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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체(一體)로 된(integrated), 전기적으로 작동 가능한(electrically operable) 마이크로-밸브(micro-valve)는, 유체의 흐

름(flow)과 압력(pressure) 등을 제어하기 위하여 형성된다. 이러한 밸브에 의하여, 휘기 쉬운 벽(200)( flexible wall)에

있는 밀봉 공동(空洞)(100)(sealed cavity)을 갖춘 에너지 변환 장치(120)(energy conversion device)를 통하여, 전기 에

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한다. 밀봉 공동(空洞)(100)유체(130)를 가열하고 냉각시키면서 확장되고 수축되는 유체

(130)를 포함함으로써, 휘기 쉬운 벽(200)의 이동은 야기(惹起)된다. 벽(200)(wall)이나 막(膜)(200)(membrane) 등의 움

직임은 밸브 요소(300)를 이동시키는데 이용되고, 이러한 움직임에 의하여 미리 결정된 범위에서 밸브 포트(400)(valve

port)의 열림과 닫힘 등을 동적으로 제어한다.

대표도

도 2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전기작동식 일체형 마이크로밸브 특히 누출율이 작고 부식 및 초청정환경에 적용하기 위한 일체형 마이크로밸

브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미세기계구조의 일체형 밸브들이 종래기술에 공지되어 있다. 상시 개방형 밸브들의 다양한 실시예들이 Standford

University 의 Mark Zdeblick에게 양도된 미국 특허 제4,821,997호, 제 4,824,073호, 제 4,943,032 호 및 제 4,966,646

호 등에 공개된다. 상기 밸브들은 세 개의 층들로 구성된 구조체로서 제공되며, 유체를 가진 밀봉상태의 공동을 형성하기

위하여 상측에 위치한 두 개의 층들이 이용되고, 상기 유체는 낮은 비등점 및 높은 팽창계수를 가지며 공동내에 수용되고,

상기 공동의 한쪽 벽은 가요성을 가진 얇은 박막으로 구성된다. 상측에 위치한 상기 두 개의 층들은 실리콘, 수정 또는 유

리기층 등의 적합한 재료로 구성된다. 상기 공동 및 가요성의 박막을 형성하기 위한 실리콘 미세가공기술을 이용하기 위하

여 적어도 한 개의 층이 실리콘으로 제조된다. 상기 Zdeblick 씨의 특허들에 공개된 밸브들은 상기 공동의 내부표면에 형

성된 저항요소를 포함한다. 저항요소를 통해 결과적으로 가열작용을 형성하는 전기를 입력하기 위하여 상기 저항요소가

전류공급원과 전기적으로 연결된다. 하부에 위치한 층은 밸브시트 및 밸브시트내에 형성된 포트를 가진다. 따라서 밸브시

트를 가로질러 포트를 통과하는 유동을 정지시키기 위해 밸브포트를 밀폐시키고, 그 결과 유체유동이 정지될 수 있다. 상

기 Zdeblick 씨의 특허를 참고할 때, 저항요소를 통해 전류가 공급되면, 공동에 수용된 유체가 가열되어 가요성 박막이 구

부러져서 밸브시트와 접촉한다. 따라서 유입채널, 포트 및 유출채널사이의 유체유동이 중단된다.

일부적용예에서 상시 개방형 밸브들이 적합하지만, 다른 적용예들에서는 상시 밀폐형 밸브들이 요구되고, 상시 밀폐형 밸

브내에서 에너지공급이 중단되면 유입채널로부터 유출채널로 유체유동이 정지된다. 상기 밀폐형 밸브로서 Redwood

Microsystems, Inc에 의해 제조되는 FluistorTM 마이크로밸브(NC-105)(캘리포니아의 Menlo Park에 소재한 Redwood

Microsystems, Inc의 상표)가 이용될 수 있다. 도 1을 참고할 때, 에너지공급이 중단된 상태에 있는 상기 밸브의 개략도가

도시된다. FluistorTM 밸브에 의하면, 가요성을 가진 박막(20)이 중간에 위치한 층(14)으로부터 형성된다. 중간에 위치한

층(14) 및 상부에 위치한 층(16)사이에 형성된 공동(26)의 벽으로서 상기 박막(20)이 이용된다. 공동(26)내부에 밀봉된

(곡선으로 표시된) 유체(28)를 가열하기 위하여 공동(26)내부에 저항요소(30)가 구성된다. 상기 유체(28)가 가열될 때 유

체는 팽창하여 가요성 박막(20)이 구부러진다. 기계적으로 연결된 지지부(22)를 통해 박막의 구부러지는 운동이 하부의

층(12)에 전달된다. 상기 지지부(22)와 연결된 박막(20)의 운동에 의해 상기 층(14) 및 층(16)으로부터 상기 층(12)이 떨

어져 이동한다. 따라서 층(12)이 중간의 층(14)으로부터 분리되고, 층(12)에 구성된 유출포트(44)가 밸브시트(40)의 구성

영역에서 개방된다. 상기 유출포트(44)는 개방되고 유입포트(42)와 연결되어 유체가 유동한다.

FluistorTM 밸브는 부식성이 없는 유체의 유동을 제어하거나 (헬륨을 이용하여 유출포트의 누출상태를 측정할 때) 약 1 x

10-4 cc-Atm/sec이상의 헬륨 누출율을 가지는 적용예에서 양호하게 작동한다. 그러나 FluistorTM 밸브는 부식성을 가진

유체의 유동을 제어하거나 1 x 10-6 cc-Atm/sec이하의 헬륨 누출율이 요구되는 적용예에 대해 부적합하다. 또한

Zdeblick 씨의 특허에 공개된 밸브에서와 같이, FluistorTM 밸브는 유출포트(44)를 직접 밀봉하도록 박막(20)을 이용하거

나 박막의 연장부를 이용한다. 유출포트를 밀봉하기 위해 박막이 직접적으로 이용되면, 밸브의 적용범위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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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부식성 유체를 제어하기 위해 이용되는 일체형 마이크로밸브가 요구된다. 또한 1 x 10-6 cc-Atm/sec이하의 헬륨

누출율을 가지는 일체형 마이크로밸브가 요구된다. 1 x 10-6 cc-Atm/sec이하의 헬륨 누출율을 가지고 부식성유체를 제

어하기 위한 일체형 마이크로밸브가 요구된다. 또한 유출포트를 직접 밀봉하기 위해 가요성 박막이 이용되지 않아서 마이

크로밸브의 잠재적 적용범위 및 구성가능성을 증가시키고 상기 요구들을 만족시키는 상시 개방형 및 상시 밀폐형 마이크

로밸브들이 제공되어야 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을 따르는 일체형 마이크로밸브가 제 1항에 제공된다. 본 발명의 마이크로밸브는 밸브요소를 이동시키기 위해 기

계적 연결부를 가진 가요성 박막을 이용한다. 에너지변환장치에 입력되는 에너지에 응답하여 상기 박막이 운동한다. 선택

적으로 에너지변환장치의 저항식 가열요소에 전기에너지가 입력되어, 가열요소에 의해 발생된 열에너지가 밀봉상태의 공

동내에 수용된 유체를 팽창시킨다. 유체가 팽창되어 박막이 구부러진다. 선택적으로 상기 에너지변환장치가 가열기능뿐만

아니라 냉각기능을 제공할수 있다.

