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특허 기술정보서
① 기술명

⑤ 특허 정보 기술의 대표이미지 (개념/적용제품/도면/시작품 등)

파단모드 제어를 통하여 파단면에 자동정렬된 1차원 나노구조물이
노출되는 팁 제조 기술
② 기술의 적용 및 관련 제품 분야
나노구조물 제조와 관련된 기술로, 1 차원 나노구조물이 사용되는 원자 현미경
(Atomic Force Microscopy, AFM) 등에 적용이 가능
③ 기술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l 기존 반도체 기반 정밀 제작 기술은 공정속도가 느려 고 종횡비 구조물의
제작에 많은 공정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는 문제
④ 기술의 특·장점과 효과
l 간단한 파단 공정 제어를 통한 정렬된 1차원 나노구조물 제작 가능
- 간편한 공정 장비와 수십 초 이내의 극히 짧은 공정시간으로 정렬된 1차
원 나노구조물이 노출된 고 종횡비 팁의 제작이 가능
- 공정 과정 도중에 1차원 나노구조물이 자동으로 정렬되므로, 1차원 나노
구조물의 노출 각도를 재조정하기 위한 추가적인 공정이 불필요
- 공정 변수 제어를 통해 노출되는 1차원 나노구조물의 개수를 손쉽게 제어
가 가능
- 1차원 나노구조물이 고분자에 매립되어 있어, 1차원 나노구조물과 팁 간
의 부착이 안정적인 만큼 추가적인 접착층의 증착이 불필요
- 열 인장 공정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양한 시제품의 표면에 손쉽게 정렬된
1차원 나노구조물이 노출된 팁을 추가 제작하는 것이 용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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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연구자 주요 경력
l 연구분야
- Nano-structuring of Biomaterials and Energy materials
- Micro/Nano-scale design and fabrication for Biomedical and
Energy applications
- Nano-manufacturing
- Micro-fluidic Drug Delivery, MEMS Tissue Engineering, Bioenergy,
Hydrogen devices
연락처(이메일/전화번호)

hongsk@yonsei.ac.kr/02-2123-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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