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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 부품의 분리를 위한 매니퓰레이터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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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anufacture of micro-machines requires an assembly of various shapes of microparts. One of the promising
fabrication techniques for such microparts is two-photon photopolymerization. Using this method, microparts are
usually formed being tethered to the substrate, in order not to lose them during post-processing. Detethering of
microparts from the substrate is done just prior to the assembly by applying a severing action by a micromanipulator. Micro-manipulator must be able to apply a force that exceeds the yield strength of the tethering
material and it must be able to approach the tether in an appropriate angle. Such design considerations will be
discuss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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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이광자 중합 광조형(two-photon photopolymerization)은
액체 상태의 광감제(photo polymer)에 집속한 레이저를
가할 때 에너지가 높은 초점 부근에서만 고형화가 일
어나도록 하여 3 차원 마이크로 부품을 성형하는 기술
이다[1]. 광감제는 양극성(positive) 또는 음극성(negative)
을 가지고 있으며 주로 자외선 영역의 파장을 가진 빛
에 반응한다. 하지만 근적외선의 펨토초나 나노초 정
도의 짧은 펄스를 가진 펄스 레이저를 강하게 집속할
경우, 두 개의 광자를 동시에 흡수하는 비선형 현상으
로 감광제를 고형화할 수 있다. 이광자 중합 광조형은
이 원리를 이용하는 것으로, 이 기술을 이용하여 제작
되는 마이크로 부품은 일반적으로 글래스에 부착된 형
태로 성형된다[2]. 그 이유는 부품 성형 후 성형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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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감광제를 에탄올이나 아세톤과 같은 액체로 씻어낼
때 만들어진 부품이 쓸려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
다. 하지만 이 때문에 성형한 마이크로 부품들간의 조
립을 시연하기 위해서는 개별 부품들을 분리하는 과정
이 필요하다. 부품 분리는 AFM(atomic force microscope)
[3]
의 탐침(probe)이나, 로봇 매니퓨레이터[4]와 같은 기
계적인 접촉이 가능한 탐침을 사용할 수 있는 데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먼저 부품의 연결부위
에 가해지는 응력이 연결부위의 강성을 초과해야 한다.
또한 부품에 힘을 잘 전달 할 수 있도록 탐침의 크기
및 모양을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광조형 기술
을 이용하여 SU-8[5]이라는 광감제로 글래스에 부착된
상태로 만들어진 마이크로 부품을 떼어내는 방법을 제
시한다. 이를 위해 마이크로 수준의 정밀한 움직임을
제어하기 위한 모터를 선정하고 요구 조건에 맞는 움
직임을 위한 자유도를 바탕으로 매니퓰레이터를 설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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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리 과정을 위한 조사

그림 1. 주사기 바늘의 굵기 측정

2.1 SU-8 성질
SU-8 은 에폭시(epoxy)를 기반으로 하는 감광제로서
인체에 무해하고 불연성이다. 이것은 원래 반도체의
제조에
쓰일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요즘은
MEMS(microelectromechanical systems), microfluidics, 마이
크로 부품 제조 등 다양한 분야에 쓰이고 있다. SU-8
은 제조 공정에 따라 성형 후 응고된 부품이 다른 기
계적 물성치를 가지기 때문에 이를 참고하여 응력을
계산해야 한다.
Table 1

2.3 분리를 위한 힘의 계산
광조형 기술로 성형된 마이크로 부품은 글래스 위에
부착되어 있다. 성형된 부품이 원형의 기둥일 때 다음
의 식으로 분리 가능한 힘을 계산할 수 있다.

Modulus of elasticity of SU-8[2]

Value
4.02 GPa
4,95 +/- 0.42 GPa
4.4 GPa

그림 1 에서 빨간 줄은 바늘의 끝 굵기를 나타내며
약 4.6 µm 이다. 따라서 실생활에서 가늘고 금속으로
만들어진 것 중 주사기의 바늘이 성형된 부품을 분리
하기위한 초기 모델로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며, 분리
시험을 위해 주사기를 사용할 것이다.