상기 가요성 박막이 기계적 연결부에 의해 밸브요소와 연결되고 한 개이상의 중간포트들과 근접하게 배열된다. 따라서 박

막의 운동에 의해 밸브요소가 운동하여 중간포트를 개폐한다. 마이크로밸브를 위한 유입채널 및 유출채널로서 작용하는

통로들과 상기 중간포트가 연결되어 유체가 유동하고, 상기 중간포트는 밸브시트에 의해 둘러싸인다. 선택적으로 밸브시

트가 밸브요소의 일부분으로 구성되거나 중간포트의 일부분으로 구성될 수 있다. 선택적으로 밀봉상태를 향상시키기 위해

상기 밸브시트가 탄성을 가진 밀봉표면을 가진다. 선택적으로 상기 밀봉표면과 마주보는 표면위에 돌출부가 구성되어, 중

간포트가 밀봉될 때 상기 밀봉표면을 압축하기 위한 상대적으로 작은 변부가 제공된다. 따라서 탄성을 가지지 않는 밀봉표

면으로 구성된 밸브에 비하여 본 발명의 밸브가 상대적으로 작은 누출율을 가진다. 선택적으로 밸브요소에 하중을 제공하

는 하중제공장치를 구성하기 위해 스프링과 같은 장치가 이용된다. 본 발명의 마이크로밸브가 상시 밀폐형 밸브로서 구성

되지만 선택적으로 상시 개방형 밸브로서 구성될 수 있다. 밸브에 의해 제어되는 유체와 접촉하는 표면이 불활성재료로 코

팅된다. 따라서 부식성유체 또는 초청정 유체의 유동속도를 제어하기 위한 밸브가 제조된다.

본 발명에 의하면, 감지장치가 본 발명의 밸브와 일체로 구성된다. 선택적으로 상기 감지장치가 유동센서로서 제공되거나

압력센서로서 제공될 수 있다. 따라서 에너지변환장치의 에너지공급원에 동적피드백(feedback)을 제공하는 일체형 감지

장치들이 본 발명의 밸브에 구성되어, 본 발명의 밸브가 유동속도 또는 압력을 동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

첨부된 도면들을 참고하여 본 발명의 목적, 특징 및 장점이 이해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삭제

도 1은 종래기술의 FluistorTM 마이크로밸브를 개략도시한 단면도.

도 2 는 본 발명에 따라 일체로 구성된 상시 밀폐형 전기작동식 밸브를 도시한 개략단면도.

도 2A는 도 2에 도시된 밸브의 일부분을 도시한 확대도.

도 3은 본 발명에 따라 선택적으로 구성되는 공동 및 가열요소를 도시한 단면도.

도 4는 본 발명에 따라 선택적으로 구성되는 또 다른 공동 및 가열요소를 도시한 단면도.

도 5A는 본 발명에 따라 선택적으로 구성되는 가열요소의 일부분을 도시한 단면도.

도 5B는 도 5A의 가열요소를 포함하고 발명에 따라 선택적으로 구성되는 공동 및 가열요소를 도시한 단면도.

도 6은 도 2의 실시예를 도시한 평면도.

도 7은 본 발명에 따라 선택적으로 구성되는 밸브요소를 도시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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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8A 및 도 8B는 본 발명에 따라 선택적으로 구성되는 중간포트를 도시한 단면도.

도 9는 본 발명에 따라 선택적으로 구성되는 중간포트를 도시한 단면도.

도 10은 본 발명에 따라 선택적으로 구성되는 또 다른 중간포트를 도시한 단면도.

도 11은 선택적으로 하중제공장치를 가지고 본 발명을 따르는 상시 밀폐형 밸브를 도시한 단면도.

*부호설명

50.........밸브 12,14,16.....층

100.........공동 120.....가열요소

130......유체 200......박막

300.... 밸브요소 400.....중간 포트

510......유출포트 520.....유입포트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실시예

본 발명의 실시예들이 도면들을 참고하여 설명된다. 본 발명의 실시예들을 설명하고 이해하기 위해 도면들이 개략도시된

다.

본 발명의 특징들을 가진 변형예 또는 적용예들이 당업자들에게 이해된다. 예를 들어, 본 발명에 의하면 단일 밸브포트를

가진 밸브 또는 다중 밸브포트들을 가진 밸브가 이용될 수 있다.

일체형 밸브구조체를 구성하기 위한 세부과정들이 당업자들에게 공지된다. Zdeblick 씨에게 허여된 특허(미국특허 제

4,821,997호, 제 4,824,073호, 제 4,943,032호, 제 4,966,646호)에서 상기 과정들이 설명된다.

도2를 참고할 때, 상시 밀폐되는 전기작동식 일체형 밸브(50)의 단면도가 도시된다. 도 1의 FluistorTM 밸브와 유사하게,

밸브(50)는 상부, 중간 및 하부에 위치한 각각의 층(12,14,16)들을 포함한다. 평평한 상부의 층(16)이 밀봉된 공동(100)의

한쪽 벽을 형성한다. 저항식 가열요소(120)가 상기 층(16)에 고정되고, 상기 공동(100)내부에 위치한다. 중간에 위치한 층

(14)의 일부분을 형성하는 가요성의 박막(200)에 의해 공동(100)의 또 다른 벽이 형성된다. 밀봉된 공동(100)이(곡선으로

도시된) 유체(130)로 충진되고, 상기 유체(130)는 플루오르화탄소와 같은 유전체로서 가열시 팽창하고 냉각시 수축하는

특성을 가진다. 전기에너지가 가열요소(120)에 제공되고, 유체(130)가 가열되면, 유체(130)가 팽창하여 박막(200)은 외

측으로 구부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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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막(200)은 공동(100)의 한쪽 벽을 형성할 뿐만아니라 밸브요소(300)와 근접하게 위치한다. 연결점(310)에서 (도 6의 )

지지부(210)에 의해 상기 박막(200)이 밸브요소(300)와 기계적으로 연결된다. 가요성 박막(200)이 밸브요소(300)에 기계

적으로 연결되어 박막(200)의 운동이 밸브요소(300)에 전달된다.

중간에 위치한 층(14)의 밸브부분(230) 및 상기 박막(200)의 밸브단부(220)에 의해 밸브의 중간포트(400)가 형성된다. 상

기 밸브단부(220) 및 밸브부분(230)에 의해 중간포트(400)의 크기 및 형상이 형성되고, 도 2를 참고할 때, 중간포트(400)

의 주위에서 밀봉영역(450)이 형성된다. 또한 중간포트(400)는 밸브요소(300)내에 형성된 밸브시트(410)를 포함할 수 있

다. 선택적으로 (도면에 도시되지 않은 ) 밸브시트가 밀봉영역(450)내에 구성될 수 있다. 도 2 및 도 2A의 실시예에서, 밸

브(50)에 에너지공급이 차단되면, 상기 밀봉영역(450) 및 밸브요소(300)가 접촉하게 되고, 중간포트(400)가 밀폐된다. 상

기 형태의 밸브(50)가 상시 밀폐형 밸브라고 설명된다. 선택적으로 밸브(50)에 에너지공급이 차단되면, 밀봉영역(450) 및

밸브요소(300)가 이격되고, 중간포트(400)가 개방되며, 상기 형태의 밸브가 상시 개방형 밸브라고 설명된다.

