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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발진회로가 적용된 미세 질량 측정 장치 및 방법

요약
발진회로가 적용된 미세 질량 측정 장치 및 방법이 개시되어 있다.
이 개시된 측정 장치는, 피검체가 부착되는 외팔보; 상기 외팔보 위에 구비되는 압전체; 상기 외팔보를 능동적으로 진동시
킴과 아울러 피검체로 인한 외팔보의 변화된 공진주파수를 제공하는 발진 회로; 상기 외팔보의 공진주파수를 측정하기 위
한 주파수 측정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구성에 의해, 단일 압전체를 이용하여 외팔보의 능동 구동과 공진주파수의 측정 모두를 수행하기 때문에 가진기와 공
진주파수 변화량을 측정하는 장비가 독립적으로 구비될 필요가 없고, 이에 따라, 측정 장치의 설비가 단순해지고, 미세 외
팔보는 MEMS 공정기술을 이용하여 초소형화 할 수 있다.
대표도
도2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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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의 미세 외팔보 센서의 개략적인 구성도이다.
도 2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미세 질량 측정 장치의 개략적인 구성도이다.
도 3(a) 및 도 3(b)는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미세 질량 측정 장치에 채용되는 외팔보의 형상을 나타낸 것이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미세 질량 측정 장치에 채용되는 외팔보의 길이에 대한 분해능을 나타낸 것이다.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미세 질량 측정 장치에 채용되는 외팔보의 길이에 대한 폭의 비에 따른 분리 계수(separation
factor)를 나타낸 것이다.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미세 질량 측정 장치에 채용되는 압전체가 증착된 외팔보의 유한요소 모델을 나타낸 것이다.
도 7a는 본 발명에 따른 미세 질량 측정 장치에 채용되는 압전체의 두께에 대한 출력 전류를 나타낸 것이다.
도 7b는 본 발명에 따른 미세 질량 측정 장치에 채용되는 압전체의 길이에 대한 출력 전류를 나타낸 것이다.
도 8은 MEMS 공정에 의해 제작된 압전체가 증착된 외팔보의 사진을 나타낸 것이다.
도 9는 본 발명에 따른 미세 질량 측정 장치에 채용되는 발진회로에 의한 자가 진동 신호와 피드백 신호를 나타낸 것이다.
<도면 중 주요 부분에 대한 설명>
50...외팔보, 53...압전체
57...증폭부, 58...피드백부
60...발진회로, 65...주파수 측정기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유전자나 단백질과 같이 미세한 생체물질의 질량을 측정하기 위한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
는 발진 회로를 이용하여 미세 외팔보를 가진시킴과 아울러 미세 질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질량 마이크로-밸런싱(Mass micro-balancing) 기법은 미세 구조물의 공진주파수가 구조물의 질량 증가로 인해 변화한
것을 측정하고, 변화된 공진주파수로부터 증가된 질량을 알아내는 방법이다.
질량 마이크로-밸런싱 기법을 이용하여 미세 질량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QCM(Quartz Crystal Mass microbalancing)이 있다. QCM에서의 공진주파수 변화와 질량 증가 사이의 관계는 Sauerbrey에 의해 체계적으로 정립되었으
며, 이 이론에 따르면 공진주파수는 질량이 증가함에 따라 선형적으로 감소된다.
QCM은 주로 박막 형태의 피검체에서 단위 면적당 분포하는 질량을 측정하는데 이용되며, 수정진동자의 전단 모드(shear
mode)의 변화를 통해 증가된 질량을 측정한다. QCM은 전기적 신호의 입출력이 쉽고 민감도가 뛰어난 장점을 갖고 있으
나, 수정진동자 표면에 질량이 고르게 분포되어야 하며, 높은 공진주파수의 전단 모드를 이용한다는 점이 단점이다.
이밖에 질량 마이크로-밸런싱 기법을 이용하여 질량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광을 이용하는 방법과 압저항을 이용
하는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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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에 광을 이용하여 미세 질량을 측정하는 센서가 U.S. No. 5,719,324호에 개시되어 있다. 이 센서는 도 1에 도시된 바
