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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제 목.Ⅰ
양성자 빔을 이용한 표면 개질 및 응용 연구PDMS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Ⅱ
최근의 생물학 연구는 와 관련하여 단위 생물BT(bio-technology)/ NT(nano-technology)
개체를 총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적 연구 즉 시스템 생물학 혹, (systems biology)
은 시스템 생명공학 연구를 요구하고 있으며 연구 방법도 소량(systems bioengineering) ,
의 실험재료로 다량의 실험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주된 연구가 바로 랩온어칩 이며 여기에 쓰이는 주재료는(lab-on-a-chip) ,

이다 는 투명한 고무 형태의 재료로서 경제적이며 생PDMS(Polydimethylsiloxane) . PDMS ,
체적합성이 우수하여 앞서 언급한 랩온어칩의 주재료로 쓰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인간 기, -
계 접합 을 위한 유연한 생체 삽입형 미세전극으로도 사용되고(mam-machine interface)
있는 물질이다 또한 우수한 산소 투과성에 기인한 식물세포 배양용 로도 이용. cover sheet
되고 있다.

의 표면 개질은 주로 랩온어칩 분야에서 미세유체 채널을 형성한 후 을 위PDMS bonding
한 접합공정이나 에서 표면을 친수성 으로 변화시, micro contact printing( CP) (hydrophilic)μ
키기 위해 사용되었다 이때 사용하는 방법은 주로 산소 플라즈마에 수 초 수십 초간. ～

표면을 노출시키는 방법이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랩온어칩 제작의 아이PDMS .
디어를 위한 생물학적 등 재료적인 측면에서의 표면 개질에 관한 연구( patterning ) PDMS
는 보고된바 없으며 양성자 빔을 이용한 표면개질 또한 시도된바 없다, PDMS .
본 연구에서는 를 이용한 랩온어칩의 이용범위를 넓히기 위하여 양성자 빔 이온PDMS (
빔 을 이용한 다양한 표면개질 효과를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양성자 빔이 가지는 고에너) .
지를 이용하여 의 형성 가능성을 타진하고 재료적인 이질PDMS membrane through-hole ,
성으로 부착력 확보가 어려운 금속 층의 형성을 양성자 빔을 이용한 의 표PDMS/ PDMS
면 개질로 랩온어칩의 전극으로 이용이 가능한 정도의 부착력을 확보하고자 한다 한편. ,
양성자 빔 이온 빔 을 조사한 재료의 표면에서 세포의 생존확률이 더 높다는 최근의 연구( )
발표에 착안하여 양성자 빔을 조사하여 표면을 개질하고 여기에 세포배양을PDMS

실시하여 생물학적 의 가능성과 랩온어칩 제작에 응용하고자(mouse fibroblast) patterning
한다.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Ⅲ
양성자 빔 이온 빔 에 의한 의 표면 개질 효과를 고찰하기 위하여 우선 관련논문( ) PD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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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기초자료를 조사하여 연구계획에 참조한다 양성자 빔을 조사할. PDMS membrane(10
을 다양한 두께로 제작한다 제작된 에 양성자 및 이온100 ) . PDMS membrane (H㎛～ ㎛ + and

Ar+ 빔 조사 를 실시한 후 여러 가지 분석 방법을 동원하여 물리적 화학) ( 65keV 20MeV) , /～
적인 변화와 조건을 관찰한다 본 연구는 기초연구의 특성상 광범위한 조건의 기초실험이.
필요하고 의 개념이 강함 응용목적을 위한 최적의 빔 조사 조건을 확립하(trial and error ),
기 위해 각각의 빔 조사 조건에 따른 물리적 화학적 변화에 대한 일종의 를 구축/ data base
하여 각 응용목적에 따른 최적의 빔 조사 조건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광범위한 기초.
실험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일조건으로 양성자 빔이 조사된, PDMS

을 먼저 으로 표면의 거칠기 등 물membrane(15 × 15 ) AFM(Atomic Force Microscope)㎜
리적인 변화를 관찰한 후 시편을 나누어서 각각 표면형상의 변화 관찰을 위한,