유출포트(510) 및 유입포트(520)가 하부의 층(12)에 구성된다. 유출포트(510)는 유출채널(240)을 통해 중간포트(400)와

연결된다. 유입포트(520)는 유입채널(540,250)들을 통해 중간포트(400)와 연결된다. 중간포트(400)가 밀폐될 때 유입포

트(520)는 유출포트(510)와 격리된다. 유체(130)가 가열될 때 유체가 팽창하여 박막(200)을 구부러지게 한다. 박막이 구

부러지면, 박막(200)은 지지부(210)를 통해 밸브요소(300)를 가압하고, 밸브요소(300)는 밸브시트(410)로부터 떨어져 회

전운동하여 중간포트(400)가 개방된다. 따라서 유출채널(240) 및 유입채널(250,540)을 통해 유출포트(510)가 유입포트

(520)와 연결된다.

밸브(50)를 구성하는 부분들은 여러개의 구분된 기능블록(block)들을 형성한다. 유체(130)를 가열하고 박막(200)을 구부

러지게 하여 전기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시킨다. 중간의 기능블록이 액츄에이터를 통해 기계적 에너지를 제공하

고, 중간포트(400)가 개폐된다. 유체의 유동 및 안내를 위한 기능블록이 중간포트에 연결되어 유체가 유동한다. 도 2를 참

고할 때, 여러개의 층(12,14,16)들이 상기 기능블록을 포함한다. 도 2의 실시예에서, 층(16) 및 층(14)의 일부분들을 포함

한 에너지변환을 위한 기능블록이 제공된다. 유체유동을 위한 기능블록은 층(12,14,16)들의 일부분을 포함한다.

도 2를 참고할 때, 가요성 박막(200)은 가요성을 가질 정도로 얇고 밸브(50)가 작동하는 동안 정상적으로 발생되는 하중에

의해 파손되지 않을 정도의 두께를 가진다. 상기 박막(200)은 공동(100) 및 유입채널(250)의 일부분을 형성한다. 박막

(200)은 유체(130)와 접촉하고 또한 밸브(50)가 제어하려는 제어유체와 접촉한다. 제어유체와 접촉하는 박막(200)의 구

성부들이 " 젖은 표면"으로 공지되어 있다. 도 2의 실시예에서, 박막(200)은 층(14)으로부터 형성되고, 층(14)의 여러부분

들이 층(12,16)들의 구성부분들과 연결된다. 층(14)의 재료를 선택하기 위해, 박막(200)의 강도, 가요성 및 적합성과 층

(12,16)의 재료들에 대한 층(14)의 결합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선택적으로 서로 적합한 재료가 선택될 수 있지만, 층(14)

을 위해 실리콘재료가 선택되는 것이 유리하다.

밸브요소(300)는 전형적으로 층(14,16)들에 의해 구성되는 밸브구성부들의 제조작업과 별도로 제조되고, 중간포트(400)

와 근접한 위치에서 지지부(210)와 기계적으로 연결된다. 밸브요소(300)는 젖은 표면을 형성하고, 중간포트(400)를 밀폐

시키는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또한 박막(200)에 의해 형성되는 운동에 저항하는 복원력이 상기 밸브요소(300)에 의

해 제공된다. 따라서 밸브요소(300)의 재료는 상기 복원력을 제공해야 한다. 밸브요소(300)가 도 2의 평면형상과 다른 형

상을 가질 수 있지만, 층(14)에 대한 적합성 및 실리콘 미세가공기술을 고려하여 밸브요소(300)가 실리콘재료로부터 제조

되는 것이 유리하다.

도 2의 실시예에서, 유출포트(510), 유입포트(520) 및 유입채널(540)의 전부 또는 일부분이 하부의 층(12)에 의해 형성된

다. 따라서 층(12)은 젖은 표면을 가지고, 층(12)은 밸브(50)가 제어하려는 제어유체와 적합한 재료로 제조되어야 한다. 밸

브(50)가 이용되는 장치에 밸브를 결합시키기 위한 장착부로서 상기 층(12)이 이용될 수 있다. 따라서 상기 층(12)은 장착

기능을 위해 충분한 강도 및 내구성을 가져야 한다. 선택적으로 밸브요소(300)에 하중을 제공하기 위해 (도면에 도시되지

않은 ) 보조적인 하중제공장치가 이용된다. 보조적인 하중제공장치는 층(12)에 의해 장착된다. 실리콘재료를 이용하여 층

(12)에 요구되는 특성들이 제공되더라도, 다른 적합한 재료가 선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알루미나와 같은 다양한 세라믹

재료가 이용되고, 붕규산 유리재료 또는 석영이 이용된다.

도 2의 실시예에 있어서, 층(16)에 의해 가열요소(120)가 지지되고 위치설정되며 상기 층(16)은 공동(100)을 형성한다.

또한 층(16)은 유출채널(240)의 일부분을 형성하여 젖은 표면을 형성한다. 가열요소(120)는 단지 유체(130)를 가열하고,

유체(130)가 층(16)과 접촉하여 냉각될 수 있다. 선택적으로 양호한 열전도특성을 가진 재료가 층(16)을 위해 이용된다.

가열요소(120)가 전기저항요소로서 구성되면, 가열요소(120)의 전기단락을 방지하기 위해 층(16)은 유전체재료로 구성된

다. 선택적으로 원격공급원에 의해 공급되는 복사에너지를 이용하여 유체(130)가 가열된다. 상기 복사에너지가 투과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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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가 층(16)을 위해 이용된다. 따라서 층(16)은 석영, 붕규산 유리(borosilicate glass), 세라믹, 사파이어, 실리콘, 및 플

라스틱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재료들로 제조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하면, 밸브요소(300) 및 각각의 층

(12,14,16)들을 위해 다양한 재료들이 이용되고, 본 발명의 범위에 따라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밸브요소(300) 또는 상

기 층들이 구성될 수 있다.