와 같이, 외팔보(12)가 압전체(10)에 의해 지지되고, 상기 외팔보(12)의 끝부분에 레이저 다이오드(19)에 의해 레이저를
주사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오실레이터(14)로부터의 펄스파(16)에 의해 상기 압전체(10)가 가진되어 외팔보(12)가 함
께 가진된다.
상기 외팔보(12)에 피검체가 올려짐으로써 피검체의 질량 증가로 인해 외팔보에 변형이 발생했을 때, 상기 외팔보(12)로
부터 반사되는 레이저(20)를 제1 및 제2 셀(23)(29)을 가진 광검출기(27)에 의해 검출한다. 상기 광검출기(27)에 의해 검
출된 광량에 기초하여 외팔보(12)의 변위를 측정함으로써 변화된 질량을 알아낸다. 미설명 부호 30 및 34는 카운팅 회로
를, 36 및 37은 미분회로를, 38 및 39는 미분회로부터 출력되는 신호를 각각 나타낸다.
그런데, 광을 이용하는 방법은 레이저와 광검출기의 정확한 위치제어가 요구되기 때문에 위치 제어를 위한 장치가 별도로
필요하다. 또한 외팔보를 가진시키기 위한 수단과 질량을 측정하기 위한 수단이 독립적으로 구비되므로 장치가 복잡하고,
부피가 큰 단점이 있다.
또한, 압저항을 이용하는 방법으로는, 외팔보에 압저항 물질을 도핑(doping)하여 증가된 질량으로 인한 외팔보의 변형으
로 저항이 변하고, 그로 인해 변화된 출력 전압을 측정하여 질량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상기와 같은 방법들은 외팔보를 능동적으로 가진하지 않기 때문에 외팔보의 변위가 작아 미세 질량을 정밀하게 측
정하는 것이 어렵다. 또한, 변화된 저항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 장비 및 가진을 위한 입력신호와 질량의 증가로 인해 변화된
공진주파수의 출력신호를 비교하는 장치 등 필요한 주변 장비가 많아 제작 비용이 많이 들고, 장치의 부피가 커지는 단점
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된 것으로, 미세 외팔보에 발진회로를 적용하여 외팔보를 능동적으로 자
가 진동함과 아울러 별도의 측정 장비의 추가없이 피검체의 미세 질량을 측정함으로써 장비가 간단하면서도 정밀하게 미
세 질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 및 측정 방법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미세 질량 측정 장치는, 피검체가 부착되는 외팔보; 상기 외팔보 위에 구비
되는 압전체; 상기 외팔보를 능동적으로 진동시킴과 아울러 피검체로 인한 외팔보의 변화된 공진주파수를 제공하는 발진
회로; 상기 외팔보의 공진주파수를 측정하기 위한 주파수 측정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발진회로는, 상기 외팔보로부터의 출력 신호를 증폭하는 증폭부와, 상기 증폭부로부터의 신호를 상기 외팔보에 입력
하는 피드백부를 구비한다.
상기 외팔보의 형상비는 민감도와 분리 계수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분리 계수는 외팔보의 첫 번째 공진 주파수와 피검체로 인해 변화된 두 번째 공진주파수의 차를 첫 번째 공진주파수
로 나눈 값인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외팔보의 형상비가 길이 : 폭 : 두께 =( 20 : 6 : 1)~(20:18:1)의 범위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은, 질량 마이크로-밸런싱을 이용하여 미세 질량 측정을 하는 방법에 있
어서,
발진 회로에 의해 압전체를 통해 외팔보를 첫 번째 공진주파수로 자가 진동시키는 단계; 상기 외팔보에 피검체를 부착하
고, 상기 피검체로 인해 변화된 첫 번째 공진주파수로 상기 외팔보를 자가 진동시키는 단계; 상기 첫 번째 공진주파수와 변
화된 첫 번째 공진주파수를 측정하고, 피검체로 인한 공진주파수의 변화량을 이용하여 피검체의 질량을 측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하,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미세 질량 측정 장치 및 방법에 대해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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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에 따른 미세 질량 측정 장치는, 도 2를 참조하면 피검체(p)의 질량을 측정하기 위해 미세 외팔보(50)와, 이 미세 외
팔보(50)를 능동적으로 자가 진동함과 아울러 미세 외팔보의 변화된 공진주파수를 측정할 수 있는 발진 회로(60)를 포함
한다.
상기 피검체(p)로는 예를 들어, 유전자나 단백질과 같은 미세한 생체 물질이 될 수 있다.
상기 외팔보(50) 상에 압전체(53)가 구비되고, 상기 압전체(53)에 발진 회로(60)가 결합된다. 상기 압전체(53)는 PZT가
상기 외팔보(50)상에 증착되어 형성될 수 있다.
상기 발진 회로(60)는 증폭부(amplifier)(57)와 피드백부(feedback)(58)를 포함한다. 상기 증폭부(57)는 상기 압전체(53)
