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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 DNA 중합체 서열에 상보적인 하나 이상의 상보적 DNA 중합체 서열을 상기 제2 마이크로 부품에 부착하는
계, 및 DNA 혼성화(hybridization)를 이용하여 상기 제1 마이크로 부품과 상기 제2 마이크로 부품을 결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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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제1 마이크로 부품을 제공하는 단계,
하나 이상의 특이적 DNA 중합체 서열을 상기 제1 마이크로 부품에 부착하는 단계,
제2 마이크로 부품을 제공하는 단계,
상기 특이적 DNA 중합체 서열에 상보적인 하나 이상의 상보적 DNA 중합체 서열을 상기 제2 마이크로 부품에 부
착하는 단계, 및
DNA 혼성화(hybridization)를 이용하여 상기 제1 마이크로 부품과 상기 제2 마이크로 부품을 결합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마이크로 장치의 조립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서,
상기 제1 마이크로 부품을 제공하는 단계는,
상기 제1 마이크로 부품에 산소 플라즈마 처리를 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마이크로 장치의 조립 방법.
청구항 3
제2항에서,
상기 하나 이상의 특이적 DNA 중합체 서열을 상기 제1 마이크로 부품에 부착하는 단계는,
아민-변형(amine-modified) DNA를 상기 제1 마이크로 부품의 표면에 공유결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마이크로 장
치의 조립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서,
상기 하나 이상의 특이적 DNA 중합체 서열을 상기 제1 마이크로 부품에 부착하는 단계는,
상기 제1 마이크로 부품의 표면에 감광제를 도포하여 경화시키는 단계, 및
콜레스테롤 변형(cholesterol modified) DNA를 경화된 상기 감광제와 소수성 결합하도록 유도하는 단계를 포함
하는 마이크로 장치의 조립 방법.
청구항 5
제1항에서,
상기 하나 이상의 특이적 DNA 중합체 서열을 상기 제1 마이크로 부품에 부착하는 단계는,
포스포아실 변형(phosphoacyl modified) DNA를 메틸이미다졸(N-methylimidazole)을 매개로 상기 제1 마이크로
부품의 표면에 고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마이크로 장치의 조립 방법.
청구항 6
제1항에서,
상기 제2 마이크로 부품을 제공하는 단계는,
상기 제2 마이크로 부품에 산소 플라즈마 처리를 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마이크로 장치의 조립 방법.
청구항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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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항에서,
상기 하나 이상의 상보적 DNA 중합체 서열을 상기 제2 마이크로 부품에 부착하는 단계는,
아민-변형(amine-modified) DNA를 상기 제2 마이크로 부품의 표면에 공유결합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마이크로 장
치의 조립 방법.
청구항 8
제1항에서,
상기 하나 이상의 상보적 DNA 중합체 서열을 상기 제2 마이크로 부품에 부착하는 단계는,
상기 제2 마이크로 부품의 표면에 감광제를 도포하여 경화시키는 단계, 및
콜레스테롤 변형(cholesterol modified) DNA를 경화된 상기 감광제와 소수성 결합하도록 유도하는 단계를 포함
하는 마이크로 장치의 조립 방법.
청구항 9
제1항에서,
상기 하나 이상의 상보적 DNA 중합체 서열을 상기 제2 마이크로 부품에 부착하는 단계는,
포스포아실 변형(phosphoacyl modified) DNA를 메틸이미다졸(N-methylimidazole)을 매개로 상기 제2 마이크로
부품의 표면에 고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마이크로 장치의 조립 방법.
청구항 10
제1 마이크로 부품,
상기 제1 마이크로 부품의 적어도 일면에 부착되는 하나 이상의 특이적 DNA 중합체 서열,
제2 마이크로 부품, 및
상기 제2 마이크로 부품의 적어도 일면에 부착되고 상기 특이적 DNA 중합체 서열에 상보적인 하나 이상의 상보
적 DNA 중합체 서열을 포함하고,
상기 제1 마이크로 부품과 상기 제2 마이크로 부품이 상기 특이적 DNA 중합체 서열과 상기 상보적 DNA 중합체
서열의 DNA 혼성화(hybridization)를 통해 결합되는 마이크로 장치.

명 세 서
기 술 분 야
[0001]

본 발명은 마이크로 장치 및 그 제조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배 경 기 술
[0002]

마이크로 부품을 조립하고 그것을 고정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다. 왜냐하면 마이크로 부품은 크기가
매우 작아 중력의 영향을 적게 받아서 고정이 잘 되지 않기 때문이다. 고정이 되더라도 그것을 방해하는 외부의
힘이 있으면 마이크로 부품의 조립이 쉽게 해체되어 버린다.