박막(200)은 가요성 및 강성을 가진다. 박막(200)이 가지는 가요성 및 강성의 최적조합은 특정적용예에 따라 변화될 수 있

다. 선택적으로 가요성이 우선 고려될 수 있고, 다른 실시예에서 가요성보다 강도가 우선 고려될수 있다. 박막(200)의 강도

및 가요성이 중요한 요인일 때, 가요성 박막(200)의 두께 및 형상을 변화시켜 상기 특성들이 조합된다. 층(14)이 [100]실

리콘을 제조될 때, 박막(200)의 두께는 약 50미크론이다. 박막(200)의 두께가 상대적으로 크거나 작을 수 있고 두께는 약

10 내지 100미크론인 것이 유리하다. 박막(200)의 단면형상을 변화시켜서 박막(200)의 가요성 및 강도의 조합이 변화될

수 있다. 본 발명에 의하면, 가요성 박막(200)이 일정한 두께를 가지거나 가변두께를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박막(200)

은 계단형의 가변두께를 가진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박막(200)의 두께는 점차적으로 변화하여 변부로부터 중심까지 감

소한다. 밸브(50)의 특정적용예를 위해 가요성 및 강성의 정확한 조합을 제공하기 위하여 특정적용예의 요건을 만족시키

는 단면형상이 이용될 수 있다.

밸브(50)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구조체들을 제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공지된다. 예를 들어, Zdeblick 씨에게 허여된

특허들에 공지된 제조방법들이 밸브(50)를 제조하기 위해 이용될 수 있다. 또한 EDM(electro-discharging machining),

전기화학적에칭(electrochemical etching), 샌드블래스팅(sand blasting), 주조, 코이닝(coining), LIGA, 및 다이아몬드

기계 가공 등과 같은 제조방법이 이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은 상기 제조방법에 국한되지 않는다.

도 2를 참고할 때, 공동(100)은 유체(130)로 충진된다. 유체(130)를 선택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팽창계수가 고려된다. 유

체(130)의 팽창계수가 클 때, 계획된 온도범위에 대하여 박막(200)의 운동범위는 상대적으로 커진다. 유체(130)는 공동

(100)의 재료에 대해 화학적으로 불활성을 가진다. 재료들이 서로에 대해 화학적으로 불활성을 가지기 때문에, 서로에 대

해 화학반응을 가지지 않는다. 유체(130)를 위해 선택된 재료가 밸브(50)를 위해 계획된 온도범위에 대해 증기상을 가지거

나 액체상을 가질 수 있다. 물, 에탄올, 다른 알코올, 그리고 플루오르화 탄소(fluorocarbon) 계열의 재료들, Fluorinert

의 상표로 시판되는 재료들이 유체(130)로서 이용된다.

도 2에 도시되지 않고 밀봉요소에 의해 밀봉되는 충진오리피스를 통해 공동(100)이 충진된다. 선택적으로 공동(100)이 밸

브(50)의 작동시 형성되는 최고온도에서 유체(130)로 충진되고 밀봉된다. 또한 밸브(50)의 작동시 형성되는 최고압력에서

공동(100)이 유체(130)로 충진되고 밀봉된다. 선택적으로 특정 압력 및 온도가 조합되어 선택된다. 따라서 가요성 박막

(200)의 최대운동이 형성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하면, 밸브(50)가 예를 들어, 반도체 또는 제약산업 등에서 이용되는

초청정처리를 위해 제조된다. 도 2의 실시예를 참고할 때, 밸브요소(300), 각각의 층(12, 14,16)들의 일부분들은 젖은 표

면을 포함하고, 밸브(50)에 의해 제어되는 제어유체와 상기 젖은 표면이 접촉한다. 상기 초청정처리를 위해 초청정처리에

적합한 재료들로 코팅되거나 젖은 표면들을 가진 밸브(50)가 제조된다. 제약산업에서 이용하기 위하여 Teflon 재료로

코팅된 표면들을 이용할 때, Teflon 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에 견디도록, 크롬(chromium), 탄화 규소(silicon carbide),

질화 규소(silicon nitride), 산화 규소(silicon oxide), 또는 탄소와 같은 다이아몬드(diamond) 등으로 코팅된 젖은 표면을

가진 밸브(50)가 제조될 수 있다. 따라서 서로 유사한 구조를 가진 밸브들이 특정적용예들을 위한 서로 다른 재료들로 코

팅된 젖은 재료들을 가진다. 밸브(50)가 한 개이상의 층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젖은 표면들을 위한 재료는 층들을 서로 결

합시키는 결합공정에 적합하게 선택된다. 예를 들어, (도면에 도시되지 않은 ) 크롬 장벽층으로 코팅된 젖은 표면들을 가진

붕규산의 층(16)에 실리콘의 층(14)을 결합시키기 위하여 양극결합공정이 이용되면, 효과적인 결합을 위하여 층(16)의 결

합표면으로부터 크롬이 제거되어야 한다. 저이온함유 에폭시 용융유리 등을 이용하는 다른 결합공정이 이용될 수 있다.

삭제

선택된 특수 결합공정에 적합한 저항재료들을 이용하는 가열요소(120)가 구성되고, 붕규산유리의 층(16)을 실리콘의 층

(14)에 결합시키기 위해 양극결합공정이 이용되는 반면에, 저항요소들을 형성하는 연속구조의 백금층을 위해 층(16)에 대

한 접착성을 제공하도록 티타늄 층을 이용하는 가열요소(120)가 구성될 수 있다. 다른 형태의 저항장치가 이용될 수 있다.

선택적으로 양의 온도계수(PTC, Positive Temperature Coefficient)를 가진 저항재료가 이용될 수 있다. 유체(130)의 온

도가 증가할 때 상기 PTC 재료의 저항이 증가하면, 가열요소(120)의 과열 및 전력소모가 감소된다. 상기 PTC 재료는

BaTiO2(barium titinate)를 포함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별도로 제어되는 가열요소(120)가 이용된다. 예를 들어, 일정한

배경온도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 1 가열요소가 이용되고, 유체(130)를 팽창시키는 온도를 제공하기 위해 제 2 가열요소가

이용된다. 선택적으로 제 1 및 제 2 가열요소들은 동일형태의 PTC요소들로 제공되거나 냉각요소 및 가열요소의 조합으로

구성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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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열요소(120)들은 에너지 변환기능을 가진 기능블록의 일부분이며, 도 2의 실시예에서 전기에너지를 열로 변환시키고

열을 기계적 운동으로 변환시킨다. 에너지변환을 위한 기능블록의 선택적 실시예가 도 3에 도시되고, 용이한 이해를 위해

층(16) 및 층(14)의 관련부분들만 도시된다. 가요성 박막(205)과 근접하게 구성된 제 1 부분(104) 및 제 2 부분(106)이 공

동(100)에 포함된다. 제 1 부분(104)은 제 2 부분(106)보다 작고 포트(150)를 통해 삽입된 가열요소(140)를 포함한다. 가

열요소(140)를 제위치에 고정하고 공동(100)을 밀봉하기 위해 포트(150)가 밀봉요소(160)로 밀봉된다.

도 3의 실시예는 두 개의 부분들을 가진 공동(100)을 가지고, 도 2의 실시예는 한 개의 부분을 가진 공동(100)을 가진다.

