작 중에 조작 

대상물이 매니풀레이터에 들어붙는 Stiction 현상이 발생하

게 된다. 이와 같은 Stiction 현상의 원인은 정전기 현상, 모
세관 현상, 반데르발스 현상으로 나눌 수 있다[11-13].

2.1.1 정전기 현상

정전기 현상의 원인은 전하량의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

게 된다. 하지만 두 개의 물체의 거리가 1nm 이하가 되면 

Electro tunnelling 현상이 발생하게 되어 전하량의 차이는 

없어지게 되므로 정전기 현상은 무시 할 수 있게 된다. 
AFM probe에는 Non-contact mode probe와 Contact mode 
probe가 존재하는데 Contact mode일 경우 보통은 AFM 
probe와 조작 대상물 사이의 거리를 0.4nm(Atomic constant 
distance)로 생각 할 수 있다[14]. 그렇다면 Contact mode 
probe를 사용하여 정전기 현상을 무시 할 수 있는 시스템

을 설계 할 수 있다.

2.1.2 모세관 현상

모세관 현상은 두개의 물체 사이 유체의 표면장력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며 실험환경의 습도가 40% 이상이며 

조작 대상물과 매니풀레이터가 친수성 물질일 경우 모세

관 현상은 주도적인 영향을 가지게 된다[14]. 하지만 그중 

하나의 조건이라도 만족하지 않는다면 모세관 현상의 영

향은 상대적으로 적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실험 환

경의 습도를 40% 이하로 유지하고 매니퓰레이터와 조작 

대상물을 소수성 물질로 선택한다면 모세관 현상도 정전

기력 동일하게 무시 할 수 있다.

2.1.3 반데르발스 현상

반데르발스 현상은 세 개의 힘 중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작은 크기의 힘이지만 앞의 두 경우와는 달리 실험 환경의 

영향을 적게 받으므로 본 시스템에서는 가장 주도적인 영

향을 주는 현상으로 생각 할 수 있다. 반데르발스 현상은 

두 물체의 재질, 접촉면적, 접촉거리로 계산 할 수 있으며 

이를 수치적으로 나타내면 식 (1)~(2)와 같다. 여기서 식 

(1)은 Plate와 Ball과의 관계이며 식 (2)는 두 개의 Ball 사이

의 관계이다. 여기서 A는 Hamaker 상수, R, R1, R2는 접촉

하는 Ball의 반지름, D는 접촉하는 두 물체의 거리로 

0.4nm이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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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 Hamaker 상수

조작 대상물 금 코팅(Au) 54.6×10E-20J

AFM Tip 실리콘(Si) 27.1×10E-20J

조작 평면 유리(SiO2)  5.7×10E-20J

표 1. 사용된 주요 재질의 Hamaker contant

그림 2. 반데르 발스 힘(조작 상물의 재질 변경시)그림 1. 매니퓰 이터와 조작 상물

  
 



  ×
(2)

2.2 매니퓰 이터  조작 상물 선정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접촉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Contact mode probe 사용, 주변 습도의 40% 이
하 유지, 소수성 물질 사용에 중점을 두어 조작 매니퓰레

이터 조작 대상물을 선택하였다. 조작 대상물은 그림 1(좌)
와 같이 30μm의 크기의 금도금된 Polystyrene 재질의 구를 

사용하였으며 매니퓰레이터는 그림 1(우)와 같은 Nano- 
sensors사의 AdvancedTEC Contact mode AFM probe을 사용

하였으며 끝단의 지름은 10nm 수준이다. 반데르발스 힘을 

계산하기 위해서 사용된 주요 재질의 Hamaker 상수는 표 

1과 같다[15]. 그리고 서로 다른 재질의 물체가 공기 중에 

있을 때의 Hamaker 상수는 식 (3)을 이용하여 계산 할 수 

있다[16].

1             (3)

매니퓰레이터와 조작 대상물과의 관계는 실리콘(Si)과 

금(Au)의 접촉이고 작업 평면과 조작 대상물과의 관계는 

유리(SiO2)와 금(Au)의 접촉이므로 계산된  Hamaker 상수

는 식 (4) ~ (5)와 같다.