[0003]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종전에 사용된 대표적인 방법은 비오틴-스트렙트아비딘의 단백질간의 결합을 이용하는 것
이다. 각각의 마이크로 부품 표면에 비오틴을 코팅하고, 스트렙트 아비딘 용액 내에 두어 결합을 시킨다. 이 결
합은 비가역적 반응으로 결합과정이 단순하며 빠르다. 하지만 결합의 종류가 하나뿐이어서 결합시키고자 하는
부분이 다양한 경우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0004]

또 다른 조립 고정방법으로는 죔쇠 끼워맞춤(interference fit)이 있는데, 외부에서 힘을 가해 마이크로 부품을
꽉 맞게 끼우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결합이 다소 오래 유지되는 장점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강한 외부 힘이 작
용해야 하고, 조립하고자 하는 마이크로 부품의 모양에 따라 적용이 안 되는 방법이어서 한계가 있다.

발명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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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하려는 과제
[0005]

본 발명은 다양한 조합이 가능한 마이크로 장치 및 그 제조 방법을 제공하고자 한다.

과제의 해결 수단
[0006]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마이크로 장치의 제조 방법은, 제1 마이크로 부품을 제공하는 단계, 하나 이상의
특이적 DNA 중합체 서열을 상기 제1 마이크로 부품에 부착하는 단계, 제2 마이크로 부품을 제공하는 단계, 상기
특이적 DNA 중합체 서열에 상보적인 하나 이상의 상보적 DNA 중합체 서열을 상기 제2 마이크로 부품에 부착하는
단계, 및 DNA 혼성화(hybridization)를 이용하여 상기 제1 마이크로 부품과 상기 제2 마이크로 부품을 결합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0007]

또한, 상기 제1 마이크로 부품을 제공하는 단계는, 상기 제1 마이크로 부품에 산소 플라즈마 처리를 하는 단계
를 포함할 수 있다.

[0008]

또한, 상기 하나 이상의 특이적 DNA 중합체 서열을 상기 제1 마이크로 부품에 부착하는 단계는, 아민-변형
(amine-modified) DNA를 상기 제1 마이크로 부품의 표면에 공유결합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0009]

또한, 상기 하나 이상의 특이적 DNA 중합체 서열을 상기 제1 마이크로 부품에 부착하는 단계는, 상기 제1 마이
크로 부품의 표면에 감광제를 도포하여 경화시키는 단계, 및 콜레스테롤 변형(cholesterol modified) DNA를 경
화된 상기 감광제와 소수성 결합하도록 유도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0010]

또한, 상기 하나 이상의 특이적 DNA 중합체 서열을 상기 제1 마이크로 부품에 부착하는 단계는, 포스포아실 변
형(phosphoacyl modified) DNA를 메틸이미다졸(N-methylimidazole)을 매개로 상기 제1 마이크로 부품의 표면에
고정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0011]

또한, 상기 제2 마이크로 부품을 제공하는 단계는, 상기 제2 마이크로 부품에 산소 플라즈마 처리를 하는 단계
를 포함할 수 있다.

[0012]

또한, 상기 하나 이상의 상보적 DNA 중합체 서열을 상기 제2 마이크로 부품에 부착하는 단계는, 아민-변형
(amine-modified) DNA를 상기 제2 마이크로 부품의 표면에 공유결합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0013]

또한, 상기 하나 이상의 상보적 DNA 중합체 서열을 상기 제2 마이크로 부품에 부착하는 단계는, 상기 제2 마이
크로 부품의 표면에 감광제를 도포하여 경화시키는 단계, 및 콜레스테롤 변형(cholesterol modified) DNA를 경
화된 상기 감광제와 소수성 결합하도록 유도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0014]

또한, 상기 하나 이상의 상보적 DNA 중합체 서열을 상기 제2 마이크로 부품에 부착하는 단계는, 포스포아실 변
형(phosphoacyl modified) DNA를 메틸이미다졸(N-methylimidazole)을 매개로 상기 제2 마이크로 부품의 표면에
고정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0015]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마이크로 장치는, 제1 마이크로 부품, 상기 제1 마이크로 부품의 적어도 일면에
부착되는 하나 이상의 특이적 DNA 중합체 서열, 제2 마이크로 부품, 및 상기 제2 마이크로 부품의 적어도 일면
에 부착되고 상기 특이적 DNA 중합체 서열에 상보적인 하나 이상의 상보적 DNA 중합체 서열을 포함하고, 상기
제1 마이크로 부품과 상기 제2 마이크로 부품이 상기 특이적 DNA 중합체 서열과 상기 상보적 DNA 중합체 서열의
DNA 혼성화(hybridization)를 통해 결합될 수 있다.

