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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D기반 Maskless Lithography 공정에서의 Grayscale을 이용한 
미세 구조물을 갖는 마이크로 믹서 패턴 제작

Fabrication of Micromixer pattern with Micro Structure Using Grayscale 
of DMD based Maskless Lithography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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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미세 유체 시스템은 생물학적, 화학적 분석을 

위한 초소형 시스템으로 수 나노 리터에 해당하는 

적은 양의 생체 시료를 다루는 장치이며  마이크로 

펌프, 마이크로 밸브, 마이크로 믹서 등의 미세 

부품으로 구성된다. 그중에서 마이크로 믹서는 2종
류 이상 물질의 혼합 및 시료의 균질화를 위해 

사용되는 부품으로 랩온어 칩(Lab on a chip)의 

주요 구성 요소 중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미세 유체 시스템은 채널의 유로 

단면 길이와 유속이 작기 때문에 작은 레이놀즈 

수를 갖는다. 이로 인해 시스템 내의 유동이 층류의 

특성을 가지게 되고, 난류의 발생이 어렵기 때문에 

대류에 의한 혼합 성능이 저하되어 혼합이 대부분 

확산에 의해 진행됨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다양한 

미세 유로 패턴을 가진 마이크로 믹서를 사용하여 

혼합 효율을 증가시키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

되고 있다.(1)

마이크로 믹서와 같은 미세 패턴 제작을 위해 

기존의 마스크 방식의 노광 방법 대체하여 마스크

를 사용하지 않고 광원 이미지를 제어하여 패턴을 

형성시키는 Maskless 방식의 노광 공정이 연구되고 

있다.(2) 본 논문에서는 Serpentine 형태로 채널 내부

에 미세 구조물을 가지는 마이크로 믹서의 전산 

설계를 실시하였고, 유동해석을 통해 설계된 마이

크로 믹서에 대한 혼합 성능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

였다. 설계된 마이크로 믹서는 Maskless 방식의 

리소그래피 공정을 이용하여 Grayscale기법의 패

턴 노광을 통해 미세 구조물을 가지는 마이크로 

채널을 제작하였고 형상 측정을 통해 제작된 패턴

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2. 마이크로 믹서 설계 및 유동 해석

본 연구에서 제작된 마이크로 믹서는 Serpentine 
형태의 마이크로 믹서로 채널 내부에 Grayscale 
미세 구조물을 설계하여 혼합 효율을 증대시키고

자 하였다. 이 때 패턴의 폭과 길이는 DMD(Digital 
Micromirror Device)의 픽셀 크기를 고려하여 채널 

폭 W1=0.34mm, 믹서 전체 길이 L=43mm, 두께 

t=0.1mm로 설계하였고, 미세 구조물의 크기 

W2=0.15mm로 설계하였다. 설계된 마이크로 믹서

는 Fig. 1(a)와 같다. 유동 해석을 위한 유한 요소 

모델은 Fig. 1(b)와 같이 Tetrahedrons 형태로 

0.05mm 크기로 설정하였다.

(a) 3D model (b) FEM model
Fig. 1 Designed model of micromixer.

제작된 마이크로 믹서의 유한 요소  모델을 이용

하여 유동 해석을 수행하였고 혼합 성능에 대해 

평가하였다. 유동 해석은 Ansys CFX를 이용하여 

해석을 진행하였고, 유동해석에 사용된 유체는 물

과 에탄올로 동일 부피의 유량을 Inlet에 부여하였

고 각 유량에 대한 부피율(Volume fraction)을 분석

하여 두 가지 유체의 혼합 여부를 분석하였다.(3) 
Fig. 2는 유동 해석 결과로 채널 위치에 따른 물의 

부피율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Inlet으로부터 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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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투입되어 serpentine 형태의 채널 및 미세 구조물

을 따라 채널 내부를 통과함에 따라 부피율이 균일

화 되어 Outlet 부근에서는 혼합이 완전히 이루어짐

을 알 수 있다.

Fig. 2 Result of volume fraction variation.

3. DMD 기반의 Maskless lithography 시스템

마이크로믹서 제작에 사용된 Maskless lithog-
raphy 시스템은 Fig. 3과 같다. 시스템의 주요 구성

은 365nm의 파장을 가지는 광원을 생성시켜 광학

계에 조사하는 UV LED Driver, Fly-eye 렌즈를 이용

하여 Gaussian 분포의 에너지 밀도를 Flat-top로 균

일화 시키는 광 조사 광학계, 한 변이 12.7μm의 

크기를 가지며 1024×768개의 미세 미러의 on/off 
제어를 통해 패턴을 생성시키는 DMD(Texas 
Instrument사)칩, 노광 면에 조사되는 광원이 직진

광을 유지하여 상의 왜곡을 방지하는 프로젝션 

광학계 및 정밀 이송 스테이지로 구성되어 있다.

Fig. 3 Photograph of maskless lithography system.

4. Maskless lithography를 이용한 마이크로 
믹서 패턴제작

설계된 마이크로 믹서 패턴을 제작하기 위해 

1024×768 픽셀로 이루어진 이미지 데이터를 

Matlab을 이용하여 생성하였고, 믹서 패턴을 제작

하였다. 제작 방법은 Fig. 4(a)와 같이 SU-8의 스핀 

코팅 후 지지대 위에 Glass wafer를 장착하여 구조물

의 이미지 크기를 노광 시간에 따라 변경하여 노광

을 수행하였다. Fig. 4(b)는 제작된 마이크로 패턴으

로 DMD 사이의 간격에 의해 격자형 무늬가 생성되

었고 구조물이 생성되는 부분은 낮은 노광에너지

로 인해 패턴이 낮게 형성됨을 알 수 있다.

(a) Fabrication method (b) Generated pettern
Fig. 4 Fabrication method and generated micromixer 

pattern.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Maskless lithography를 이용하여 

미세 구조물을 갖는 마이크로 믹서 패턴의 제작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마이크로 믹서

의 전산 설계를 수행하였고 유동 해석을 통해 혼합 

성능을 확인하였다. 패턴 제작을 위해 패턴의 노광 

시간을 조절하여 Grayscale형태의 미세 구조물을 

갖는 마이크로 믹서 패턴을 제작하였다. 실험 결과, 
기존의 마스크 방식이 아닌 Maskless lithography를 

이용한 마이크로 믹서의 제작 가능성을 확인하였

고 향후 제작된 패턴을 이용하여 PDMS 마이크로 

믹서를 제작한 후 혼합 실험을 통한 성능의 검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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