      ×
  (4)

      ×
  (5)

계산된 Hamaker 상수와 식 (1)을 이용하면 매니퓰레이

터와 조작 대상물간의 반데르발스 힘을 식 (6)과 같이 계

산 되며 식 (2)를 이용하면 작업평면과 조작 대상물간의 

반데르발스 힘을 식 (7)과 같이 계산된다.

      ×
  (6)

      ×
  (7)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조작 대상물과 매니퓰레이터와

의 반데르발스 힘보다 조작 대상물 작업 평면의 반데르발

스 힘이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매

니퓰레이터로 인한 반데르발스 힘은 작업 평면의 반데르

발스 힘으로 인해 상쇄되어 접촉력의 영향으로 인한 

Stiction 현상을 극복 할 수 있다.
또한 조작 대상물의 변경으로 크기와 재질이 달라질 경

우 반데르발스 힘 또한 변하게 된다. 먼저 재질이 변경되

어 Hamaker 상수가 변하게 되면 그림 2와 같이 반데르발

스 힘이 변하게 된다. 하지만 그래프에서 확인 할 수 있듯

이 두 반데르발스 힘의 크기가 역전되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으므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Stiction 현상을 극복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조작 대상물의 크기에 따른 반데르발스 

힘은 그림 3과 같다.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크기가 작

아질수록 두 힘의 차이는 적어지며 반지름이 5.9375nm일 

때 두 반데르발스 힘의 크기가 역전되는 형상이 나타나게 

된다.
결과적으로 매니퓰레이터 끝단의 크기와 조작 대상물의 

크기가 변하지 않는다면 어떤 재질의 물체라도 Non-stick 
매니퓰레이션이 가능하지만 매니퓰레이터 끝단의 크기가 

커지거나 조작 대상물의 크기가 작아지게 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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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반데르 발스 힘(조작 상물의 크기 변경시)

조작 대상물과 매니퓰레이터와의 반데르발스 힘이 더 커

지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3. 마이크로 매니퓰 이션 시스템 설계

구축된 Non-stick 마이크로 매니퓰레이션 시스템의 개

념도는 그림 4와 같으며 스테이지 시스템, 매니퓰레이션 

시스템, 비전 시스템 그리고 제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4. 시스템 도식화

3.1 스테이지 시스템

스테이지 시스템의 구축은 Physic Instrument(PI)사의 제

품을 사용하였다. 병진 방향의 구동을 위해서는 50nm의 

기본 구동 크기를 가지는 모터 방식의 M-112.1DG를 사용

하여 x, y축으로 매니퓰레이터 끝단을 이송 할 수 있으며, 
회전 방향의 구동을 위해서는 3.5µrad의 기본 구동 크기를 

가지는 모터 방식의 M-038.DG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스테

이지 시스템의 최상부에는 대상물을 정밀하게 조작하기 

위해서 2nm 의 기본 구동 크기를 가지는 Piezo 방식의 

P-611.2S와 P-611.ZS를 사용하여 듀얼 시스템을 구축하였

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시스템의 구축은 바닥 가진 영향

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하여 Newport사의 방진 테이블 위

에 모든 시스템을 설치하였다.

3.2 비  시스템

센싱 시스템의 구축은 현미경을 이용하여 비전 시스템

으로 구축하였다. 사용된 현미경은 올림푸스사의 BX51 
TRF를 사용하였다. 30μm의 조작 대상물을 이송시에는 50
배율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여 시스템 구동시 현미경 배

율은 50배율로 고정하였다. 또한 사용된 Frame grabber는 

1360×1024pixel의 화소수를 가지는 Vistek SVS 285를 사용

하였다. 사용한 영상처리는 매니퓰레이터와 구형 조작 대

상물의 형상을 고려한 알고리즘을 이용하였다[17-19].

3.3 매니퓰 이터 시스템

매니퓰레이터 시스템으로는 앞서 언급한 Contact mode 
AFM probe를 사용하였다. 그림 5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캔틸레버 형상의 매니퓰레이터 끝단에 AFM probe를 장착

하였으며 조작의 신뢰성과 용이성을 위해서 캔틸레버 형

상의 매니퓰레이터는 5° 가량 기울여져 있다.