발명의 효과
[0016]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마이크로 장치 및 그 제조 방법에 따르면 상보적 DNA를 이용하여 다양한 조합이 가
능한 마이크로 장치 및 그 제조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0017]

도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마이크로 장치의 조립 방법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도2a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마이크로 장치의 조립 방법을 나타내는 개략도이다.
도2b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마이크로 장치의 조립 방법을 나타내는 개략도이다.
도2c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마이크로 장치의 조립 방법을 나타내는 개략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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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2d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마이크로 장치의 조립 방법을 나타내는 개략도이다.
도2e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마이크로 장치의 조립 방법을 나타내는 개략도이다.
도3a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마이크로 장치의 조립 방법을 나타내는 개략도이다.
도3b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마이크로 장치의 조립 방법을 나타내는 개략도이다.
도3c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마이크로 장치의 조립 방법을 나타내는 개략도이다.
도3d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마이크로 장치의 조립 방법을 나타내는 개략도이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0018]

이하에서는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들을 상세히 설명한다. 이하의 설명 및 첨부된 도면들에
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성요소들은 각각 동일한 부호들로 나타냄으로써 중복 설명을 생략하기로 한다. 또한 본
발명의 실시예들을 설명함에 있어 관련된 공지기능 혹은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
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0019]

어떤 구성요소가 다른 구성요소에 “연결되어”있다거나 “접속되어”있다고 언급된 때에는, 그 다른 구성요소
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거나 또는 접속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중간에 다른 구성요소가 존재할 수도 있다고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에, 어떤 구성요소가 다른 구성요소에 “직접 연결되어”있다거나 “직접 접속되어
”있다고 언급된 때에는, 중간에 다른 구성요소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0020]

본 명세서에서, 단수형은 문구에서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 한 복수형도 포함될 수 있다. 명세서에서 사용되는 "
포함한다(comprises)" 및/또는 "포함하는(comprising)"은 언급된 구성요소, 단계, 동작 및/또는 소자는 하나 이
상의 다른 구성요소, 단계, 동작 및/또는 소자의 존재 또는 추가를 배제하지 않는다.

[0021]

도1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마이크로 장치의 조립 방법을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0022]

도1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마이크로 장치의 조립 방법은 제1 마이크로 부품을 제공하는 단계
(S100), 특이적 DNA 중합체 서열을 부착하는 단계(S200), 제2 마이크로 부품을 제공하는 단계(S300), 상보적
DNA 중합체 서열을 부착하는 단계(S400), 및 제1 마이크로 부품과 제2 마이크로 부품을 결합하는 단계(S500)를
포함한다.

[0023]

제1 마이크로 부품을 제공하는 단계(S100)에서는, 소정 형상으로 된 마이크로 크기 또는 나노 크기 부품을 제조
한다. 일례로, 이광자 중합 광 조형(two-photon photopolymerization) 기술을 이용하여 기판 위의 챔버에서 제
1 마이크로 부품을 제작할 수 있다.

[0024]

여기서, 이광자 중합 광 조형(two-photon photopolymerization)은 3차원 형태의 마이크로/나노 크기의 부품을
성형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근적외선 펨토초 레이저(near infrared femtosecond laser)와 같
은 짧은 펄스를 내는 레이저를 유체 상태의 감광제에 강하게 집속하여 비선형 현상에 의해 집속한 초점에서만
고형화가 일어나도록 하여 부품을 조형한다.

따라서 이 기술은 부품을 높은 해상도로 정교하게 만들 수

있으며, 희생층을 필요로 하는 반도체 제작 공정인 MEMS(microelectromechanical system) 공정에 비해, 높이가
높은 3 차원 부품을 용이하게 제작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광조형 기술은 마이크로 크기의 로터, 튜브, 스프
링, 센서, 포토닉 크리스탈, 광 데이터 스토리지 등의 제조에 사용되고 있다.
[0025]

한편, 이 경우 경화되지 않은 액체 상태의 감광제는 아세톤을 이용하여 세척하여 제거한다.

[0026]

특이적 DNA 중합체 서열을 부착하는 단계(S200)에서는, 위와 같이 제작한 제1 마이크로 부품의 표면에 특이적
DNA 중합체 서열을 다양한 방법으로 부착 및 고정한다.

