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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마이크로/나노 스케일 구조를 이용한 센서, 

구동기, 로봇, 등은 의료, 마이크로 전자 및 

군사 기술 등의 다양한 산업 분야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1]. 이들 구조의 제작을 위해 

다양한 재료를 기판 상에 원하는 형상으로 

적층하는 기술이 필수적이다[2]. 하지만 

대부분의 기존 공정은 고온 상에서 

이루어지므로 고온에서도 용융되지 않는 

기판에 대해서만 적층이 가능하며, 특히 많은 

반도체 공정의 습식 공정들은 공정 특성상 

적용 범위가 제한적인 단점이 있다[3]. 

나노입자적층시스템 (Nano particle deposition 

system, NPDS)은 상온, 건식 공정으로서 나노 

혹은 마이크로 스케일의 금속과 세라믹 입자의 

동시 적층이 가능한 공정이다[2,3]. 하지만 

비교적 대면적의 기판 상에 전체적으로 재료를 

적층하는 공정으로 원하는 패턴을 얻기 

위해서는 추가 공정이나 마스크를 필요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나노입자적층시스템을 

이용하여 마이크로 스케일의 다종 재료를 기판 

상에 직접 적층하여 정밀 패턴을 제작하고 

마이크로/나노 스케일 디바이스의 제작과 

3 차원 나노 스케일 프린팅 시스템에의 적용을 

위한 기초 연구를 수행하였다. 

 

2. 나노입자적층시스템 
 
나노입자적층시스템은 나노 혹은 마이크로 

크기의 세라믹과 금속 입자를 기판에 분사하여 

충돌시킴으로써 적층이 가능하도록 하는 

공정이다. 기존의 대면적 적층과 달리 

마이크로/나노 스케일의 디바이스나 구조 

제작이 가능한 3 차원 프린팅 시스템에 적용을 

위해서는 마이크로 스케일의 금속 및 세라믹 

패턴을 기판 상에 직접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형상으로 제작할 수 있어야 하고,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형상(크기, 두께 등)을 갖도록 

적층이 이루어져야 하며, 적층물의 정밀도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시스템이어야 한다. 

나노입자적층시스템은 크게 메인 챔버와 

스테이지, 샘플 홀더, 적층 노즐 어셈블리, 

분말 공급기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분말 

공급기와 노즐로의 유량을 제어할 수 있는 

유량 제어기, 챔버 내부를 진공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진공 펌프와 밸브, 컴프레서 

로부터 유량 제어기로 공급되는 압력을 조절할 

수 있는 압력 제어기 및 노즐 직전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압력 센서 등으로 구성되며, 

아래의 Fig. 1 에 전체적인 구성을 보였다. 
 

 
 

Fig. 1 Nano Particle Deposi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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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o Particle Deposi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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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종 분말 재료의 적층을 위해 분말 

공급기와 각각의 밸브, 유량 제어기 및 압력 

센서 등은 2 개 이상으로 구성된다. 또한 

다종의 분말 재료를 원하는 위치에 적층하기 

위하여 각각의 밸브의 개폐는 릴레이를 통해 

PC 로부터 제어되고 역시 PC 로부터 각각의 

유량 제어기의 제어를 통해 적층 공정을 

제어하도록 설계되었다. 각각의 압력 센서는 

노즐 앞단의 압력 정보를 PC 로의 피드백을 

통해 공정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돕는다. 

또한 샘플 홀더와 연결된 3 축 스테이지 

역시 PC 와의 통신을 통해 노즐과 기판 간의 

상대 위치를 제어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그리고 챔버 내부의 노즐과 기판의 위치 

확인과 레퍼런싱을 위하여 2 개의 고배율 CCD 

카메라가 챔버 측면에 장착되어 있다. 

한 대의 PC 에서 전체 공정의 제어와 

모니터링이 모두 가능하도록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구축되었으며, 공정 제어 및 

모니터링 소프트웨어는 National Instrument 사의 

LabView 를 이용하여 프로그래밍 되었다. 

 

3. 패터닝 결과 
 
나노입자적층시스템을 이용하여 금속 

재료인 주석 (Sn) 입자와 세라믹 재료인 

티타니아 (TiO2) 입자의 다종 재료 마이크로 

패턴 적층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Fig. 2 에 

주석과  티타니아의 마이크로 패턴 결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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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icro patterning of Sn and TiO2 particle 

by using NPDS 

 

또한 나노입자적층시스템을 이용하여 

임의의 패턴의 적층이 가능하며 Fig. 3 과 같이 

“3DPRINTING” 문자를 주석 입자를 이용하여 

마이크로 패턴을 적층하여 결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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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Micro patterning of “3DPRINTING” 

 

4. 결론 
 
상온에서 금속과 세라믹 입자의 패턴 

적층이 가능한 나노입자적층시스템을 이용하여 

마스크, 후처리 등의 추가 공정 없이 마이크로 

스케일의 다종 재료의 정밀 패턴을 제작할 수 

있었다. 연구 결과는 향후 3 차원 나노 스케일 

구조 및 디바이스의 제작을 위한 프린팅 

기술로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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