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밀공학회 2013년도 춘계학술대회논문집   

 

Fig.2: Schematic diagram of the on-chip three-

dimensional manipulation of droplets in parallel 

plates consisting of the patterned arrays of EWOD 

electrodes: (a) 3D envisioned image; (b) 2D side 

view image. 

 

1. 서론 

최근 바이오 산업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짧은 시간 안에 암을 진단할 수 있는 바이오 

칩(bio-chip)이나 소량의 화학 약품을 미소 칩 

내에서 제어 및 분석할 수 있는 랩온어 칩(lab-

on-a-chip) 시스템이 관련 산업분야에서 크게 

주목 받고 있다. 현재 이러한 바이오 칩과 

랩온어 칩을 구현하는데 가장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칩 안에서 여러 과정들을 

수행하기 위한 미세 유동장의 제어이다[1, 2]. 

전기습윤(electrowetting-on-dielectric) 기술은 

소수성 절연막으로 도포 된 전극과 전해 액적 

사이에 전압을 인가하여 액적의 표면장력을 

제어하는 기술로써 전력 소모가 낮고 응답 

속도가 빠르다는 특징이 있으며 미소 액적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기술로 널리 

알려져 있다(그림 1)[2, 3]. 

현재 전기습윤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미세유체 시스템(digital microfluidics)은 2 차원 

평면상에서 액적의 추출, 이동, 분리, 병합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2]. 하지만 액적의 

자유도가 2 차원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종의 다수 액적들이 이동 시 발생할 수 있는 

교차오염(cross contamination) 및 이동 경로 

제한에 따른 칩 내에서의 분석 시간 증가가 

문제되고 있다[3].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고속 카메라를 이용하여 다양한 교류 

전기습윤 구동 조건들(인가 전압, 주파수, 

시간)에 따른 액적의 거동에 대해 

연구함으로써 기존 전기습윤 시스템의 

플랫폼(platform)에 변화 없이 인가되는 

전기신호(electrical signal)의 제어만으로 3 차원 

액적 구동을 구현하였다. 

 

2. 연구결과 

2.1 주파수에 따른 액적의 높이 변화 

저주파 교류 전기습윤 구동 시 액적은 

전기습윤 원리에 의해 전극면에 습윤되는 

면적이 반복적으로 변화하게 되며 이로 인해 

액적의 높이가 크게 달라지게 된다. 이 때 

인가되는 신호의 주파수는 액적의 높이 변화에 

교류 전기습윤 원리를 이용한 3 차원 액적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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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 Schematic diagram of Electrowetting-on-

dielectric(EWOD): (a) Initial; (b) When a voltage is 

applied between a droplet and electrode, the droplet 

spreads out on the electr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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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액적의 3 차원 구동 

시 필요한 두 기판간의 거리를 결정하기 

위하여 70 V 의 정현파 전압을 20 Hz 부터 50 

Hz 까지 순차적으로 액적에 인가하여 

변화하는 액적의 최대 높이를 고속 카메라를 

이용하여 측정 하였다(그림 3). 그 결과 인가 

전압의 주파수가 44 Hz 일 때 액적의 높이가 

최대로 변화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두 기판의 거리를 2.5 mm 로 

결정하였다. 

2.2 시간에 따른 액적의 높이 변화 

액적의 3 차원 제어를 위해서는 인가 전압의 

주파수뿐만 아니라 상하부 기판 사이에 

인가되는 전압의 시간을 정확히 제어하는 것이 

또 다른 중요한 변수가 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70 V 44 Hz 의 정현파 신호를 인가한 

직후부터 시간에 따른 액적의 높이 변화를 

밀리 초(ms) 단위로 고속 카메라를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그 결과 액적은 교류 전기습윤 

구동 시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며 높이가 점차 

증가하였고 40 ms 일 때 최대 높이(2.5 mm)에 

도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액적이 기판 사이를 수직이동 시 

상하부 기판 사이에 인가되는 전압의 시간을 

40 ms 로 결정하였다. 

 

2.3 액적의 3 차원 구동 

자체 제작한 Labview 프로그램으로 digital 

I/O 보드와 스위치를 제어하여 MEMS 

공정기술로 제작된 칩 내에서 이전 

실험결과들을 바탕으로 액적의 3 차원 제어 

실험을 그림 4 와 같이 수행하였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교류 전기습윤 구동 

조건들(인가 전압, 주파수, 시간)에 따른 

액적의 거동에 관한 연구를 통해 미세 유체 칩 

내에서 3차원 액적 구동을 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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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 Measurement of the height of a droplet 

actuated by AC-EWOD in different frequencies. 

Fig. 4: Three-dimensional manipulation of a droplet 

in parallel plates using AC-EWOD actuation: (a-c, e-

g) Vertical transportation of the droplet actuated by 

AC-EWOD at 44 Hz; (c-d, g-h) Horizontal 

transportation of the droplet actuated by AC-EWOD 

at 1 kHz. Note that it takes 40 ms for the vertical 

transportation and 60 ms for the horizontal 

transportation in each step,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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