그림 5. 매니퓰 이터

3.4 컨트롤 로그램

그림 6과 같이 구축된 시스템을 제어/구동하기 위해서 

VC++ 6.0을 이용하여서 그림 7과 같은 프로그램을 구축하

였다. 구축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서 각각의 스테이지를 

개별 구동 할 수 있으며 현미경의 배율에 따른 픽셀정보를 

저장하여 영상처리 알고리즘에 적용 할 수 있다. 프로그램

은 비전 시스템에서 획득한 매니퓰레이터 및 조작 대상물

의 위치 정보를 이용하여 각각의 스테이지를 구동하여 대

상물을 조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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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제어 로그램 GUI

그림 8. 시스템 구동 순서도

그림 6. 하드웨어 구

4. 마이크로 매니퓰 이션 시스템 검증

구축한 시스템을 검증하기 위해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30μm의 크기의 금도금된 Polystyrene 재질의 구를 

사용하였으며 매니퓰레이터를 이용하여 Graspless 방식

의 조작으로 미리 설정된 최종 목적지까지 조작 대상물

을 이송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스템의 구동을 위한 

순서도를 그림 8에 나타내었으며 각각의 단계에 따른 

상세 설명은 그림 9~11에 나타내었다.

4.1 매니퓰 이터의 근

30μm 크기의 조작 대상물을 현재의 위치에서 목적지까

지 이송하기 위해서 그림 9와 같이 조작 대상물의 진행 방

향을 고려하여 매니퓰레이터를 조작 대상물 주변으로 이

동시킨다. 이를 위해서 본 시스템은 비전 시스템을 이용하

여 파악된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경로를 계산하여 스테이

지를 구동한다.

그림 9. 매니퓰 이터의 근

4.2 단  구간 조작

매니퓰레이터가 조작 대상물에 성공적으로 접근한 후에 

그림 10과 같이 단위 직선거리만큼 대상물을 Graspless 방
식으로 이송한다. 이때 조작 대상물이 미리 설정된 최종 

목적지를 향하여 경로 이탈 없이 성공적으로 이송되며 최

종 목적지까지 단위 구간 조작을 반복 수행 한다. 만약 조

작 대상물이 경로를 이탈하게 되면 경로를 수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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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결과

그림 10. 단  구간 조작

4.3 조작 방향의 수정

그림 11과 같이 조작 대상물이 경로를 이탈하게 되면 

조작 대상물의 위치 정보를 파악하여 경로를 수정하게 된

다. 조작 대상물 주위로 수정된 경로를 향하여 매니퓰레이

터를 정렬하면 다시 단위 구간 조작을 반복하여 조작 대상

물을 최종 목적지까지 이송하게 된다.

그림 11. 조작 방향의 수정

4.4 결과

구축된 Non-stick 마이크로 매니퓰레이션 시스템을 통하

여 그림 12와 같이 30μm 크기의 조작 대상물을 Graspless 
방법을 이용하여 현재 위치에서 미리 설정한 목적지까지 

약 50μm의 거리를 이송하는데 60초의 시간이 소요되며 이

송 오차는 3μm(10%) 이내이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Top-down 방식의 초정밀 조작 기

술에서 벗어나 Bottom-up 방식의 접근 방법의 가능성을 제

시하였다. 마이크로/나노 디바이스를 조작 하게 될 때 발

생하게 되는 Stiction 현상의 원인을 규명하였으며 Stiction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들을 제안하였다. 또한 Stiction
을 최대한 방지 할 수 있는 매니퓰레이터와 조작 대상물을 

선정하여 Non-stick 마이크로 매니퓰레이션 시스템을 구축

하여 구동하였으며 제안된 시스템을 검증하기 위해서 비

전 시스템으로 위치 정보를 파악하고 스테이지를 제어하

여 조작 대상물을 특정 위치로 이송하는 방법으로 이 연구

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현재 구축한 Non-stick 마이크로 매니퓰레이션 시스템으

로 구동 할 수 있는 조작 대상물의 크기가 제한되어 있다. 
향후 진행될 연구로는 지금의 조작 대상물 보다 작은 물체

를 조작 할 때 발생하는 Stiction 현상을 능동적으로 제어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것이며 최종적으로 Stiction 현상

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극복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

를 진행하여 궁극적인 Non-stick 마이크로 매니퓰레이션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제 마이크로/나노 디바이스를 조작

하는 시스템에 적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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