표면의 화학적 조성 변화와 을 위한SEM(Scanning Electron Microscope), depth profiling
및FT-IR(Fourier Transform Infrared Raman spectroscopy) AES(Auger Electron

분석을 동시에 실시한다 이렇게Spectroscopy), XPS(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
만들어진 기초실험 자료를 기반으로 이후 양성자 빔의 표면 개질 효과 따른 다양한 응용

가능성을 조사하고 금속 층의 부착력을 확보 및 이에 따른 원인을 고찰한다 특히, PDMS/ .
랩온어칩의 제작 및 아이디어로서 응용 가능한 표면 개질 효과를 나타내는 이온 조사 조건

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였다.

연구개발결과.Ⅳ
제작1) PDMS membrane

실험에 사용한 기판은 스핀코팅 방법을 이용하여 제작되었다 먼저PDMS . PDMS
와 를 의 질prepolymer curing agent (Sylgard 184 silicone elastomer kit, Dow corning) 10 : 1

량비로 혼합하여 잘 저은 후 진공 데시케이터에서 기포를 제거한다 이후 실리콘 웨이퍼, . 3"
위에 붇고 으로 초간 스핀코팅 한 후 진공 오븐을 사용하여 에서 두 시간150 rpm 30 120 ℃
동안 경화하여 약 두께의 기판을 형성시켰다100 PDMS .㎛
물리적 특성조사2)

제작된 에 양성자 빔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조사한 후 을 이용하PDMS membrane , AFM
여 표면 거칠기를 관찰하였다 관찰결과 양사자 빔에 의한 표면 거칠기는 에너지가 클. AFM ,
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일반적인 산소 플라즈마 처리 초 시 보다 양성자. (100W, 3 )
빔 처리시의 거칠기가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입자의 운동에너지의 크기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화학적 특성 분석3)

의 변화는 산소 플라즈마 처리 샘플과 조사 조건에 따른 양성자 빔 처리 샘플Contact angle
을 장기간 관찰하여 비교하였는데 양성자 빔 처리를 한 샘플이 보다 친수성 성질을 오랜 기,
간 유지하고 있음을 발견하였고 이는 양성자 빔에 의한 폴리머 체인의 영구적인, (PDM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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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괴 등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양성자 빔의 에너지가 클수록 친수성이 오래.
유지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가능성 평가4) Through-hole
일반적으로 높은 에너지를 가진 이온 빔의 조사 결과 표면의 갈라짐 현상과 표면 색PDMS
변화 등이 관찰되는 것으로 미루어 의 특성상 에 의해서는, PDMS high energy proton beam
물성 자체가 파괴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아직 금속 마스크를 통한 가능성 평. Through-hole
가가 남아 있지만 현재까지의 결과로 미루어 양성자 빔을 이용한 가능성은, Through-hole
매우 낮다고 판단된다.
금속 층의 증착 및 조건 확립5)

실험 결과 표면처리 이전의 표면보다 양성자 빔 처리를 한 경우가 부착력의 증가를PDMS
가져 오는 것을 확인하였다.

섬유아세포6) Fibrobrast( ) cell culture
다양한 조건의 양성자 빔 처리를 한 와 처리하지 않은 를 평가하기 위하여PDMS PDMS

을 가진 을 선택해 세포 배양하였고 이를 평가하기위해 생adhesion molecule Fibrobrast cell ,
물학적 분석법인 과 로 을Cell proliferation(WST-1) light microscopy morphology patterning
관찰하였다 비교한 결과 몇몇 조사 조건의 경우 우수한 보임을 확인할 수 있. , cells growth
었다.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Ⅴ
양성자 빔을 이용한 표면 개질1) PDMS :

양성자 빔을 이용한 표면 개질은 재료적인 측면에서의 의 유용성으로 인한PDMS PDMS
다방면에서의 활용이 가능한 기초 를 제공할 수 있다data .

