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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ＬＩＧＡ공정을 이용한 폴리머 재질의 미세 바늘 어레이제조방법

요약

본 발명은 X-선 공정을 이용한 미세 바늘 어레이의 제조방법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본 발명은 실리콘 기판 위에 미세

바늘 어레이 구조의 흡수체를 형성하여 X-선 마스크를 제작하는 단계; 상기 X-선 마스크를 이용하여 PMMA 위에 X-선

수직 노광 및 경사노광하여 미세 바늘 어레이 PMMA 형틀을 제작하는 단계; 상기 PMMA 형틀 위에 PDMS를 부어 반대형

상을 갖는 유연한 PDMS 금형을 제작하는 단계; 상기 PDMS 금형 위에 겔 형태의 폴리머를 채우고 소망하는 두께를 형성

하는 단계; 상기 폴리머에 UV를 조사하여 소망하는 형태의 구멍을 형상식각하는 단계; 상기 PDMS 금형을 떼어내어 폴리

머 재질의 미세 바늘 어레이를 완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와 같은 본 발명에 따른 미세 바늘 어레이는 폴리머 재질을 이용하여 피부로부터 혈액을 추출하거나 약품을 주입할 수

있는 장치이다.

대표도

도 1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미세 바늘 어레이를 도시한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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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X-선 마스크를 제작하는 제조 공정도,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PMMA 형틀을 제작하는 제조 공정도,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폴리머 재질의 미세 바늘 어레이를 제작하는 제조 공정도.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기판 2 ; 절연층( SiO2, SixNy )

3 ; 금속층(Cr/Au) 4 ; 감광성 폴리머(AZ9260, SU-8)

5 ; 금(Au)도금층 6 ; PMMA(Poly-Methyl-Meta-Acrylate)

7 ; 수직노광(X-선) 8 ; 경사노광(X-선)

9 ; PMMA 형틀 10 ; PDMS(Poly-Di-Methyl-Siloxane) 금형

11 ; 폴리머 12 ; 경화된 폴리머

13 ; 날카로운 끝 14 ; 채널

15 ; 미세 바늘 어레이 16 ; 구멍 형상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LIGA공정을 이용한 미세 바늘 어레이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X-선 경사 노광을 이용하여 제작효율을

높이고 인체에 해가 없는 폴리머로 제작된 미세 바늘 어레이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피부로부터 혈액을 추출하거나 외래약품을 주입하기 위해서는 반경 수밀리미터의 바늘을 이용하거나 날카로운 칼을 이용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은 피부에 과도한 상처를 만들고, 검사체에 고통을 가하게 된다. 예를 들어, 당뇨병과 같은 특

이한 질병에 있어서, 혈액에 포함된 글루코즈양을 항상 검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장치를 사용함에 있어 환자는 잦은 혈

액의 측정을 위해 상처를 가함으로써 채혈에 의한 고통으로 측정에 거부감을 느낀다. 또한, 일정한 시간간격으로 약품을

인체에 투입할 경우, 종래의 바늘은 충격등의 외부환경에 의해 노출되어 환자를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수백마이크로 높이의 바늘을 어레이로 제작하여 통점의 자극을 완화하는 미세바늘을 제작하

는 방법들이 아래와 같은 연구 논문들에 기재되어 있다.

1. 2000년 10월 12-14일 프랑스 리용에서 열린 제 1 회 국제 "IEEE-EMBS Special Topic Conference"에서 Boris

Stoeber, and Dorian Liepmann에 의해 발표된 논문 "Fluid injection through out-of-plane needle", pp.224-228,

2. 학술지 "MEMS"의 2002년 2월호 pp.141-144에 J.G.E. Gardeniers, J.W. Bernschot, M.J. de Boer, Y.Yeshurun, M.

Hefetz, R.van't Oever, and A. van den Berg.에 의해 기고된 "Silicon micromachined hollow microneedles for

transdermal liquid transfer",

3. 학술지 "Transducer"의 2002 2월호 pp.467-470에 Patrick Griss, and Goron Stemme에 의해 기고된 "Novel, side

opened out-of-plane microneedles for microfluidic transdermal interfacing"의 도3a~도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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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여러 논문을 통해 발표된 미세바늘의 제작공정은 실리콘(Silicon)혹은 유리를 사용한 반도체 공정에 의해 제작

된다.