에서 출력되는 미세 외팔보(50)의 첫 번째 공진주파수를 증폭시키고, 상기 피드백부(58)는 압전체(53)가 외팔보(50)를 첫
번째 공진주파수로 계속 진동시킬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상기 발진 회로(60)에 상기 외팔보(50)의 공진주파수 변화량을 측정하기 위한 주파수 측정기(65)가 결합된다. 상기
주파수 측정기(65)는 예를 들어, 펄스 카운터(pulse counter)를 이용하여 간단한 전기 회로로 구성될 수 있다. 상기 주파수
측정기(65)를 상기 발진 회로(60)에 결합하면 외팔보(50)에 유전자나 단백질과 같은 미세한 생체 피검체(p)를 올려 놓았
을 때, 피검체(p)의 질량 증가로 인한 작은 크기의 공진주파수 변화를 쉽게 측정할 수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미세 질량 측정 장치는, 압전체(53)가 결합된 미세 외팔보(50)에 발진 회로(60)를 적용
함으로써, 외팔보가 첫 번째 공진주파수로 지속적으로 진동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미세 외팔보(50)에 피검체(p)를 올
려놓은 다음, 이 피검체(p)에 의해 변화된 공진주파수를 상기 주파수 측정기(65)를 이용하여 구한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단일 압전체를 통한 외팔보의 자가 진동 및 질량 측정이 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본 발명의 측정 장치는 상기 미세 외팔보(50)가 자가 진동을 할 때 외팔보에 부착된 피검체(p)로 인해 변화된 공진
주파수를 측정하기 위한 주파수 측정기(65), 측정한 주파수 변화량을 컴퓨터에 전송하기 위한 데이터 전송 장치(미도시)를
더 포함한다.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은 유전자나 단백질과 같이 미세한 생체질량을 측정하기 위해 발진 회로(60)가 적용된 미세 외팔보
(50)의 단부에 단백질이나 DNA와 같은 생체 피검체(p)를 부착하고, 질량 마이크로-밸런싱(mass micro-balancing) 기법
을 통하여 부착된 피검체의 미세 질량을 측정한다.
압전체(53)가 증착된 미세 외팔보(50)는 MEMS(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 공정을 통하여 제작이 가능하고, 피
검체(생체 물질)(p)는 생화학적 반응을 통해 상기 미세 외팔보(50)의 끝에 부착시킬 수 있다.
상기 발진회로(60)는 상기 미세 외팔보(50)로부터의 신호를 증폭하는 증폭부(57)와, 이를 다시 미세 외팔보(50)에 입력하
는 피드백부(58)를 포함한다. 그리고, 발진회로(60)에 전압을 공급하기 위한 전원(59)이 구비된다. 여기서, 상기 전원(59)
으로는 펄스 또는 스텝형 전원인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소형 건전지로도 구동이 가능하다.
미세 외팔보(50)는 간단한 기계적 구조물이면서 그 변위가 크게 나타나고, MEMS 공정을 통하여 초소형화할 수 있으므로
유전자나 단백질과 같은 생체 물질의 질량을 측정할 수 있는 LOC(Lab-On-a-Chip)에 적용 가능하다.
상기 미세 외팔보(50)는 미세 질량 측정에 유리한 민감도를 갖도록 하는 형상 및 크기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유전자나 단백질의 질량 밀도가 10-15g/㎛2일 때, 대략 10-15g/Hz의 분해능, 대략 1Hz/10-15 g의 민감도를 가지는 형상
및 크기를 가지는 것이 좋다.
다시 말하면, 외팔보의 형상은 미세 질량을 측정할 때 요구되는 민감도를 만족하는 한도 내에서 가능한 간단한 형상과 크
기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팔보가 간단한 형상과 크기를 가진다면 MEMS 제조 공정을 단순화하는데 유리하다.
더 나아가, 미세 외팔보(50)는 미세 질량을 측정하기에 적당한 분리계수(separation factor)를 만족시키는 형상과 크기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감도와 분리계수를 같이 만족시키는 다양한 형상이 가능하지만, 예를 들어, 상기 외팔보(50)는
삼각형과 사각형 형상을 가질 수 있다. 이하, 외팔보(50)의 형상이 삼각형일 때와 사각형일 때의 민감도와 분리계수
(separation factor)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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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미세 외팔보(50)에 피검체(p)가 부착되지 않은 경우, 외팔보가 직사각형일 때의 공진주파수를 fr, 강성(stiffness)을
kr, 질량을 mr이라 하고, 삼각형일 때의 공진주파수를 ft , 강성을 kt , 질량을 mt 라고 할 때, 직사각형 형상의 외팔보와 삼각
형 형상의 외팔보 각각의 공진주파수는 다음과 같다.
수학식 1