표면의 물리적인 변화 거칠기 강도 등 유발과 이의 랩온어칩 소자에 응용- PDMS ( , )
표면의 화학적인 변화 화학성분 친수 소수성 등 유발과 이의 랩온어칩 소자에- PDMS ( , / )

응용

의 형성 가능성 및 랩온어칩 소자에 응용- PDMS membrane through-hole
양성자 빔을 이용한 생물학적 및 랩온어칩 소자에 응용- patterning

금속 층의 부착력 최적화2) PDMS/ :
폴리머 재질인 와 금속 층은 서로간의 재료적 이질성으로 인해 부착력을 확보하기PDMS
가 어려운데 양성자 빔을 이용하여 랩온어칩용 전극제작과 삽입형 미세전극의 제작이 가,
능한 정도의 부착력을 확보할 수 있는 표면 처리 조건을 확립하여 관련 연구에 도PDMS
움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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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PDMS(Polydimethylsiloxane) is mainly used as a material to do lab on a chip for
biochemical analysis. PDMS has many applicability at the Bio-Technology(BT) field,
because it is flexible, biocompatible and has good oxygen permeability. In this study, we
have investigated to physical andchemical changes of PDMS surface by proton beam
radiation conditions. The used kind of ion were Ar and N, beam energy was 30keV,
60keV, 80keV, total fluence was 1E10 to 1E16 [ions/cm2]. PDMS membrane was produced
as 150 thick on the 3" silicon wafer. We inquired into physical and chemical changes㎛
up to beam radiation conditions through the investigate the change of surface roughness
by AFM(Atomic Force Microscope), the change of surface morphology by SEM(Scanning
Electron Microscope) and the change of chemical composition by FT-IR(Fourier
Transform Infrared Raman spectroscopy) & XPS(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From these basic data to we set up the proton beam radiation conditions to secure metal
layer and PDMS adhesion. This enables to produce the electrode at the PDMS material
lab on a chip. From now on, we'll investigate the cell patterning possibility after carry
out of cell culture with mouse fibroblast at PDMS surface what is surface modification
by using of proton beam radiation and apply this to produce lab on a chip.

Physical property•
Surface roughness of PDMS membrane was observed using AFM, after exposure of
proton beam on it. The roughness increased as the power level of proton beam increase.
This phenomena was caused by the kinetic energy of particle.

Chemical property•
Long term observation was conducted on the contact angles of the samples made by the
proton beam exposure or oxygen plasma treatment; the hydrophilicity was found to be
stronger in the samples made by the proton beam exposure. We found the reason of this
was the destruction of polymer chains by proton beam.

Feasibility of Through-hole•
Considering that comparatively high level energy beam caused cracks on PDMS and
color change, high energy proton beam destroy the property itself. Through-hole seems
not possibly achievable using proton b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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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l layer deposition•
Metal deposition rate increased in the case of proton beam treatment than no treatment
on PDMS.

Fibrobrast cell culture•
To check the feasibility about cell culture on the treated PDMS surfaces, fibrobrast cell
was chosen because it has adhesion molecules. Cell proliferation(WST-1) and light
microscopy were used to view the morphology patterning. In several cases of beam
treatments, there were outstanding cell growth rate f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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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1
최근의 생물학 연구는 와 관련하여 단위 생물BT(bio-technology)/ NT(nano-technology)
개체를 총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적 연구 즉 시스템 생물학 혹, (systems biology)
은 시스템 생명공학 연구를 요구하고 있으며 연구 방법도 소량(systems bioengineering) ,
의 실험재료로 다량의 실험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주된 연구가 바로 랩온어칩 이며 여기에 쓰이는 주재료[1-6]. (lab-on-a-chip) ,
는 이다 는 투명한 고무 형태의 재료로서 경제적이PDMS(Polydimethylsiloxane) . PDMS ,
며 생체적합성이 우수하여 앞서 언급한 랩온어칩의 주재료로 쓰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인,
간 기계 접합 을 위한 유연한 생체 삽입형 미세전극으로도 사용- (mam-machine interface)
되고 있는 물질이다 또한 우수한 산소 투과성에 기인한 식물세포 배양용[7-8]. cover

로도 이용되고 있다sheet [9].
의 표면 개질은 주로 랩온어칩 분야에서 미세유체 채널을 형성한 후 을 위PDMS bonding

한 접합공정이나 에서 표면을 친수성 으로 변화시, micro contact printing( CP) (hydrophilic)μ
키기 위해 사용되었다 이때 사용하는 방법은 주로 산소 플라즈마에 수 초 수십 초간. ～

