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특허 기술정보서
① 기술명

⑤ 특허 정보 기술의 대표이미지 (개념/적용제품/도면/시작품 등)

스마트 자동화 샘플 스테이지
② 기술의 적용 및 관련 제품 분야
Ÿ

360도 전방위 기울임 제어가 가능하고 자동 좌표 추적이 가능한 스마트
자동화 샘플 스테이지

Ÿ

반도체 분야 및 나노 소재 기술개발 분야

③ 기술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Ÿ

일정한 기울기 변화를 가진 샘플을 관측 또는 공작할 시에 원자현미경
(AFM)의 광학현미경의 초점을 매번 맞춰야 하는 불필요함이 발생

Ÿ

샘플의 회전 후 샘플이 관측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샘플을 다시 샘플
관측범위 내로 매번 가져오는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

④ 기술의 특·장점과 효과
Ÿ

⑥ 특허 정보

원호 상의 랙기어와 웜스크류를 맞물리고 스테퍼 모터로 웜스크류를 조절

연구자명

김관래 교수(글로벌융합산업공학과)

보유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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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정보

-

하여 틸트모듈을 틸트시킴.
Ÿ

틸트 시 발생되는 백래쉬를 없애기 위해 토션스프링을 내장.

Ÿ

틸트모듈과 회전모듈을 서로 연계시켜서 샘플 시료는 회전하지 않으면서
스테이지를 360도 방향으로 경사(기울기) 움직임을 제어하는 기술로서 상
부 및 하부에 동일한 기어비로 서로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회전스테이지
가 구비되고, 중간에 틸팅 수단이 구비된 것을 특징으로 함.

Ÿ

회전스테이지를 독립적으로 샘플의 회전을 위해 사용할 때, X-Y 좌표조절

⑦ 연구자 주요 경력

스테이지들을 조작하여 샘플을 다시 측정가능 범위 내로 복귀시키는 기술
Ÿ

회전각도와 저장된 상태좌표를 이용하여 기존 관측 부위를 찾아 샘플의 위
치를 자동으로 조정

담당자명

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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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스포드대 고체역학,재료공학 박사 (2016)

Ÿ

연세대 원천기술개발사업 연구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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