[0027]

일례로, 제1 마이크로 부품에 산소 플라즈마를 처리하여 표면에 작용기를 생성하고 아민-변형(Amine-modified)
DNA를 처리하여 공유결합으로 고정되도록 할 수 있다.

[0028]

다른 예로, 경화된 감광제와 소수성 상호 작용(hydrophobic interaction)이 강하게 작용하는 콜레스테롤
(cholesterol)을 이용할 수 있다. 콜레스테롤 변형(cholesterol modified) DNA를 처리하여 제1 마이크로 부품
과 소수성 상호 작용으로 결합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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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9]

또 다른 예로, 포스포아실 변형(phosphoacyl modified) DNA를 메틸이미다졸(N-methylimidazole)을 매개로 제1
마이크로 부품의 표면에 고정시킬 수 있다.

[0030]

다음으로, 제2 마이크로 부품을 제공하는 단계(S300)에서는, 제1 마이크로 부품에 결합한 제2 마이크로 부품을
제작한다. 제2 마이크로 부품을 제작하는 방법은 제1 마이크로 부품을 제작하는 방법과 동일하거나 유사할 수
있으므로, 그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0031]

다음으로, 상보적 DNA 중합체 서열을 부착하는 단계(S400)에서는, 위에서 설명한 특이적 DNA 중합체 서열에 상
보적인 하나 이상의 상보적 DNA 중합체 서열을 다양한 방법으로 제2 마이크로 부품에 부착 및 고정한다. 이 단
계에서 사용되는 부착 및 고정 방법은 특이적 DNA 중합체 서열을 부착하든 단계(S200)에 기재된 방법과 동일하
거나 유사하므로, 그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0032]

다음으로, 제1 마이크로 부품과 제2 마이크로 부품을 결합하는 단계(S500)에서는, DNA 혼성화(hybridization)를
이용하여 제1 마이크로 부품과 제2 마이크로 부품을 결합한다.

[0033]

구체적으로, 특이적 DNA 중합체 서열이 부착된 제1 마이크로 부품의 일면과 상보적 DNA 중합체 서열이 부착된
제2 마이크로 부품의 일면을 대향하여 특이적 DNA 중합체 서열과 상보적 DNA 중합체 서열이 혼성화하게 함으로
써 제1 마이크로 부품과 제2 마이크로 부품의 결합을 유도한다.

[0034]

도2a 내지 2e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마이크로 장치의 조립 방법을 나타내는 개략도이다.

[0035]

도2a 및 도2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조된 제1 마이크로 부품(201)의 부착면(201a, 201b) 및 제2 마이크로 부품
(203)의 부착면(203a, 203b)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 반응기를 생성한다. 우선, 광 조형으로 제작한 제1 마이
크로 부품(201) 및 제2 마이크로 부품(203)의 표면 중 특이적 DNA 중합체 서열 및 상보적 DNA 중합체 서열이 부
착될 부분에 50W의 힘으로 5분간 산소 플라즈마를 처리한다. 이후에 제1 및 제2 마이크로 부품의 표면에는 OH기
가 형성되는데, 여기에 1% 에탄올 용액에 3-아미노프로필트리에톡시실란(3-aminopropyltriethoxysilane)을 녹인
용액을 처리하여 30분간 반응시킨다. 남은 액체는 질소 기체를 이용해 말린 뒤 120℃에서 10분간 수소 취성 제
거(baking)하여 반응기를 완성한다.

[0036]

도2b 및 도2c에 도시된 바와 같이, 처리된 제1 마이크로 부품(201)의 부착면(201a) 및 제2 마이크로 부품(203)
의 부착면(203a)에 각각 특이적 DNA 중합체 서열(211) 및 상보적 DNA 중합체 서열(213)을 부착한다. 한편, 제2
마이크로 부품(203)의 부착면(203b)에는 다른 종류의 특이적 DNA 중합체 서열(215)을 부착하고 이에 대응하여
제1 마이크로 부품(201)의 부착면(201b)에는 상보적 DNA 중합체 서열(217)를 부착할 수도 있다.

[0037]

한편, 본 실시예에서 사용하는 DNA 중합체 서열의 예는 표1과 같다.