표면을 노출시키는 방법이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랩온어칩 제작의PDMS [10].
아이디어를 위한 생물학적 등 재료적인 측면에서의 표면 개질에 관한( patterning ) PDMS
연구는 보고된바 없으며 양성자 빔을 이용한 표면개질 또한 시도된바 없다, PDMS .
본 연구에서는 를 이용한 랩온어칩의 이용범위를 넓히기 위하여 양성자 빔을 이용PDMS
한 다양한 표면개질 효과를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양성자 빔이 가지는 고에너지를 이용.
하여 의 형성 가능성을 타진하고 재료적인 이질성으로 부PDMS membrane through-hole ,
착력 확보가 어려운 금속 층의 형성을 양성자 빔을 이용한 의 표면 개질로PDMS/ PDMS
랩온어칩의 전극으로 이용이 가능한 정도의 부착력을 확보하고자 한다 한편 양성자 빔을. ,
조사한 재료의 표면에서 세포의 생존확률이 더 높다는 최근의 연구발표에 착안하여 단계2
에서는 양성자 빔 조사 시 금속 마스크를 이용하여 표면을 개질하고 여기에 세포PDMS
배양을 실시하여 생물학적 의 가능성과 랩온어칩 제작에 응용(mouse fibroblast) patterning
하고자 한다.
본 과제의 최종목표는 양성자 빔 이온 빔 을 이용하여 이온 조사조건에 따른( ) PDMS
표면의 물리적 화학적 변화를 규명하고 이에 따른 표면 개질 를 기반으로/ , data

금속 층의 부착력을 확보하여 칩 랩온어칩 에서의 전극의 제작을 가능하PDMS/ PDMS ( )
게 한다 또한 양성자 빔을 이용한 생물학적 공정 기술을 개발하여 다양한. patterning
목적의 랩온어칩 제작에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다.



10

그림 양성자 빔 이온 빔 을 이용한 표면 개질 및 응용의 개념도1. ( ) PD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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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2
국내 외에서 양성자가속기를 이용한 표면 개질에 대한보고는 아직 없음- , PDMS .
이는 양성자가속기를 이용한 연구를 하는 그룹과 를 주재료로 연구하는 그룹의- PDMS
연구관점이 서로 달라 두 분야의 복합학문 연구 및 수요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으

로 보임.
또한 양성자가 재료 속에서 에너지를 잃으며 나타나는 물리 화학적 현상에 대해 충분- , , /
한 연구결과가 확보되어 있지 않음.
이상의 복합학문 분야의 중요성 확대 기초 연구 확보 등이 해결되면 양성자 가속- , data ,
기의 재료 공학적 이용 및 응용이 확대될 것으로 판단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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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3
제 절 연구개발수행 내용1 .

제작- PDMS membrane
양성자 빔 이온 빔 조사 조건에 따른 표면의 물리적 특성 변화 관찰- ( ) PDMS
양성자 빔 조사 조건에 따른 표면의 화학적 특성 변화 관찰- PDMS
양성자 빔 조사에 의한 가능성 조사- Through-hole
양성자 빔 조사를 이용한 표면에 금속 층의 증착 및 조건 확립- PDMS
양성자 빔이 조사된 표면에 섬유아세포 를 통한- PDMS Fibrobrast( ) cell culture cell in

가능성 조사a chip

제 절 추진전략 및 추진계계2 .
양성자 빔 이온 빔 에 의한 의 표면 개질 효과를 고찰하기 위하여 우선 관련논문( ) PDMS
및 기초자료를 조사하여 연구계획에 참조한다 양성자 빔을 조사할. PDMS membrane(10