수학식 2

다음, 상기 외팔보에 피검체(p)를 부착하여 질량의 변화(△m)가 있을 때, 변화된 공진주파수 f0r과 f0t 는 각각 다음과 같다.
수학식 3

수학식 4

상기 수학식 1 및 3을 이용하여 외팔보가 사각형 형상일 때 피검체(p)로 인한 미세 질량의 변화에 따른 공진주파수의 변화
량 △fr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
수학식 5

또한, 수학식 2 및 4를 이용하여 외팔보가 삼각형일 때 피검체(p)로 인한 미세 질량의 변화에 따른 공진주파수의 변화량
△ft 를 구하면 다음과 같다.
수학식 6

여기서, 외팔보의 질량(mr)(mt )이 피검체(p)의 질량(△m)에 비해 충분히 크므로 △m/m≪1이라는 가정을 수학식 5 및 6에
적용하고, Taylor's expansion에 따라 정리하면, △fr과 △ft 는 근사식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수학식 7

수학식 8

수학식 1 및 2와 수학식 7 및 8에 의하면, 피검체(p)로 인한 질량 변화 △m에 따른 공진주파수 변화 △f와, 질량 증가 전
외팔보의 질량 m과 공진주파수 f 사이의 관계는 하기의 수학식과 같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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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식 9

상기 수학식 9에서 △m/△f(g/Hz)는 분해능을 나타내며, 민감도는 분해능의 역수로 분해능이 낮을수록 좋은 민감도를 갖
는다. 즉, 단위 질량당 공진주파수의 크기가 크게 변하는 경우가 민감도가 큰 것을 의미한다.
또한, 미세 외팔보의 분해능은 외팔보 자체의 m/f에 비례하며, 민감도는 f/m에 비례한다. 따라서, 질량이 작고 공진주파수
가 크도록 된 크기와 형상을 가지는 외팔보가 미세 질량 측정기에 적당하다.
다음, 도 3(a) 및 도 3(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수학식 7 및 8에서 외팔보의 강성(kr)(kt )과 질량(mr)(mt )을 외팔보(50)
의 길이(L), 폭(b), 두께(t)로 표현함으로써 동일한 재질과 길이, 폭 및 두께를 갖는 사각형의 외팔보와 삼각형의 외팔보에
대한 민감도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먼저, 외팔보의 강성(kr)(kt)은 그 형상이 사각형일 때와 삼각형일 때 각각 다음과 같다. 여기서, E, I, ρ는 각각 외팔보의 탄
성계수, 면적관성 모멘트(second moment of inertia of area), 밀도를 나타낸다.
수학식 10

수학식 11

다음, 외팔보의 질량(mr)(mt)은 그 형상이 사각형일 때와 삼각형일 때 각각 다음과 같다.
수학식 12

수학식 13

그리고, 상기 수학식 7에 수학식 10과 12를 대입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수학식 14

다음, 수학식 8에 수학식 11과 13을 대입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수학식 15