상대적으로 작은 제 1 부분(104)으로 구성된 공동(100)을 이용하기 위해 삽입식 가열요소(140)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

다. 제 1 부분(104)의 유체(130)가 매우 빠른 속도로 가열되어 유체(130)가 신속하게 팽창한다. 제 1 부분(104)으로부터

팽창된 유체(130)가 채널(108)을 통해 제 2 부분(106)을 가압하여 제 2 부분(106)내부의 유체체적을 팽창시키고, 그 결과

박막(205)이 구부러진다. 상기 유체운동에 의해 박막(205)의 운동이 신속하게 제어된다.

두 개의 전도체(142)들이 가열요소(140)에 구성되고, 포트(150)를 통과하여 제 1 부분(104)내에서 저항요소(144)들을 가

진다. 다수의 가열요소(140)들이 구성될수 있고 도 3의 구성은 설명을 위해 제공된다. 가열요소(140)를 위해 다수의 서로

다른 재료들이 이용된다. 예를 들어, 전도체(142)들은 저항이 작은 제 1 재료로 제조되고, 루프(loop)형상의 저항요소

(144)는 저항이 큰 제 2 재료로 제조된다. 동일한 재료들이 전도체(142) 및 저항요소(144)를 위해 이용될 수 있다. (도면

에 도시되지 않은 ) 지지체내에 전도체(142)들이 장착되고, 밀봉요소(160)가 지지체로서 이용될 수 있다. 저항요소(144)

를 제조하기 위해 서로다른 가열특성을 가진 다양한 재료 또는 입자들이 이용된다. 제 1 부분(104)내부의 유체(130)를 가

열하기 위한 표면적을 제공하기 위하여 루프이외의 형상이 이용될수 있다. 본 발명에 의하면, 유체(130)의 비등점보다 높

은 온도를 제공하는 가열요소(140)가 이용된다. 따라서 유체(130)의 국소증발은 거품을 형성한다. 일부 적용예에 있어서,

거품들이 형성되면 가요성 박막(200,205)을 구부러지게 하는 제어작용이 향상된다. 따라서 각각의 밸브(50)를 위해 서로

다른 가열요소(140)들을 선택하여 서로 다른 적용예들에 적합한 밸브들이 제공될 수 있다.

도 4를 참고할 때, 또 다른 가열요소 및 공동의 구조가 도시된다. 도 2의 실시예와 상이하게, 도 4의 실시예를 구성하는 상

부의 층(16)이 확장부(170)들을 가지고, 확장부(170)의 단부(176)에 가열요소(174)들이 구성된다. 따라서 공동(100)의

중심부에서 가열요소(174)들의 가열작용이 박막(200)과 더욱 근접한 위치에서 수행되고, 유체(130)의 가열은 더욱 균일

해진다. 박막(200)의 기계적운동을 위해 유체(130)를 가열하기 위한 에너지가 효과적으로 변환된다. 또한 확장부(170)들

에 의해 유체(130)와 접촉하는 층(16)의 표면적이 증가된다. 따라서 층(16)을 통해 유체(130)가 열분산되는 냉각작용이

향상된다. 층(16)에 확장부(170)들을 구성하기 위해, 예를 들어, 실리콘 미세가공방법에 의해 형성되는 층(16) 및 확장부

(170)들은 실리콘재료로 구성된다. 확장부(170)들을 위한 제조방법 및 재료들이 이용되고, 확장부(170)들이 독립적으로

공동(100)내에 형성되고 장착된다. 가열요소(174)들의 구조는 가열요소(120)의 구조와 유사하다. 선택적으로 당업자들에

게 공지된 확산방법 또는 이온이식법에 의해 형성되고 도핑된 실리콘영역들에 의해 가열요소(174)들이 제공될 수 있다.

또한 가열요소(174)들을 최적위치에 배열하고 유체(130)의 냉각을 위한 표면적을 변화시키기 위해 확장부(170)의 길이가

변화될 수 있다.

도 5A의 평면도를 참고할 때, 에너지변환을 위한 기능블록의 또 다른 실시예가 도시된다. 가열층(180)은 세 개의 가열부

재(182)들을 가진다. 선택적 실시예에서, 결정면들을 따라 에칭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가열층(180)은 [111]실리콘 재료로

구성되고, 따라서 기계적 및 전기적 연결부를 위한 실리콘 가열층(180)을 남기고 육각형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 마주보는

측부들로부터 영역(184)들의 모든 실리콘을 제거하도록 가열층(180)을 에칭하면 가열요소(182)들이 구성된다. 가열요소

(182)를 위한 다른 형상이 구성될수 있고, 다른 형상을 제공하기 위한 다른 방법이 이용될수 있다.

도 5A의 선B-B'을 따른 도 5B의 단면도를 참고할 때, 가열층(180)을 포함한 공동(100) 및 가열부재가 도시된다. 상부의

층(16) 및 중간의 층(14)사이에서 가열층(180)을 가진 공동(100)이 구성된다. 가열층(180)을 이용하면 공동(100)을 통해

상당한 가열표면적을 제공하도록 가열요소(182)들이 공동(100)내에 배열된다. 따라서 유체(130)가 신속하게 가열되고 유

체(130)가 팽창되어 가요성 박막(200)이 구부러진다. 도 2 내지 도 5B의 실시예들은 본 발명을 따른 다양한 형태의 가열

요소들을 도시한다. 따라서 공지된 다른 형태 또는 구성의 가열요소들이 본 발명에 의해 대체될수 있다. 예를 들어, 유체

(130)와 직접 접촉하지 않고 공동(100)의 외측에 장착되어 즉 공동(100)위에서 층(16)의 표면(110)(도 2)에 장착된 (도면

에 도시되지 않은 )요소들에 의해 유체가 가열된다. 도 2 내지 도 5B의 실시예이외의 가열요소들이 이용될 수 있다. 본 발

명에 의하면, 예를 들어, 공동(100)위에 펠티어(Peltier) 열펌프를 장착하여 유체(130)가 가열되거나 냉각될 수 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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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브요소(300)는 중간의 밸브블록의 일부분으로서 구성되고 중간포트(400)를 밀봉한다. 밸브요소(300)에 관한 도 6의 도

면을 참고할 때, 중간의 층(14)을 통해 본 발명의 밸브가 도시된다. 도 6의 선(c-c')을 따른 단면도가 도 2에 도시된다. 밸

브요소(300) 및 층(12)의 일부분들이 층(14)의 일부분들 및 층(14)에 의해 형성된 구성부들을 도면에서 가리고, 가려진 부

분들이 점선으로 도시된다. 직사각형의 밸브요소(300)가 박막(200)의 일부분위에 중첩되어 배열된다. 밸브요소(300) 및

층(14)사이의 평면상태를 향상시키기 위해 선택적으로 평면포스트(204)들이 층(14) 및 층(12)사이 및 밸브요소(300)에

구성된다. 유입포트(520)를 통해 보이는 박막(200)의 작은 부분이 실선으로 도시된다. 유출포트(510)가 층(12)내에 구성

되고 채널(240)에 의해 중간포트(400)에 연결된다. 밸브요소(300)가 지지부(210)에 장착되어, 박막(200)의 구부러짐에

의해 지지부(210)가 밸브요소(300)를 가압하고 중간포트(400)를 개방하거나 중간포트(400)를 밀폐하도록 밸브요소

(300)를 끌어당긴다.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의하면, 밸브(50)의 성능을 특정 적용예에 적합하도록 밸브요소(300)가 선택적으로 구성된다.