을 다양한 두께로 제작한다 제작된 에 양성자100 ) . PDMS membrane (H㎛～ ㎛ + and Ar+ 빔)
조사 를 실시한 후 여러 가지 분석 방법을 동원하여 물리적 화학적인 변( 65keV 20MeV) , /～
화와 조건을 관찰한다 본 연구는 기초연구의 특성상 광범위한 조건의 기초실험이 필요하.
고 의 개념이 강함 응용목적을 위한 최적의 빔 조사 조건을 확립하기 위해(trial and error ),
각각의 빔 조사 조건에 따른 물리적 화학적 변화에 대한 일종의 를 구축하여 각/ data base
응용목적에 따른 최적의 빔 조사 조건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광범위한 기초실험을 효.
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일조건으로 양성자 빔이 조사된, PDMS membrane(15 × 15
을 먼저 으로 표면의 거칠기 등 물리적인 변화를 관찰) AFM(Atomic Force Microscope)㎜

한 후 시편을 나누어서 각각 표면형상의 변화 관찰을 위한, SEM(Scanning Electron
표면의 화학적 조성 변화와 을 위한Microscope), depth profiling FT-IR(Fourier

및Transform Infrared Raman spectroscopy) AES(Auger Electron Spectroscopy),
분석을 동시에 실시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기초실XPS(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

험 자료를 기반으로 이후 양성자 빔의 표면 개질 효과 따른 다양한 응용 가능성을 조사하

고 금속 층의 부착력을 확보 및 이에 따른 원인을 고찰한다 특히 랩온어칩의 제작, PDMS/ .
및 아이디어로서 응용 가능한 표면 개질 효과를 나타내는 이온 조사 조건을 확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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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추진체계1.

표 양성자 빔을 이용한 표면 개질 및 응용 연구의 주요 추진체계( 1) PDMS
소요기간 개 발 항 목 세 부 항 목

개월4
기초 자료조사 및 양성자 빔의 조사

이온 및 에너지 이온 조사량에 따른,
표면 변화 조사 기초PDMS ( data

분석)

관련논문 및 기초자료 조사-
표면 거칠기 변화- (AFM)
표면 형상 변화- (SEM)

- 표면의 화학적 조성 변화(FT-IR)
표면의 친수 소수성의 변화 유무- ∙

개월3 양성자 빔에 의한 의PDMS membrane
가능성 평가through-hole

- spot(mask) size( 10 100 )φ ～ ㎛
침투- depth (depth profile)

개월3 금속 층의 부착력 최적화PDMS/
부착 강도 분석- (tape test)
금속 증착 후 형성 분석- crack
금속 증착 후 전기적 특성 분석-

개월2 표면 개질 응용 분야 및 범위PDMS
조사

랩온어칩 에서의- (Lab-on-a-chip)
응용 가능성 평가 및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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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방법별 추진체계2.



15

제 절 연구결과3 .
제작1. PDMS membrane

실험에 사용한 기판은 스핀코팅 방법을 이용하여 제작되었다 먼저PDMS . PDMS
와 를 의prepolymer curing agent (Sylgard 184 silicone elastomer kit, Dow corning) 10 : 1

질량비로 혼합하여 잘 저은 후 진공 데시케이터에서 기포를 제거한다 이후 실리콘 웨, . 3"
이퍼 위에 붇고 으로 초간 스핀코팅 한 후 진공 오븐을 사용하여 에서 두150 rpm 30 120 ℃
시간 동안 경화하여 약 두께의 기판을 형성시켰다100 PDMS .㎛

물리적 특성조사2.
제작된 에 양성자 빔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조사한 후PDMS membrane , AFM(atomic

을 이용하여 표면 거칠기를 관찰하였다 양성자 빔 이온 빔force microscopy, DI 3100 A) . ( )Ⅵ
의 조사 조건은 표 에 나타내었다1 .

관찰결과 양사자 빔에 의한 표면 거칠기는 에너지가 클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AFM ,
다 또한 일반적인 산소 플라즈마 처리 초 시 보다 양성자 빔 처리시의 거칠기가. (100W, 3 )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입자의 운동에너지의 크기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는 각. . 2
조사 조건에 따른 표면 거칠기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표면 거칠기의 측정은 을 이. AFM
용하였으며 과 는 위 표의 양성자 조사조건의 샘플번호와 같은 샘플의 측정결과이, #10 #14
며 는 산소 플라즈마로 초간 표면처리한 표면이고 는 아무 처리도 하지, #P(3) 3 PDMS , #C
않은 표면의 사진이다PDMS AFM .