수학식 14와 15를 비교해 보면, 외팔보의 형태가 삼각형일 때의 민감도(△f/△m)t 가 사각형일 때의 민감도(△f/△m)r 보다
상대적으로 크다. 따라서, 외팔보는 다양한 형상을 가질 수 있지만 바람직하게는 삼각형 형상을 갖는 것이 좋다. 하지만,
미세 질량 측정에 요구되는 민감도와 분리계수를 만족시키는 한 사각형의 미세 외팔보도 가능함은 물론이다.
한편, 도 4는 외팔보의 형상이 삼각형일 때와 사각형일 때 외팔보의 길이에 대한 분해능을 각각 나타낸 것이다. 분해능은
민감도의 역수로 그 크기가 작을수록 보다 좋은 민감도를 갖는 것이다. 도 4를 참조하면, 외팔보가 동일한 길이(L)를 가질
때, 삼각형 형상의 외팔보가 사각형 형상의 외팔보 보다 상대적으로 더 양호한 민감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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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팔보가 삼각형 형상을 가질 때, 외팔보의 구체적인 크기는 다음과 같이 구해질 수 있다. 먼저, 분리 계수(separation
factor)라는 설계 인자를 정의하고, 분리 계수(separation factor)와 민감도를 만족하는 외팔보의 길이, 폭, 두께의 형상비
를 결정한다. 분리 계수는 외팔보의 첫 번째 공진 주파수와 두 번째 공진주파수의 차를 첫 번째 공진주파수로 나눈 값으로
정의하며, 그 크기는 첫 번째 공진 모드가 나타난 후 두 번째 공진 모드가 발생할 때 두 공진 모드의 인접 정도를 나타낸다.
분리 계수(Separation factor)를 정의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무한 개의 진동 모드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연속체 구조
물의 진동에서의 검출용 센서로 사용되는 외팔보는 첫 번째 공진 모드가 이용된다. 이때 두 번째 공진주파수가 첫 번째 공
진주파수에 너무 근접해 있으면 첫 번째 공진주파수를 측정하는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첫 번째 공진주파수의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 두 번째 공진주파수와 첫 번째 공진주파수가 어느 기준 이상의 차이가 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분리 계수를 정의한다. 분리 계수는 삼각형 형상의 외팔보의 첫 번째 공진 주파수(ft1)와 두 번째
공진주파수(ft2)의 차를 첫 번째 공진주파수로 나눈 값으로 정의하였으므로, 다음의 수학식 16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수학식 16

삼각형 외팔보의 형상은 길이, 폭, 두께의 형상비를 통해 구체적으로 결정되며, 형상비는 민감도와 분리 계수가 소정 범위
값을 만족시키도록 결정된다. 먼저, 삼각형 외팔보의 분리 계수에 대해 살펴본다.
도 5는 삼각형 외팔보의 분리 계수를 도시한 것으로, 가로축은 외팔보의 폭(b)을 길이(L)로 나눈 값(b/L)을, 세로 축은 (b/
L)의 변화에 따른 분리 계수를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두께(t)에 대한 길이(L)의 비(t/L)가 각각 1/20 , 1/50 , 1/100 인 경
우에 대해 각각 계산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또한, 상기 수학식 2에 수학식 11 및 13을 대입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공진주파수 ft를 구할 수 있다.
수학식 17