(도 2의 )밸브요소(300)에 관한 도 7의 선택적 실시예에 의하면, 밸브요소를 수정하여 추가의 밸브밀폐하중이 제공된다.

따라서 밸브요소(300)의 마주보는 측부들위에 빔(344)들이 구성된다. 예를 들어, 박막(200)과 근접한 위치에서 층(14)에

장착되거나 층(12)의 일부분에 장착될 수 있다. 따라서 밸브요소(340)의 정지위치로부터 밸브요소(340)가 구부러짐에 따

라 빔(344)내부에 복원력이 형성된다. 밸브요소(340)의 구부러짐이 증가함에 따라 상기 복원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빔

(344)의 길이, 폭, 위치 및 형상을 변화시켜 복원력의 크기가 제어된다.

밸브요소(300)의 선택적 실시예가 도 8A에 도시된다. 용이한 이해를 위하여 중간포트(400)주위의 영역들만 도시된다. 탄

성재료(420)를 이용하여 밸브시트(410)가 밸브요소(300)내에 형성된다. 특정 적용예를 위해 탄성재료(420)는 플라스틱

재료로 대체되거나 플루오로카본재료 또는 금속재료를 이용할 수 있다. 상기 탄성재료(420)는 돌출부(425)들을 가진 몰딩

재료이거나 (도면에 도시되지 않은 ) 돌출부(ridge)들이 밸브부분(230) 및 밸브단부(220)의 밀봉표면위에 형성될 수 있다.

선택적으로 상기 돌출부(425)들이 이용될 수 있다. 도 8B의 또 다른 실시예를 참고할 때, O-링(430)이 이용될수 있다. 형

상을 가진 상측부(302) 및 평평한 하측부(304)를 포함한 부분들로 구성된 밸브요소(300)를 이용하여 밸브시트(410)를 형

성하는 상기 O-링(430)이 밸브요소(300)내에 고정된다. 도면에 도시되지 않은 또 다른 실시예에 의하면, 밸브시트(410)

를 형성하기 위하여 밸브단부(220) 및 밸브부분(230)내에 형성된 요홈들내에 O-링이 고정된다. 따라서 (도 8A의) 탄성재

료(420) 또는 탄성을 가진 (도 8B의 ) O-링(430)에 의해 중간포트(400)가 밀폐될 때, 중간포트(400)의 밀봉상태가 향상

된다. 누출율이 작아야 하는 적용예에 대해 향상된 밀봉상태의 구조가 이용된다. 밸브시트(410)를 형성하기 위해 도 8B에

도시된 O-링(430) 또는 도 8A에 도시된 돌출부(425)들을 가진 탄성재료(420) 또는 다른 적합한 구조를 이용하면, 헬륨을

이용한 누출검사시 헬륨누출율이 1 x 10-6 cc-Atm/sec 내지 1 x 10-9 cc-Atm/sec이하의 값을 가진다.

본 발명을 따르는 밸브요소의 선택적 실시예가 도 9에 도시된다. 가요성 박막(200)은 확장부(200a)를 가지고, 상기 확장

부(200a)는 구형부(330)와 접촉하기 위하여 중간포트(400)를 통해 부분적으로 연장된다. 상기 구형부(330)는 스프링기능

을 가진 박막(500)위에 겹친 상태로 배열된다. 박막(200)이 구부러지면, 구형부(330)는 확장부(220)에 의해 밸브시트

(410)와 접촉상태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중간포트(400)를 통해 유체가 유동한다. 상기 구형부(330)가 밸브시트(410)로부

터 벗어나서 상기 박막(500)이 구부러지면, 포트밀폐하중이 형성된다. 박막(500)에 의해 제공되는 포트밀폐하중은 예를

들어, 도 7의 빔(344)에 의해 제공되는 밸브요소(340)의 밀폐하중과 동일하다. 구형부(330)가 강성을 가진 비압축성재료

로 제조되거나 어느정도의 탄성을 가질 수 있다. 밸브시트(410)는 탄성을 가지지만 다른 실시예에서 탄성없이 제공될 수

있다.

도 9의 실시예에 관한 다양한 구성들이 본 발명의 범위내에서 구성될수 있다. 예를 들어, 중간포트(400)를 밀봉하기 위해

이용될 수 있는 구형이외의 다른 적합한 형상이 구형부를 위해 이용될 수 있다. 또한 구형부(330) 및 밸브시트(410)를 밀

봉하기 위해 강성 및 탄성을 가진 재료들이 조합되어 낮은 누출율이 제공될 수 있다.

본 발명을 따라 밸브요소 및 밸브시트의 다른 실시예가 도 10에 도시된다. 중간포트(400)를 밀봉하기 위하여 포펫밸브요

소(360)가 이용된다. 상기 포펫밸브요소(360)는 요홈부(362)들을 가지고, 중간포트(400)를 밀봉하기 위해 O- 링(314) 또

는 다른 탄성재료를 고정하기 위해 상기 요홈부(362)가 이용된다. 중간포트(400)의 주변부에 형성된 밸브시트(414)와 상

기 O- 링(314)이 접촉하여 중간포트(400)가 밀봉된다. 상기 포펫밸브요소(360)의 운동은 도 9에 도시된 구형부(330)의

운동과 유사하다. 포펫밸브요소(360)의 상측부(368)와 접촉하는 확장부(224)가 상기 박막(200)에 구성된다. 상기 포펫밸

브요소의 구조는 본 발명을 설명하기 위해 제공되며, 다른 형태의 포펫밸브요소가 제공될 수 있다. 포펫밸브요소(360)내

에 상기 O- 링(314)이 고정되지만 다른 실시예에서 상기 O- 링(314)은 밸브시트(414)내에 고정될 수 있다. 상기 포펫밸

브요소(360)는 예를 들어, 도 9의 박막(500)과 같은 복원력제공장치를 가질수 있다. 상기 포펫밸브요소(360) 및 밸브시트

(414)를 위해 강성 및 탄성재료들의 조합이 이용되어 낮은 누출율이 구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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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브시트 및 밸브요소에 관한 상기 실시예들이외에 다른 실시예들이 제공될 수 있다. 밸브시트 및 밸브요소를 구성하기 위

하여 Zdeblick 씨의 특허들에 공개된 방법 및 다른 방법들이 이용될 수 있다. 탄성재료 또는 비탄성재료로 구성된 밸브시

트 및 밸브요소들은 본 발명의 범위에 해당한다.

압축된 탄성재료들은 중간포트(400)의 밀봉기능을 향상시키고 낮은 누출율을 제공한다. 밀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탄

성재료를 압축하기 위한 복원력이 필요하다. 도 9의 실시예에 있어서, 상기 복원력을 제공하기 위하여 스프링기능의 박막

(500)이 제공된다. 선택적으로 복원력을 제공하기 위한 다른 실시예가 제공되어, 중간포트가 밀폐되거나 개방될 수 있다.