화학적 특성 분석3.
의 변화는 산소 플라즈마 처리 샘플과 조사 조건에 따른 양성자 빔 처리 샘Contact angle

플을 장기간 관찰하여 비교하였는데 양성자 빔 처리를 한 샘플이 보다 친수성 성질을 오,
랜 기간 유지하고 있음을 발견하였고 이는 양성자 빔에 의한 폴리머 체인의 영구, (PDMS) (
적인 파괴 등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양성자 빔의 에너지가 클수록 친수성) .
이 오래 유지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그림 의 위 위쪽 사진은 이온의 에너지에 따른. 3 Ar

의 변화를 보여주는 사진이고 아래의 그래프는 각각 질소이온과 아르곤이온contact angle ,
으로 표면처리를 했을 때의 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온의 종류에 관계없contact angle .
이 높은 에너지로 표면 처리한 샘플의 이 더 작음을 친수성 알 수 있다 그contact angle ( ) .
림 는 각각의 양성자 빔 조사 조건에 따른 의 변화를 일간 관찰한 결과이4 contact angle 70
다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일반적으로 높은 에너지로 표면 처리한 샘플이 보다 친수성.
의 특성을 나타내었고 일반적으로 표면을 처리하는 방법인 산소 플라즈마 처리법, PDMS
과 비교하여 보다 오랜 시간동안 안정적으로 친수성을 유지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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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양성자 빔 이온 빔 조사 조건( 2) ( )
Sample Number ion Energy (keV) Dosage (ions/ )㎠

8

N++N2+

30
1x1012

9 1x1011
10 1x1010
11

60
1x1012

12 1x1011
13 1x1010
14

80
1x1012

15 1x1011
16 1x1010
17

Ar+

30
1x1012

18 1x1011
19 1x1010
21

60
1x1012

22 1x1011
23 1x1010
24

80
1x1012

1 1x1011

3 1x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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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각 조사조건에 따른 표면 거칠기의 변화 는 양성자 빔 조사 조건 는2. (#10, #14 , #P(3)
산소 플라즈마 초 처리 는3 , #C control)



18

그림 이온의 종류 및 에 따른 의 변화3. dose contact a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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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언급했듯이 양성자 빔의 강한 에너지가 표면의 화학적 결합에 영구적인 변화를PDMS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와 은 각각 양성자 빔이 조사된 표면의 화학적 변화를 관찰하기 위한5 6 PDMS

및XPS(SIGMA PROBE, ThermoVG, U.K) ATR(Bruker IFS 120 HR FTIR
의 결과 그래프의 일부이다 그림 의 좌측은 우측은spectrometer) . 5 row data, carbon curve

을 나타낸 것이다 두 가지 측정결과 모두 예상과는 다르게 표면처리를 하지 않은 샘fitting .
플 과 양성자 빔으로 표면처리 한 샘플의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control) . 샘

플의 수 부족N 으로 다양한 조건의 측정이 불가했고 측정 장비의 샘플 규격의 상이함 등,
다양한 요인이 존재하여 앞으로 조건 등을 달리하여 반복 측정을 실시하면 표면의 화학적

변화를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미 측정된 결과와 마찬가지로 양성자. ,
빔을 이용한 의 표면 처리는 실제적으로 표면에 화학적 변화를 유발하지 않PDMS PDMS
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차후 추가 샘플을 제작하여 반복적인 측정을 실시함으로써. ,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다data .

가능성 평가4. Through-hole
위 조건의 범위보다 큰 에너지를 가진 이온 빔의 조사 결과 표면의 갈라짐 현상과PDMS
표면 색 변화 등이 관찰되는 것으로 미루어 의 특성상 에, PDMS high energy proton beam
의해서는 물성 자체가 파괴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아직 금속 마스크를 통한. Through-hole
가능성 평가가 남아 있지만 현재까지의 결과로 미루어 양성자 빔을 이용한, Through-hole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된다.