표 1
[0038]
A
A'
B
B'

[0039]

서열(5'-3')
TGGAACTATGTATTT
TACATAGTTCCATTT
ATTGGAGTTGAAGTATTT
TACTTCAACTCCAATTTT

5' 끝부분 변형
-COOH
-COOH
-COOH
-COOH

3' 끝부분 변형

특이적 DNA 중합체 서열을 제1 마이크로 부품에 고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특이적 DNA 중합체 서열을 각각
pH

6.5인

0.1M

MES

버퍼(buffer)(5mM의

1-에틸-3-(3-디메틸아미노프로필)

카르보디이미드(1-ethyl-3(3-

dimethylaminopropyl) carbodiimide)과 0.33mM의 N-히드록시설포숙신이미드(N-hydroxysulfosuccinimide)를 섞
어둔다)에 50nM로 희석한다. 각각의 DNA solution을 제1 마이크로 부품에 5ul씩 처리하고 2시간 동안 37℃의 습
식 인큐베이션(humid incubation)에서 반응시킨다. 반응이 끝나면 50℃의 5X SSC(0.25% tween20)로 세척하고
95℃에서 3분간 인큐베이션(incubation)한다.

[0040]

DNA로 유도되는 조립(assembly)의 조건은 DNA 서열(sequence)에 따라서 달라진다.

[0041]

A와 A' 서열의 경우에는 pH7인 인산염 버퍼(Phosphate buffer)에 NaCl을 50mM로 녹인 용액을 사용한다. 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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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에 DNA가 고정된 마이크로 부품을 넣은 뒤 온도를 약 54℃로 높여준 다음 1분에 1℃씩 서서히 낮추어 상온에
이르도록 반응시킨다.
[0042]

한편, B와 B' 서열의 경우에는 pH7인 인산염 버퍼에 NaCl을 0.2M로 녹인 용액을 사용한다. 이 용액에 DNA가 고
정된 마이크로 부품을 넣은 뒤 온도를 약 74℃로 높여준 다음 1분에 1℃씩 서서히 낮추어 상온에 이르도록 반응
시킨다.

[0043]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DNA 중합체 서열 부착이 완료된 후 혼성화를 거쳐, 도2e에 도시된 것처럼 제1 마이크로
부품(201)과 제2 마이크로 부품(203)의 부착면이 서로 접하도록 조립된다.

[0044]

도3a 내지 도3d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마이크로 장치의 조립 방법을 나타내는 개략도이다.

[0045]

도3a을 참조하면, 마이크로 부품(301)의 형상은 원형 고리의 일부분을 이루는 형상이고 복수 개이다.

[0046]

도3b 및 도3c에 도시된 바와 같이, 마이크로 부품(301)의 제1 편평면(301a)과 제2 편평면(301b)에 한 종류의 특
이적 DNA 중합체 서열(311)과 상보적 DNA 중합체 서열(313)을 부착할 수 있다. 이와 달리, 마이크로 부품(301)
의 제1 원호면(303a)와 제2 원호면(303b)에 다른 종류의 특이적 DNA 중합체 서열(315)과 상보적 DNA 중합체 서
열(317)을 부착할 수 있다.

[0047]

결국, 이러한 마이크로 부품(301)의 편평면(301a, 301b)끼리 결합되게 하여 대체로 원형 고리 형상 마이크로 장
치를 제작할 수도 있고(도3d의 왼쪽 그림 참조), 원호면(303a, 303b)끼리 결합되게 하여 적층 구조를 가진 마이
크로 장치를 제작할 수도 있다(도3d의 오른쪽 그림 참조).

[0048]

이상의 설명은 본 발명의 기술 사상을 예시적으로 설명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
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본 발명의 본질적인 특성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수정, 변경 및
치환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본 발명에 개시된 실시예 및 첨부된 도면들은 본 발명의 기술 사상을 한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설명하기 위한 것이고, 이러한 실시예 및 첨부된 도면에 의하여 본 발명의 기술 사상의 범위
가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본 발명의 보호 범위는 아래의 청구 범위에 의하여 해석되어야 하며, 그와 동등한 범
위 내에 있는 모든 기술 사상은 본 발명의 권리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부호의 설명
[0049]

201: 제1 마이크로 부품

201a, 201b: 부착면

203: 제2 마이크로 부품

203a, 203b: 부착면

211: 특이적 DNA 중합체 서열

213: 상보적 DNA 중합체 서열

215: 특이적 DNA 중합체 서열

217: 상보적 DNA 중합체 서열

301: 마이크로 부품

301a: 제1 편평면

301b: 제2 편평면

303a: 제1 원호면

303b: 제2 원호면

-8-

공개특허 10-2015-0030074

도면
도면1

-9-

공개특허 10-2015-0030074

도면2a

도면2b

- 10 -

공개특허 10-2015-0030074

도면2c

도면2d

- 11 -

공개특허 10-2015-0030074

도면2e

도면3a

- 12 -

공개특허 10-2015-0030074

도면3b

도면3c

- 13 -

공개특허 10-2015-0030074

도면3d

- 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