그리고, 미세 외팔보가 생체물질의 검출을 위해 작동하는 환경이 액체 속이므로 질량 증가 효과(Mass added effect)를 고
려한다. 질량 증가 효과(Mass added effect)는 액체 속에서 미세 외팔보가 진동을 할 때 액체의 질량으로 인해 마치 외팔
보의 질량이 증가된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외팔보의 질량이 증가되면 외팔보의 공진주파수가 감소된다.
상기 수학식 15에 따르면, 공진주파수가 감소되면 민감도가 감소된다.
외팔보의 길이에 대한 두께 비(t/L)를 크게 함으로써 외팔보의 강성(stiff)을 충분히 크게 만들면 질량 증가 효과를 극복할
수 있다. 따라서, t/L이 1/20, 1/50, 1/100 인 것 중에서 가장 큰 값을 가지는 1/20을 t/L의 비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도 5를 참조하면, t/L에 관계없이 분리 계수가 일정한 값(최대값)을 가지는 구간이 있다. b/L이 0.3<b/L<0.9 가 되
는 구간에서 분리 계수가 최대가 된다.
상기 결과를 정리하면, t/L=1/20이고 b/L이 0.3~0.9의 범위를 가질 때 분리 계수와 민감도를 만족시키므로, 외팔보의 형
상비는 L:b:t=(20:6:1)~(20:18:1)의 범위를 가지도록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형상비를 바탕으로 상기 외팔보의 길이(L), 폭(b), 두께(t)의 구체적인 크기를 결정한다. 도 8은 MEMS 공정을 이
용하여 제작한 미세 외팔보를 나타낸 것으로, 외팔보(50)의 끝단에 프로브(probe)(54)를 구비하고, 이 프로브(54)에 유전
자나 단백질과 같은 생체 피검체(p)를 올려놓는다. 이 프로브(54)는 외팔보(50)의 끝단에 구비되어 피검체(p)를 가능한 한
외팔보의 가장 끝단에 부착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 프로브를 통해 피검체를 외팔보의 최단부에 부착시킴으로
써 질량 증가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도록 할 수 있다. 상기 프로브(54)는 예를 들어, 외팔보 전체 면적의 대략 1/10의 면
적을 갖도록 한다.
상기 프로브(54)는 생화학 반응으로 그 위에 단백질 및 유전자가 부착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럼으로써 최대한 외팔보의
끝단에만 집중적으로 생체물질이 부착되게 하여 질량증가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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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
유전자는 6×10-15g/㎛2, 단백질은 2×10-15g/㎛2의 질량 밀도를 나타낸다. 이 값을 민감도를 표현한 상기 수학식 15에 대
입하여 외팔보의 질량을 구할 수 있다. 유전자 및 단백질이 부착되는 프로브(54)의 면적이 외팔보 면적의 1/10이라고 할
때, 외팔보의 형상비에 따라 left ( 1/10 right ) left ( bL/2 right ) = left ( 1/10 right ) { left ( 3L/10 right ) L/2}=3L^{
2 } /200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외팔보는 실리콘(silicon)을 재료로 MEMS 공정을 이용하여 제작된다. 그리고, 실리콘의 물성치인 E=112GPa,
ρ=2330kg/m3를 수학식 15에 대입하면 삼각형 외팔보의 길이(L), 폭(b), 두께(t)를 결정할 수 있다.
이때, 공진주파수 변화량 △ft 는 150Hz로 가정한다. 이는 피검체(p)가 프로브(54)의 전체 면적에 부착되는 것이 아니라 일
부에만 부착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여 0∼150Hz 범위에서 공진주파수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음을 가정한 것이다. 이러
한 공진주파수 측정을 통해, 유전자나 단백질과 같은 피검체(p)가 프로브(54)에 어느 정도 부착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
다. 이 공진주파수 범위는 본 발명을 LOC(Lab On a Chip)에 적용하여 LOC의 일부로서 검출하고자 하는 특정한 생체물질
의 존재 유무 판단 및 존재 유무의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결정한 크기이다. 상기 프로브(54)에는 소정의
생화학 처리를 하여 이 프로브에만 생체 물질이 부착되도록 하였기 때문에, 공진주파수의 변화량에 의해 피검체가 프로브
에 어느 정도 부착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예들 들어, 공진주파수 변화량이 50Hz일때 프로브에는 프로브 면적의 약 1/3 정도 생체물질이 부착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또한, 공진주파수 변화량이 75Hz일 때, 프로브 면적의 반정도에 피검체가 부착된 것을 의미한다. 공진주파수의 변화
량이 0∼150Hz인 것은 유전자나 단백질의 질량 증가에 따른 외팔보의 첫 번째 공진주파수의 변화가 아주 작다는 것을 고
려하면 충분히 큰 값이다.
위의 모든 조건을 바탕으로 삼각형 외팔보의 크기를 구해 보면, 먼저 유전자를 검출할 경우 외팔보의 길이, 폭, 두께는 각
각 40㎛, 12㎛, 2㎛이고, 단백질을 검출할 경우 길이 외팔보의 폭, 두께는 각각 100㎛, 30㎛, 5㎛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이러한 값들은 같은 형상비를 갖는 여러 가지 경우의 외팔보에 대해 단백질과 유전자의 면적 밀도를 고려하여 수
치해석한 결과, MEMS 공정으로 제작이 가능하면서도 민감도가 양호하게 나타나는 값을 구한 것이다.
다음은 압전체(53)의 두께와 길이를 정한다. 상기 압전체(53)는 PZT로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압전체의 크기는 큰 출
력 전류를 얻을 수 있는 크기로 결정되는 것이 좋다. 출력 전류가 클 때, 피검체의 질량의 검출 성능이 향상된다.
이를 알아보기 위한 수치해석에서는 Q factor=1000, 입력 전압을 200m/V로 입력하였다. 도 6은 수치해석을 위한 유한요
소 모델로서 PZT 압전체(53)가 증착된 외팔보(50)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압전체(53)는 외팔보(50)를 가능한 많이 덮