그러나,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유독성의 약품은 미세 바늘의 포함되어 인체에 해를 미치게 된다. 또한 충격 등에 의해 날

카로운 바늘이 파괴되면 파괴된 조각이 인체의 혈류에 포함되어 혈류를 막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또한 실리콘이

나 유리를 사용할 경우, 제작공정이 복잡하고 제작가격이 매우 높은 문제점이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은 이와 같은 종래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LIGA 공정 즉, X-선 노광을 이용하여 PMMA 형틀 및 PDMS

금형을 제작하고, 이 PDMS 금형을 이용하여 폴리머로 제작된 미세 바늘 어레이를 제공하여 제작효율을 높이고 인체에 해

가 없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은 실리콘 기판 위에 미세 바늘 어레이 구조의 흡수체를 형성하여 X-선 마스크를

제작하는 단계; 상기 X-선 마스크를 이용하여 PMMA 위에 X-선 수직 노광 및 경사노광하여 미세 바늘 어레이 PMMA 형

틀을 제작하는 단계; 상기 PMMA 형틀 위에 PDMS를 부어 반대형상을 갖는 유연한 PDMS 금형을 제작하는 단계; 상기

PDMS 금형 위에 겔 형태의 폴리머를 채우고 소망하는 두께를 형성하는 단계; 상기 폴리머에 UV를 조사하여 소망하는 형

태의 구멍을 형상식각하는 단계; 상기 PDMS 금형을 떼어내어 폴리머 재질의 미세 바늘 어레이를 완성하는 단계;를 포함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르면, 상기 미세 바늘 어레이 구조의 X-선 마스크는 100㎛이하의 두께를 가지는 실리콘

기판위에 산화막(SiO2)을 형성하여 절연층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절연층 위에 크롬/금(Cr/Au) 금속층을 차례로 증착하여

도금을 위한 베이스 기판을 형성하는 단계; 감광성 폴리머, 현상액과 식각액을 이용하여 미세 바늘 어레이의 형상을 형상

식각(patterning)하는 단계; 상기 형상식각된 감광성 폴리머를 이용하여 금을 도금한 다음 형상식각된 감광성폴리머를 제

거하여 X-선 흡수체를 형성하고 상기 감광성 폴리머를 제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일실시예를 상세하게 설명한다.

LIGA 공정은 독일어 Lithographie, Galvanoformung, Abformung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단어로 이를 풀이하면 식각

(lithography), 도금(electroforming), 사출(molding)을 의미한다. 즉 LIGA는 X-선을 이용한 식각과 도금 및 사출 공정을

통하여 미세 구조물을 제작하는 미세 가공 기술을 의미한다.

LIGA 공정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한번의 공정으로 제작할 수 있는 구조물의 높이가 수십 ㎛ ∼ 수 ㎝까지 가

능하다. 제작된 구조물의 수직구조가 실현되며, 수직 벽면의 거칠기가 수백 Å 정도를 나타낸다. 구조물의 허용오차를 1/

10,000㎝ 이하로 실현할 수 있다. 도금, 사출(폴리머, 세라믹)의 공정에 의하여 선택할 수 있는 재료가 매우 다양하다. 사

출이 가능하여 매우 정밀한 구조도 양산에 의해 생산단가가 절감된다.

위와 같은 LIGA 공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특히 X-선 노광 및 현상 단계가 중요하며, X-선 노광/현상 단계에서의 치수 오

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X-선 광원의 선택적 투과성을 제어할 수 있는 X-선 마스크가 중요하다. 즉, X-선 마스크는 X-선

식각(lithography) 공정에서 감광제(photoresist)와 X-선 광원 사이에 위치하여 X-선을 선택적으로 투과시키는 기구이

다.