본 발명을 따르는 또 다른 실시예에 관한 도 11을 참고할 때, 밸브의 밀폐하중을 증가시키기 위해 하중제공장치(610)가 이

용된다. 상기 하중제공장치(610)는 도 2의 밸브요소(300) 및 층(12)의 일부분사이에 배열된다. 중간포트(400)를 개방하

기 위하여 지지부(210)가 밸브요소(300)를 가압할 때, 하중제공장치(610)가 압축되어 밸브밀폐하중이 제공된다. 하중제

공장치(610)가 코일스프링 또는 다른 수단에 의해 제공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하중제공장치(610)는 판스프링, 비틀림 막

대 등으로서 구성될수 있다. 도 9의 실시예에 관한 설명과 같이, (도 9의 ) 박막(500) 또는 하중제공장치(610)와 같은 별도

의 하중제공장치가 이용되면 특정적용예를 위한 설계가 더욱 용이해진다.

하중제공장치(610)의 압축에 의해 밸브의 밀폐하중이 제공될 뿐만아니라 밸브의 개방하중이 제공될 수 있다. 유입채널

(540)의 압력이 유출채널(240)의 압력보다 큰 실시예에 있어서, 박막(200)에 의해 제공된 하중은 중간포트(400)를 개방

하기에 불충분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의 실시예에 의하면, 중간포트(400)가 밀폐될 때, 하중제공장치(610)가 인장상태

를 가진다. 박막(200)의 운동에 의해 제어되는 개방하중이 상기 하중제공장치(610)에 의해 제공된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전기적으로 작동되는 일체형 마이크로밸브의 다양한 실시예들이 설명되었다. 상기 다양한 실시예들은 마이크로밸브를 구

성하는 요소들의 선택적 실시예들을 포함한다. 부식성 유체들을 제어하거나 밸브의 누출율이 작아야 할 때, 본 발명의 마

이크로밸브는 밸브시트를 위한 탄성재료, 돌출부 및 하중제공장치를 조합하여 구성될수 있다. 특정적용예를 위한 마이크

로밸브의 실시예를 용이하게 구성하기 위하여 상기 실시예를 구성하는 기능블록이 수정될수 있다. zdeblick 씨의 특허에

공개된 밸브들과 상이하게, 본 발명을 따르는 마이크로밸브의 누출율은 작고, 가요성 박막이 직접 중간포트를 밀봉하기 위

해 이용되지 않기 때문에, 박막을 수정하지 않아도 된다. 기능블록의 구성이 수정되어, (도 3에 도시되고) 삽입가능한 가열

요소(140)를 가지고 에너지변환을 위한 기능블록이 구성된다. 따라서 본 발명의 마이크로밸브가 대량생산되고 가열요소

(140)의 형태를 변화시켜서 특정적용예에 적용될 수 있다. 상기 방법에 따라 제조비용이 감소되고 본 발명은 광범위한 적

용예들에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실시예들은 상시 밀폐구조의 밸브(50)를 설명하고 있으나, 상시 개방구조의 밸브가 당업자들에게 공지되어 있

다. 예를 들어, 도 2에 도시된 밸브에 있어서, 밸브의 작동온도보다 작은 온도에서 공동(100)을 밀봉하여 상시 개방밸브가

제조될 수 있다. 밸브가 작동온도까지 가열됨에 따라 가요성의 박막(200)이 구부러지고 중간포트(400)가 개방된다. 따라

서 상기 밸브를 밀폐하기 위하여 유체(130)가 냉각되고, 냉각작용을 위해 펠티어(peltier) 열펌프가 이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밸브들은 독립적으로 구성되거나 종래기술의 다양한 유동감지장치와 연결되어 구성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마이크로밸브는 다양한 크기로 개폐될 수 있으므로, 본 발명의 마이크로밸브는 유체유동을 허용하거나 중지할수 있을 뿐

만아니라 유동속도를 연속적으로 제어하여 유체유동량을 제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에너지변환을 위한 기능블록에 의해

기계적에너지로 변환되는 에너지의 양을 변화시켜서 유체의 유동속도가 제어된다. 에너지공급이 중지된 상태일 때 밸브요

소의 위치로부터 구부러지는 정도에 비례하여 밸브요소의 위치가 변화된다. 제공된 유체의 유동속도 또는 압력을 동적으

로 제어하기 위하여 상기 밸브에 동적 피드백(feedback)을 제공하며 일체로 구성된 유동감지장치 또는 압력감지장치가 본

발명에 의해 제공된다. 유동속도를 감지하기 위한 감지장치가 이용될 때 마이크로밸브는 유동제어기로서 구성되고, 상기

감지장치가 압력을 결정할 때 마이크로밸브는 압력제어기로서 구성된다. 예를 들어, 본 발명의 유동제어기가 유동감지장

치를 포함하고, 유동감지장치가 제 1 압력센서, 유동제한기 및 유동제한기를 통과할 때 감소되는 압력을 측정하기 위한 제

2 압력센서를 포함한다. 미리 정해진 유동제한작용을 위하여, 특정유체의 유동속도로 압력강하가 정확하게 조정될 수 있

다. 따라서 유동감지장치를 이용하여 선택된 특정유체의 유동속도가 동적으로 제어된다.

(57) 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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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유체를 안내하기 위한 유입포트(520)와 유출포트(510)를 포함하는 층(12,14,16)들을 가지며,

유체를 유동시키기 위해 상기 유입포트(520)를 상기 유출포트(510)에 연결시키고 상기 층(12,14,16)들내에 형성된 유입

채널(250,540)을 가지며,

상기 유입채널(250,540)내에 형성되는 중간포트(400)를 가지고, 상기 중간포트(400)를 통해 상기 유입포트(520)가 상기

유출포트(510)에 연결되며,

상기 유입채널(250,540)내에서 중간포트(400)와 근접한 위치에 운동가능하게 배열된 밸브요소(300)를 가지고, 상기 밸브

요소(300)가 상기 유입채널(250,540)과 유입포트(520)에 의해 둘러싸이며,

지지부(210)를 통해 상기 밸브요소(300)에 작용하는 가요성의 박막(200)을 포함한 에너지변환장치를 가지고, 상기 중간

포트(400)를 개폐하기 위하여 상기 에너지변환장치가 유입된 에너지를 기계적에너지로 변환시켜서 상기 박막(200)의 운

동에 응답하여 상기 밸브요소(300)가 상기 지지부(210)를 통해 작동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작동식 일체형 마이크로

밸브(50).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에너지변환장치는 한 개이상의 층들을 포함하고, 상기 층들이 밀봉상태의 공동(100)을 가지며, 상

기 가요성의 박막(200)에 의해 상기 공동(100)의 한쪽 벽이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작동식 일체형 마이크로밸

브.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공동(100)이 유체(130)를 포함하고, 상기 유체(130)는 온도증가에 응답하여 팽창하고 온도감소에

응답하여 수축하며, 유체(130)의 팽창 및 수축시 상기 박막(200)이 운동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작동식 일체형 마이

크로밸브.