을 수 있는 형상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압전체로부터의 출력 전류는 압전체의 크기에 가장 큰 영향을 받으므로, 압전체
의 크기를 가능한 한 크게 하는 것이 미세 질량의 변화에 따른 공진주파수 측정에 유리하다. 예를 들어, 압전체(53)는 사다
리꼴 형상을 가질 수 있다.
상기 압전체(53)의 두께에 따른 출력전류에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압전체의 길이(L1)를 30㎛로 일정하게 유지한 상태
에서 두께만(t1)(도 3 참조)을 서서히 변화시켜 보았다. 도 7a는 압전체(53)의 두께에 따른 출력 전류의 변화를 나타낸 것
이다. 이 그래프에 따르면, 두께(t1)가 2.5㎛일 때 가장 큰 출력전류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압전체(53)의 길이(L1)에 따른 출력 전류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두께(t1)를 2.5㎛로 유지하고, 압전체(53)의 길이
를 증가시키면서 출력전류의 변화를 도 7b에 나타내었다. 여기서, 압전체의 길이(L)가 대략 60㎛까지 증가할 때, 출력 전
류가 단순 증가(monotonic increasing)하다가 그 이후에는 오히려 작아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수치해석
한 결과, 미세 외팔보의 진동을 위한 압전체의 두께는 외팔보 두께의 40-60%, 압전체의 길이는 외팔보 길이의 50-60%가
적합하다. 즉, MEMS 제작 공정을 통해 제작된 미세 외팔보의 특성이 수치해석의 결과 및 수학적인 압전모델링과 매우 유
사하게 나온 경우들에 근거하여 압전체와 외팔보의 두께비 및 길이비 범위를 구할 수 있다.
도 8은 MEMS 공정을 이용하여 제작한 미세 외팔보를 나타낸 것이고, 도 9는 발진 회로로부터 오실로스코프를 통해 출력
되는 신호를 보여주는 것이다. 도 9에서 아래쪽 그래프의 신호는 미세 외팔보의 진동 신호가 발진 회로를 거쳐 외팔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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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드백(feedback)된 것이다. 그리고, 위쪽의 그래프 신호는 피드백(feedback) 신호가 미세 외팔보를 거쳐 출력되는 신호
이다. 다시 말하면, 위쪽의 그래프는 미세 외팔보(50)가 첫 번째 공진주파수로 지속적인 자가 진동을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자가 진동 신호이다.
상기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미세 질량 측정 장치는 발진회로가 적용된 압전체에 의해 외팔보의 자가 진동과 피검체
의 질량 측정이 동시에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본 발명은 파형 발생기(function generator)와 같은 외부
의 구동기가 필요 없다.
구체적인 측정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세 질량 측정시 가능한 한 많은 양의 단백질(피검체)이 외팔보에 부착될 수 있
도록 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가능한 한 많은 단백질을 외팔보에 부착할 수 있도록 접착력이 좋은 홍합 단백질을 이용한
다. 상기 미세 외팔보(50)의 끝에 피검체(홍합 단백질)가 들어 있는 수용액을 묻히고 발진회로에 연결하여 주파수 변화를
측정한다. 이때, 주파수 측정기(65)에 의해 측정된 첫 번째 공진주파수는 1.238544(MHz)이다. 그리고, 홍합 단백질을 부
착한 후에 공진주파수의 변화량은 85Hz이고, 민감도를 나타내는 수학식 15를 이용하여 홍합 단백질의 질량을 계산하면
약 0.179483×10-12(g) 정도가 된다.
다음, 본 발명에 따른 미세 질량 측정 방법은, 발진회로(60)를 이용하여 외팔보(50)를 첫 번째 공진주파수로 자가 진동시키
고, 상기 외팔보(50)에 피검체(p)를 올려놓은 후에 변화된 첫 번째 공진주파수로 외팔보를 자가 진동시킴과 아울로 이 변
화된 공진주파수를 이용하여 피검체의 질량을 측정한다.
피검체(p)가 없는 상태에서 상기 발진회로(60)에 의해 상기 압전체(53)를 통해 상기 외팔보(50)를 지속적으로 가진시키
고, 이때 외팔보(50)의 첫 번째 공진주파수를 측정한다.
그리고, 피검체(p)를 상기 미세 외팔보(50)에 부착시킨 후, 이 피검체(p)로 인하여 변화된 미세 외팔보(50)의 공진주파수
를 측정하여 공진주파수의 변화량을 알아낸다. 그리고, 공진 주파수의 변화량을 바탕으로 수학식 15를 참조하여 상기 피검
체(p)의 질량을 측정한다. 이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측정 방법은 발진회로를 이용하여 외팔보를 능동적으로 구동할 뿐만
아니라 피검체로 인한 공진주파수의 변화에 따른 피검체의 질량 측정을 별도의 측정 장비 없이 실행하는 것이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미세 질량 측정 장치 및 방법은 단일 압전체를 이용하여 외팔보의 구동과 공진
주파수의 측정 모두를 수행하기 때문에 가진기와 공진주파수 변화량을 측정하는 장비가 독립적으로 구비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측정 장치의 설비가 단순해지고, 미세 외팔보는 MEMS 공정기술을 이용하여 초소형화 할 수 있다. 또한, 복수개
배열의 외팔보를 통해 동시에 다양한 생체물질의 질량 검출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초소형화 된 외팔보를 LOC(Lab-Ona-Chip)에 적용하면 휴대용 유전자나 단백질 검출기에 사용될 수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피검체가 부착되는 외팔보;
상기 외팔보 위에 구비되는 압전체;
상기 외팔보를 능동적으로 진동시킴과 아울러 피검체로 인한 외팔보의 변화된 공진주파수를 제공하기 위해 상기 외팔보로
부터의 출력 신호를 증폭하는 증폭부와, 상기 증폭부로부터의 신호를 상기 외팔보에 입력하는 피드백부를 구비하는 발진
회로;
상기 외팔보의 공진주파수를 측정하기 위한 주파수 측정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세 질량 측정 장치.