금속 층의 증착 및 조건 확립5.
양성자 빔 이온빔 으로 표면 처리 된 기판 위에 티타늄과 금을 차례로 증착하였다( ) PDMS .
금속 층의 증착은 을 이용하였고 자세한E-beam evaporation system (2000-TEE1215, SNT) ,
증착조건은 표 에 정리하였다 이후 부착력과 전기저항 측정을 위해 금속 층을 패터닝 하1 .
였는데 공정은 그림 에 나타내었다 먼저 기판과 금의 부착력 향상을 위하여 티타, 7 . PDMS
늄을 증착 한 후 금을 증착하였다 패터닝 공정을 수행하기 위해 기판 위에 증착, . PDMS
된 금의 표면 위에 포토레지스트 를 으로 분간(photoresist : PR, AZ5214, Clariant) 5000rpm 1
스핀코팅 한 후 열판을 이용하여 에서 분간 건조 시킨다 이 층에 패터닝 마스, 110 1 . PR℃
크를 올리고 파장 세기 의 자외선을 초간 조사하여 노광된 부분의 물성을365 , 300 8 PR㎚ ㎽
변화 시킨다 이후 와 금 식각액 왕수 티타늄 식각액. developer(AZ 300MIF, Clariant) ( ),
(HF:HNO3:H2 를 이용하여 금속층의 패터닝을 완O=1:2:7 vol.%), striper(AZ 400T, Clariant)
료한 후 탈이온수 로 세척하고 열판에서 건조시킨다 분(DI water) , (120 , 1 ).℃
실험 결과 표면처리 이전의 표면보다 양성자 빔 처리를 한 경우가 부착력의 증가PDMS
를 가져 오는 것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부착력의 정량적 평가방법에 대한 아이디어와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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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각 조건에 따른 의 변화 장기간 관찰결과. 4 contact angl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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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a) XPS & carbon curve fitting (control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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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이온빔 조사. 5 (b) XPS & carbon curve fitting (A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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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결과 그래프. 6 A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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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진행 중이다 금속의 부착력은 일반적인 기판과 달리 기판이 유연하고 부드러우. PDMS
므로 를 정량화하여 평가하였다 표면 거칠기에 따른 부착력을 알아보기 위한 증, tape test .
착조건은 티타늄을 의 증착률로 증착한 후 금을 의 증착률로1 /sec 200 , 1 /sec 1000Å Å Å Å
증착하였다 기판과 금속층의 부착력은 식 과 같이 정의하였다. PDMS (1) .

(%)100×
−

=

b

ab

N

NN
strengthAdhesion (1)

여기서 bN 는 금속 층의 패턴의 개수이고 개(100 ), aN 는 실시 후 떨어진 패턴의tape test
개수이다 측정의 일관성을 위하여 는 를 붙인 후. tape test tape 6 N/㎝2의 압력을 초간10
유지한 후 떼어냈다 그림 은 부착력 평가방법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실험결과 표면. 8 . ,
처리 전의 부착력은 였고 표면처리 후의 부착력은 으로 확실한 부착력의 증가0(zero) 100
를 보였으며 이는 양성자 빔 이온 빔 처리 후의 표면의 거칠기 증가에 따른 기판, ( ) PDMS
과 금속 층의 기계적 결합 강도의 증가가 원인으로 생각된다.

섬유아세포6. Fibrobrast( ) cell culture
다양한 조건의 양성자 빔 처리를 한 와 처리하지 않은 를 평가하기 위하여PDMS PDMS

을 가진 을 선택해 세포 배양하였고 이를 평가하기위해adhesion molecule Fibrobrast cell ,
생물학적 분석법인 과 로Cell proliferation(WST-1) light microscopy morphology patterning
을 관찰하였다 비교한 결과 몇몇 조사 조건의 경우 우수한 보임을 확인할. , cells growth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역시. 샘플의 수 부족N 으로 반복실험을 실시하지 못하였다 앞으로.
수회 반복 실험으로 통계적 유의성의 평가가 필요하다.
그림 는 양성자 빔으로 표면 처리를 한 와 표면처리를 하지 않은 에9 PDMS (#10) PDMS

