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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 도호쿠 대학교의 연구 현황
도호쿠 대학교의 Mechatronics and Precision Engineering 학과에서는 20여년 전부
터 Essashi 교수에 의해 MEMS를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이과에는 Venture
Business Laboratory가 따로 설립되어 여러 나라들로부터 온 50-60명이 3-4개의 청정
실험실에서 다수의 MEMS 장비들을 이용하여 연구를 하고 있어, 연구규모가 단순
한 대학 내의 연구 규모를 넘어 서고 있다. 이 연구실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 분
야에 따라 다음과 같이 네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다.

1) Microstructures and sensors:
기존의 반도체 공정에서 사용되어온 회로 집적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매크로
크기의 센서와 같은 장치들을 마이크로 크기로 줄이고, 또한 나아가 새로운 개념의
센서들을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마이크로 크기의 센서들은 컴퓨터 주변장치들이나
의학용 기계등에 사용될 수 있으며, 또한 우주 산업용 기계 개발에 이용되어 진다.

2) Micro energy sources:
미세 공정 기술을 이용하여, 가스 터빈, 연료전지, 로켓 등 에너지를 생성 시킬
수 있는 장치들을 극소화 시키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마이크로 연료전지에
필요한 각각의 장치들인 개질기, 연료-공기 주입장치, 마이크로 반응기 등을 제작,
테스트 하고 있다. 또한 연료전지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마이크로 연료전지를 작은
실리콘 판위에 집적시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되고 있다.

3) Micro electron emitters and optics:
미세 가공기술을 마이크로 광학 분야에 접목시켜, projection display를 위한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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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 거울 장치, 광학 장치를 칩위에서 실현시키기 위한 optical bench on chip, 주사탐
침 현미경을 위한 마이크로 탐침, 레이저 스캐너, 광학 스위치 등을 개발하고 있다.

4) High density data storage and nanomachining:
주된 연구분야는 탄소 나노 튜브를 개발하여, 이를 전자현미경등의 탐침등에
응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실리콘 칩에 미세 공정 기술을 이용하여 정교하게
제작된 실리콘 팁 위에 탄소 나노 튜브를 성장 시키고 있다. 그밖에 탄소 나노 튜
브의 다양한 응용과, 다른 여러 재료들의 나노 구조를 연구 개발하고 있다.

[그림 1] 도호쿠 대학에 설치된 Venture Business Laboratory와 연계된 연구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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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owerMEMS 2003 학회 요약
PowerMEMS 2003 학회는 2003년 12월 4일과 5일 이틀에 걸쳐 일본 마쿠하리에
서 개최되었다. PowrMEMS는 현재 빠르게 발전해나가고 있는 연구 분야로 전력을
생성하거나, 기계적 에너지, 열 펌프, 추진력을 제공할 수 있는 마이크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전력을 얻는 장치는 기존의 가스 터빈이나, 내연기관등을 소형화 하
거나 마이크로 연료 전지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PowerMEMS
는 실제로 현대 생활을 대표하는 휴대용 전자제품들의 전력 공급원으로 개발의 필
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에서의 필요성은 학문이나 산업적으로 많은 연
구자들에게 연구비 지원과 동기를 제공하고 있다. 시장성은 마이크로 열기관, 연료
전지등의 성능과 가격에 크게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전반적인 기술이 개발 진행 중이다. 이러한 기술 개발에 필요한
정보 교환을 위하여, PowerMEMS 2003이 개최되었으며, 이틀 동안 구두발표와 포스
터 발표를 통하여 각국의 연구자들이 교류하였다.

학회 구성 분야를 살펴보면,
- Micro-fuel cell & micro-fuel processor
- Combustion-based micro-power source
- Micro-thruster
- Other technology
등으로 미세 공정 기술을 이용한 에너지 개발 장치에 대한 기술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학회이다.

다음의 초청 강연들은 마이크로 연료전지에서의 공정과 연구 동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
- Microstructured Reformers for Fuel Cell Applications (IMM의 Dr Holger Lowe)
- Direct Methanol Fuel Cells Powering Mobile Electronic Devices (도시바의 Eiichi Sakaue)
- Power MEMS Considerations (M.I.T.의 Dr Alan H. Epstein)
- Fuel Cell Integration and Operation with Microtechnology-Based Fuel Processor Systems
(pacific Northwest National Laboratory의 Dr Jamie Holladay)
- Direct Methanol Fuel Cells and Thier Stacks Using Multi-Window Microcolumn Electr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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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Common Electrolytes (KAIST의 조영호 박사)
- Microchannel Devices for Chemical Plants (Kyushu University의 Dr Katsuki Kusakabe)

또한 촉매 연소와 마이크로 반응기의 접목에 관한 연구 내용들이 다음과 같이 구두
와 포스터로 발표 되었다.
- 일본 동경대의 Y. Suzuki 박사가 발표한 “Micro Catalytic Combustor with Tailored
Al2O3 Films"
- 일본 National Institute of Advanced Industrial Science and Technology의 이성호 박사
가 발표한 “Fabrication of porous Micro Channel for Micro Fuel Reformer"
- 도호쿠대학의 다나까 교수와 공동 연구하고 있는 Matsushita Electric Works의
Kazushi Yoshida가 발표한 “Miniature Electrical Power Source Using Catalytic Combustion
of Butane"
- 미국 Stevens Institute of Technology의 이우영 박사가 발표한 “Thin-Film Catalyst
Development as Key Part of Rational Heterogeneous Microreactor Design and Fabrication"
위 내용은

2003년 12월 18일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 제출된 출장보고서의 내용

을 요약, 보충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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