청구항 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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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외팔보의 형상비는 민감도와 분리 계수에 의해 정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세 질량 측정 장치.

청구항 4.
제 3항에 있어서,
상기 분리 계수는 외팔보의 첫 번째 공진 주파수와 피검체로 인해 변화된 두 번째 공진주파수의 차를 첫 번째 공진주파수
로 나눈 값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세 질량 측정 장치.

청구항 5.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외팔보가 삼각형 형상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세 질량 측정 장치.

청구항 6.
제 5항에 있어서,
상기 외팔보의 형상비가 길이 : 폭 : 두께 =( 20 : 6 : 1)~(20:18:1)의 범위를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세 질량 측정 장
치.

청구항 7.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외팔보에 피검체가 부착되는 면적이 외팔보의 전체 면적의 1/15~1/10 범위 내에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세 질량
측정 장치.

청구항 8.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압전체의 두께는 외팔보 두께의 40~60%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세 질량 측정 장치.

청구항 9.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압전체의 길이는 외팔보 길이의 50~60%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세 질량 측정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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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0.
질량 마이크로-밸런싱을 이용하여 미세 질량 측정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발진 회로에 의해 압전체를 통해 외팔보를 첫 번째 공진주파수로 자가 진동시키는 단계;
상기 외팔보에 피검체를 부착하고, 상기 발진 회로는 상기 외팔보로부터의 출력 신호를 증폭하는 증폭부와, 상기 증폭부로
부터의 신호를 상기 외팔보에 입력하는 피드백부를 구비하여 상기 피검체로 인해 변화된 첫 번째 공진주파수로 상기 외팔
보를 자가 진동시키는 단계;
상기 첫 번째 공진주파수와 변화된 첫 번째 공진주파수를 측정하고, 피검체로 인한 공진주파수의 변화량을 이용하여 피검
체의 질량을 측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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