LIGA 공정에서 X-선이 조사되는 부분은 손실없이 잘 투과시켜야 하고 반대로 투과시키지 말아야 할 곳은 일정 에너지 이

하로 잘 막아야 한다.

현재 LIGA 공정에 사용되는 X-선 마스크는 기판 위에 질화실리콘 재질의 얇은 멤브레인막이 형성되고 그 위에 금(Au) 재

질의 X-선 흡수체가 형성되어 있다. 질화 실리콘 재질의 멤브레인은 X-선이 거의 손실되지 않고 투과하며, X-선 흡수체

(absorber)가 형성되어 있는 부분은 X-선이 투과하지 못하고, 흡수체가 없는 부분에는 X-선이 잘 투과하여 PMMA 또는

감광막을 노광시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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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노광된 PMMA 또는 감광막 시편은 현상공정으로 노광된 부위를 완전히 제거하여 기판 상의 도금 기저층 또는 금속

면을 드러나도록 하여 전기도금 한다.

이처럼, 패턴이 형성된 현상부위에 금속(Ni, NiP 등)을 전기도금한 후 PMMA 또는 감광막을 제거하면 한번의 공정으로 제

작된 구조물의 표면 거칠기를 수백 Å 정도까지 제어할 수 있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미세 바늘 어레이의 (측)단면도이다. 도 1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미세 바늘 어레이

(15)는 피부를 관통할 수 있는 날카로운 끝(13)과 혈액을 얻기 위한 채널(14)을 구비하고 있으며, 이 날카로운 끝(13)은 바

람직하게는 피부조직의 손상과 고통을 최소로 할 수 있을 만큼 날카롭게 형성될 수 있다.

도 2 내지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LIGA공정을 이용한 미세 바늘 어레이의 제조 공정도로서, 도 2는 실리콘 기판 위에 미세

바늘 어레이 구조의 흡수체를 형성하여 X-선 마스크를 제작하는 제조 공정도이며, 도 3은 X-선 마스크를 이용하여

PMMA 위에 X-선 수직노광 및 경사노광하여 미세 바늘 어레이 PMMA 형틀을 제작하는 제조 공정도이며, 도 4는 PMMA

형틀을 이용하여 폴리머 재질의 미세 바늘 어레이를 완성하는 제조 공정도이다.

먼저 도 2a를 참조하면, 실리콘 기판(1)(100㎛두께, <100>방향, N 타입)이나 보론나이트라이드(Borone nitride)를 황산

(H2SO4), 과산화수소(H2O2 )의 1:2 희석액에 120℃ 40분 동안 세정(cleaning)하여 오염물질인 금속잔류물, 유기물

(metal/organic)을 제거한다.

도 2b를 참조하면, 실리콘 기판(1)인 경우 산화로에 넣어 1000℃에서 6시간 동안 DI(deionized) water와 함께 산화시켜

약 1.2㎛의 산화막(실리콘 산화물(SiO2-Silicon Oxide))의 절연층(2)을 실리콘 기판(1)의 상하에 형성한다. 산화막을 입

힌 후 절연성 향상과 박막형성을 위해 저응력 질화막(Low stress nitride)을 LPCVD(Low Pressure Chemical Vapor

Deposition)공정으로 4000Å을 부가적으로 입힐 수 있다. 박막을 형성하는 저응력 질화막의 경우, 실리콘 기판(1)을 벌크

에칭(Bulk etching)하여 박막을 형성한다.

도 2c를 참조하면, 상부의 절연층(2) 위에 도금을 위한 기판전극을 형성하기 위해 크롬/금(Cr/Au)금속층(3)을 차례로 열

증착기(Thermal evaporator)를 사용하여 증착한다. 크롬은 기판(1)과 금과의 접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류 55~60A사

이에서 약 2분 동안 1Å/sec의 증착비율로 총 200Å을 증착하고 금은 전류 50~55A사이에서 약 10~15분 동안 1~1.5Å/

sec의 증착비율로 총 2000Å을 증착한다.