청구항 4.

제 2 항에 있어서, 가열요소(120)가 추가로 구성되고, 상기 가열요소(120)가 상기 공동(100)에 열을 전달하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전기작동식 일체형 마이크로밸브.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밀봉된 공동(100)의 한쪽 벽에 상기 가열요소(120)가 장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작동식 일체형

마이크로밸브.

청구항 6.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가열요소가 펠티어 열펌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작동식 일체형 마이크로밸브.

청구항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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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항에 있어서, 저항재료로 형성된 저항성 가열요소(174)가 상기 공동(100)의 내부표면에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전기작동식 일체형 마이크로밸브.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가열요소(174)는 확장부(170)위에 고정된 가열부분을 가진 저항요소이고, 상기 확장부(170)가 상

기 박막(200)으로부터 정해진 거리만큼 이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작동식 일체형 마이크로밸브.

청구항 9.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공동(100)이 제 1 부분(104) 및 제 2 부분(106)을 가지고, 가요성의 박막(205)이 상기 제 2부분

(106)의 한쪽벽을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작동식 일체형 마이크로밸브.

청구항 10.

제 9 항에 있어서, 상기 공동(100)의 제 1 부분(104)내에 삽입가능하게 배열된 가열요소(140)가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작동식 일체형 마브.

청구항 11.

제 10 항에 있어서, 상기 가열요소(140)가 복수개의 저항요소(144)들을 가지고, 상기 저항요소들이 두 개이상의 가열표면

들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작동식 일체형 마이크로밸브.

청구항 1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중간포트(400)의 주변영역에 탄성을 가진 밸브시트(410)가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작

동식 일체형 마이크로밸브.

청구항 13.

제 12 항에 있어서, 탄성을 가진 밸브시트(410)가 밸브요소(300)위에 배열될 때, 1 x 10-6 cc-Atm/sec이하의 헬륨누출율

이 형성되도록 밸브요소(300)의 밸브시트(410)위에 돌출부(425)가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작동식 일체형 마이

크로밸브.

청구항 14.

제 1 항에 있어서, 중간포트(400)의 주변영역에서 탄성을 가진 밸브시트(410)가 상기 밸브요소(300)위에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작동식 일체형 마이크로밸브.

청구항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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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 항에 있어서, 밸브요소(300)위에 밸브시트(410)가 배열될 때, 1 x 10-6 cc-Atm/sec이하의 헬륨누출율이 형성되도

록 상기 중간포트의 주변영역에서 돌출부가 밸브시트(410)위에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작동식 일체형 마이크

로밸브.

청구항 16.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밸브요소(300)에 의해 고정되는 O-링(430)이 상기 밸브시트(410)에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전기작동식 일체형 마이크로밸브.

청구항 17.

제 15 항에 있어서, 상기 밸브시트(410)가 상기 밸브요소(300)에 고정되고 몰딩성형되며, 상기 밸브시트(410)가 중간포트

(400)의 주변영역에서 돌출된 상측부(302)를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작동식 일체형 마이크로밸브.

청구항 18.

제 1 항에 있어서, 초청정공정 및 부식재료의 처리공정에서 이용될 수 있는 재료에 의해 형성되고 제어유체와 접촉하는 젖

은 표면들이 상기 층(12,14,16)들에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작동식 일체형 마이크로밸브.

청구항 19.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박막(200)이 실리콘으로 제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작동식 일체형 마이크로밸브.

청구항 20.
삭제

청구항 21.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밸브요소(300)에 대해 하중을 제공하는 하중제공장치(610)가 상기 밸브요소(300)에 연결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작동식 일체형 마이크로밸브.

청구항 22.

제 21 항에 있어서, 밸브(50)에 에너지공급이 중단될 때 상기 하중제공장치에 의해 밸브요소(300)에 하중이 가해져서 밸

브시트가 중간포트(400)를 밀폐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작동식 일체형 마이크로밸브.

청구항 23.

제 21 항에 있어서, 상기 하중제공장치에 의해 상기 밸브요소(300)에 하중이 제공되어 밸브요소(300)가 상기 밸브시트

(410)위에 배열되는 것이 방지되며 상기 밸브(50)에 에너지공급이 중단될 때 중간포트(400)가 개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전기작동식 일체형 마이크로밸브.

청구항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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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밸브요소가 구형부(330)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전기작동식 일체형 마이크로밸브.

청구항 25.

유체를 안내하기 위한 유입포트(520)와 유출포트(510)를 포함하는 층(12,14,16)들을 가지며,

유체를 유동시키기 위해 상기 유입포트(520)를 상기 유출포트(510)에 연결시키고 상기 층(12,14,16)들내에 형성된 유입

채널(250,540)을 가지며,

상기 유입채널(250,540)내에 형성되는 중간포트(400)를 가지고, 상기 중간포트(400)를 통해 상기 유입포트(520)가 상기

유출포트(510)에 연결되며,

상기 유입채널(250,540)내에서 중간포트(400)와 근접한 위치에 운동가능하게 배열된 밸브요소(300)를 가지고, 상기 밸브

요소(300)가 상기 유입채널(250,540)과 유입포트(520)에 의해 둘러싸이며,

지지부(210)를 통해 상기 밸브요소(300)에 작용하는 가요성의 박막(200)을 포함한 에너지변환장치를 가지고, 상기 중간

포트(400)를 개폐하기 위하여 상기 에너지변환장치가 유입된 에너지를 기계적에너지로 변환시켜서 상기 박막(200)의 운

동에 응답하여 상기 밸브요소(300)가 상기 지지부(210)를 통해 작동하고, 상기 에너지변환장치가

밀봉상태의 공동(100)을 포함하고, 상기 공동(100)은 공동내부에서 가열요소(120)와 연결된 제 1 벽을 가지며 상기 박막

(200)을 형성하는 제 2 벽의 일부분을 가지고,

상기 공동(100)내부에 포함된 유체(130)를 포함하며, 상기 유입포트(520)와 유출포트(510)사이의 유체유동을 제어하기

위하여 상기 유체(130)가 가열요소(120)에 의해 가열되어 상기 박막(200)이 운동할 때 상기 유체(130)가 팽창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일체형 마이크로밸브.

청구항 26.

제 1항의 전기작동식 일체형 마이크로밸브(50)가 구성되고,

유입채널(250,540)내부에서 상기 밸브요소(300)의 위치를 변화시키기 위해, 에너지변환장치에 동적피드백을 제공하여

유동속도를 결정하는 장치가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동제어기.

청구항 27.

제 1항의 전기작동식 일체형 마이크로밸브(50)가 구성되고,

유입채널(250,540)내부에서 상기 밸브요소(300)의 위치를 변화시키기 위해 에너지변환장치에 동적피드백을 제공하여 압

력을 결정하는 장치가 구성되는 장치를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압력제어기.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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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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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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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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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b

등록특허 10-0610908

- 20 -



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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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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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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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b

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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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0

도면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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