σ =

Conditions
Postbaked at 95˚C, screw
tensile testing machine
Hardbaked at 200˚C, beam
deflection test
Postbaked at 95˚C, SM
blend

Iz =

π
64

d

4

(1)

σ: normal stress
M : bending moment
a : distance normal to neutral axis
Iz : moment of inertia

2.2 탐침에 대한 고려
탐침은 매니퓰레이터의 끝에 장착되며 성형된 부품
에 접촉할 때 힘을 전달한다. 따라서 부품과 글래스
사이의 연결 부위를 효과적으로 접촉하면서 떼어낸 면
에 흠집이 적게 발생하도록 모양과 크기를 결정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만들 부품은 수십 마이크로 단위이
내이지만 AFM 만큼 정밀한 수준을 다루는 장치는 아
니다. 그림 1 은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주사기 바늘을
현미경에서 관찰한 그림을 나타낸다.

t = 5μm

Table 1 은 마이크로 부품의 탄성계수가 후공정에 따
라 다른 탄성계수를 가짐을 보여주며 탄성계수를 측정
하는 방법에도 영향을 받는다. 또한, 마이크로 단위의
응력 측정에서 응력 값은 4 ~ 5 GPa 정도의 크기를 갖
지만 나노 단위의 응력 측정에서 응력 값은 평균 5.6
GPa 를 가진다[3]. 여기서는 마이크로 단위 수준에서 고
려할 것이므로 전자의 결과를 참고한다.

10 μm

Ma
Iz

그림 2. 마이크로 부품의 분리를 위한 힘의 계산 예
그림 2 는 원기둥 모양의 마이크로 부품을 분리할
때 필요한 힘의 계산 예를 나타낸다. 위 그림에서 y
축은 힘에 대한 작용 축을 나타내고 힘(F)은 글래스 바
닥에서 t 만큼 떨어진 위치에 작용한다. 마이크로 부품
을 분리하기 위해 탐침으로 힘을 가할 때 굽힘 모멘트
가 발생하고 이 때 발생한 굽힘 응력이 물질의 고유
허용 응력을 초과하면 분리가 발생한다. 계산을 위해,
글래스와 SU-8 으로 만들어진 원기둥 부품은 충분히
강하게 결합하였다고 가정하고 글래스를 SU-8 으로 간
주하였다. 그리고 분리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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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부품에 힘을 가하는 조건은 다음의 값을 설정하였
다.

d = 100μ m
σ =5 GPa

M = F × t
t = 5μ m

가정된 값들을 식(1)에 대입하고 F 에 관하여 식을
정리한 후 힘을 구하면 약 98N 이 된다. 이 결과는
10kg 의 무게에 해당하는 힘으로 저가의 일반 소형 모
터로는 이 정도의 힘을 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성형
할 때 가능한 한 글래스와 부품 사이의 접촉 면적을
줄여야 함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지름 d=10µm 인 경
우 요구되는 힘은 9800µN 이 된다. 그러므로 부착된
마이크로 부품을 떼어내는 데 필요한 모터는 이러한
요구되는 힘의 크기를 고려하여 적당한 크기의 구동력
을 가진 모터를 선정한다.

3. 매니퓰레이터
3.1 자유도
마이크로 부품 분리 작업에서 매니퓰레이터의 자유
도를 산정할 때 매니퓰레이터의 다양한 분리 방법과
효율적인 제어 등을 고려해야 한다[6][7].

실험 결과에 오류를 일으키거나 주변 장비들의 훼손으
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마이크로 부품은 글래스 위
에서 성형되므로 탐침이 글래스를 파괴하는 일이 발생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매니퓰레이터와 스테이지의 각
축을 움직일 때 움직임을 제한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에서 모터 위치에 대한 제한을 할 수 있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광조형을 이용하여 제조한 마이크로
부품을 글래스로부터 분리하기 위한 매니퓰레이터의
설계에 대해 제시하였다. SEM(scanning electron
microscope)/TEM(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같은
정밀한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매니퓰레이터는 여러
연구소와 기업에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동거
리가 짧고 설치를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하므로 본 연
구에 비효율적이다. 요즘 NT 산업이 주목 받으면서 광
조형을 이용한 마이크로 단위의 다양한 부품 제조가
시도되고 있다. 제안된 매니퓰레이터의 설계가 광조형
을 이용한 마이크로 부품 제조 과정에 도움이 될 것으
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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