도 2d를 참조하면, 클라이언트(Clariant)(http://www.clariant.com)의 상표명 AZ 9260으로 시판중인 감광성 폴리머(4)

(photoresist)를 23㎛정도 회전도포(200rpm에서 40초간, 1000rpm에서 5초간)하여 110℃에서 120초 동안 소프트 베이

킹 한다. 미세바늘 구조의 마스크를 형상식각(Patterning)하기 위해 자외선(UV) 마스크로 8㎽/㎠ 세기로 4분 동안 자외선

노광한다. AZ 400K 현상액에서 15분 동안 현상하고 물(DI)로 세척한 후, 질소(N2)로 건조한다.

도 2e를 참조하면, 형상식각된 폴리머(4)를 이용하여 1.5mA의 전류 밀도로 약 6시간 금을 도금하여 금도금층(5)을 형성

한다.

도 2f를 참조하면, 아세톤과 메탄올을 사용하여 형상식각된 폴리머(4)를 제거한다.

한편, 저응력 질화막이 입혀진 실리콘 기판(1)의 경우 KOH용액에서 실리콘을 에칭하여 질화박막을 형성한다.

이어서, 도 2g를 참조하면, 기판(1) 뒷면을 제거하여 노광되는 면적을 한정하는 형상으로 하기 위해 기판(1) 뒷면에 증착

된 실리콘 산화막의 절연층(2)을 반응성 이온 식각(RIE:Reactive Ion Etching)을 행하여 사각형 모양을 형성하고, 기판(1)

을 희석수산화칼륨(KOH) 식각 용액에 담궈 절연층(1)이 제거된 형상을 따라 상부의 절연층(2)의 아래면이 노출될 때 까지

기판(1)의 뒷면을 비등방성 식각하여 마름모 모양을 형성한다.

이와 같이 도 2의 공정을 통해 LIGA 공정에 이용할 수 있는 X-선 마스크를 제작한다.

이어서, 도 3a 내지 도 3d를 참조하면, PMMA(Poly-Methyl-Meta-Acrylate)(6) 위에 X-선 마스크(20)를 정렬하고, X-

선 수직 노광(7) 및 경사노광(8)을 하여 PMMA 형틀(9)을 제작한다. 이와 같이 제작된 PMMS 형틀(9)은 후속 공정을 통해

형성되는 PDMS(PolyDiMethylSiloxane) 금형(10)을 위한 주형으로 PDMS에 대응하는 형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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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도 4a를 참조하면, 미세 바늘 어레이(15)를 얻기 위해 PMMA 형틀(9)과 기판(1)의 표면을 실란화(silanization)시

켜 PDMS 금형(10)을 굳힌 후 쉽게 뗄 수 있게 한다. 실란화의 약품으로는 트리클로로 실란(Trichloro(3,3,3 Trifluoro

propyl)silane)으로 약10㎕를 진공 용기에 8시간동안 넣어 실란화시킨다. PDMS 금형(10)의 형성은 다우코닝사(http://

www.dowcornig.com)의 상표명 Sylgard 184 silicone elastomer 로서 시판중인 노머(monomer)와 경화제(curing

agent)를 10:1로 섞어서 기포를 제거한 PDMS를 미리 만들어진 PMMS 형틀(9) 위에 부어 제작한다. 붇는 과정에서 생긴

기포를 제거하고 100℃에서 약 1시간 동안 열처리를 한 후 굳어진 PDMS 금형(10)를 떼어내면 폴리머 재질의 미세 바늘

어레이를 제작하기 위한 유연한 PDMS 금형(10)을 얻을 수 있다. 이 때 PDMS 금형(10)은 깨끗이 떨어지기 때문에 별도의

공정 없이 다시 경화제를 섞은 PDMS를 붇고 열처리하는 공정을 반복하면 쉽게 대량의 유연한 금형을 얻을 수 있다.

도 4b를 참조하면, PMMA 형틀(9)에서 경화된 PDMS 금형(10)을 분리한다.