을 일간 하며 찍은 이다 그림 와(control) fibrobrast cell 3 culture morphology pattern . 10(a)
그림 는 즉 세포의 증식도를 나타낸 결과이다 그림 과 을10(b) Cell proliferation(WST-1) . 9 10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몇몇 양성자 빔 이온 빔 조사 샘플의 경우 양성자 빔을 조사하지( ) ,
않은 샘플 보다 우수한 를 보였는데 이는 양성자 빔 이온 빔 의 처리(control) cells growth , ( )
조건을 최적화 하면 보다 우수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고 나아가, cell culture , cell

의 가능성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이 있는 결과의 확보patterning .
를 위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가질 수 있는 샘플의 개수 필요하고 이를 위해, 추가 실

험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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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금속층의 패터닝 공정 기판에 을 이용하여. 7 . (a) PDMS e-beam evaporation system
티타늄과 금을 증착한다 를 으로 스핀코팅 한다 전극의 모양이 프(b) AZ 5214 5000rpm . (c)
린트 된 투명 필름을 이용하여 자외선을 조사하여 를 감광시킨다 감광된AZ 5214 . (d) AZ

를 하고 금과 티타늄을 식각액으로 식각한다 를 제거한다5214 develop , . (e) AZ 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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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의 모양 부착력 측정 과정(a) (b)

그림 부착력 평가 방법.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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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 9 morphology patter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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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둘째 날. 10(a) WST-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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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셋째 날. 10(b) WST-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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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4

연구개발 목표의 달성도•
- 기초자료 조사 및 를 이용한 제작 공정을 확립하였다Spin coater PDMS membrane .

관찰을 통한 표면 거칠기의 변화 관찰하여 양성자 빔 이온 빔 조사 이후의 물리- AFM ( )
적 특성 변화 관찰을 완료하였다.
표면 거칠기 양성자 빔 조사량 에 따른 의 변화 장기간 관찰을 완료하였- ( ) contact angle ( )
다.
화학적 특성의 변화를 분석 과 분석을 통해 완료하였다 표면의 화학적 변화- ATR XPS . (
를 유발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가 매우 약하여 고 에너지 양성자 빔 조사 불가에 따른 가능성의 희- PDMS through-hole
박함 확인하였다.

를 이용한 수행 및 부착력의 평가를 완료하였- E-beam evaporation Sys. metal deposition
다.

을 일간 하며 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Fibrobrast cell 3 culture cell pattern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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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5
양성자 빔 이온 빔 을 이용한 표면 개질1. ( ) PDMS :
양성자 빔 이온 빔 을 이용한 표면 개질은 재료적인 측면에서의 의 유용성( ) PDMS PDMS
으로 인한 다방면에서의 활용이 가능한 기초 를 제공할 수 있다data .

표면의 물리적인 변화 거칠기 강도 등 유발과 이의 랩온어칩 소자에 응용- PDMS ( , )
표면의 화학적인 변화 화학성분 친수 소수성 등 유발과 이의 랩온어칩 소자에- PDMS ( , / )

응용

의 형성 가능성 및 랩온어칩 소자에 응용- PDMS membrane through-hole
양성자 빔 이온 빔 을 이용한 생물학적 및 랩온어칩 소자에 응용- ( ) patterning

금속 층의 부착력 최적화2. PDMS/ :
폴리머 재질인 와 금속 층은 서로간의 재료적 이질성으로 인해 부착력을 확보하기PDMS
가 어려운데 양성자 빔 이온 빔 을 이용하여 랩온어칩용 전극제작과 삽입형 미세전극의 제, ( )
작이 가능한 정도의 부착력을 확보할 수 있는 표면 처리 조건을 확립하여 관련 연PDMS
구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추가연구의 필요성3.
본 연구는 복합학문에 대한 아이디어 개발과 향후 랩온어칩 개발의 기초연구 수행에 그

역점이 있었는데 본문에서도 언급했듯이 샘플의 수에 대한 절대적인 부족으로 심도 있, N
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면이 있으며 그로인해 다양한 기초 실험 수행에 제약이 있었,
다 향후 샘플의 수를 확보하여 다양한 기초조건에 대한 광범위한 실험이 이루어 져야. N
다양한 분야에의 응용에 보다 유익한 결과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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