도 4c를 참조하면, PDMS 금형(10)에 마이크로켐사(http://www.micorchem.com)의 상표명 SU-8으로 시판중인 폴리머

(11)(70wt% EPON, 30wt% GBL)를 회전도포(200rpm에서 5초간, 1000rpm에서 35초간)혹은 직접 주입하여 약 500㎛두

께의 용기를 형성한다. 95℃에서 프리베이킹(pre-baking)한다. SU-8이 음성감광제이므로 용기를 만들기 위한 UV(Ultra

Violet)마스크로 3000∼4000mJ/㎠ 세기로 365㎚근처에서 노광한다. 95℃에서 포스트베이킹(post baking)하고 PGMEA

(propyleneglycol monomethylether acetate)에서 15분 동안 현상하고 세척한다. 200℃에서 하드 베이킹한다. 만약, UV

엠보싱(embosing), 인젝션 몰딩(injection molding)과 같은 기법을 사용할 경우 각각의 몰딩(molding)기법에 적합한 폴리

머를 사용한다.

도 4d를 참조하면, 감광성 폴리머의 경우, UV를 조사하여 원하는 형태의 구멍을 형성하고, 현상액과 식각액을 이용하여

미세바늘 어레이의 구멍 형상(16)을 형상식각(patterning)한다. 폴리머(11 ; SU-8)의 기계적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완

전히 경화한다. 이와 같이 제작된 경화된 폴리머(12) 재질의 미세 바늘 어레이에서 유연한 PDMS 금형(10)을 떼어낸다.

상술한 바와 같은 제조공정을 통해 도 1에 도시된 폴리머 재질의 미세 바늘 어레이(15)를 제조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미세바늘 어레이는 LIGA공정을 사용하여 금형으로 제작되고, 제작된 금형을 이용

하여 폴리머재질의 미세 바늘 어레이제작 기술을 제공한다. 제작된 미세 바늘 어레이는 피부에서 혈액을 추출하는 장비 혹

은 피부를 통해 약품을 전달하기 위한 장치등에 결합되어 사용되어 질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미세 바늘 어레이는 인체에 무해한 폴리머 재질을 사용하고 고통 없이 피부를 관통하여 약품의 주입 및 혈

액의 추출에 용이하게 사용될 수 있다. 금형을 이용한 제작기법은 생산가격을 낮추고 쉬운 방법으로 미세 바늘 어레이를

대량생산 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실리콘 기판 위에 미세 바늘 어레이 구조의 흡수체를 형성하여 X-선 마스크를 제작하는 단계;

상기 X-선 마스크를 이용하여 PMMA 위에 X-선 수직 노광 및 경사노광하여 미세 바늘 어레이 PMMA 형틀을 제작하는

단계;

상기 PMMA 형틀 위에 PDMS를 부어 반대형상을 갖는 유연한 PDMS 금형을 제작하는 단계;

상기 PDMS 금형 위에 겔 형태의 폴리머를 채우는 단계;

상기 폴리머에 UV를 조사하여 구멍을 형상식각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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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PDMS 금형을 떼어내어 폴리머 재질의 미세 바늘 어레이를 완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세 바

늘 어레이 제조방법.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미세 바늘 어레이 구조의 X-선 마스크는,

100㎛이하의 두께를 가지는 실리콘 기판 위에 산화막(SiO2)을 형성하여 절연층을 형성하는 단계;

상기 절연층 위에 크롬/금(Cr/Au) 금속층을 차례로 증착하여 도금을 위한 베이스 기판을 형성하는 단계;

감광성 폴리머, 현상액과 식각액을 이용하여 미세 바늘 어레이의 형상을 형상식각(patterning)하는 단계;

상기 형상식각된 감광성 폴리머를 이용하여 금을 도금한 다음 형상식각된 감광성폴리머를 제거하여 X-선 흡수체를 형성

하고 상기 감광성 폴리머를 제거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미세 바늘 어레이 제조방법.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실리콘 기판 대신에 BN(보론나이트라이드,BN) 또는 저응력 질화박막을 가진 기판을 사용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미세 바늘 어레이 제조방법.

도면

도면1

도면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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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b

도면2c

도면2d

도면2e

도면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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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g

도면3a

도면3b

도면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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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d

도면4a

도면4b

도면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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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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