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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studied the cross-sectional profiles of deformed thermoplastics in hot embossing process and compared 
with melt flow index for various embossing conditions such as embossing temperature, embossing pressure 
and initial thickness of the thermoplastics. The fastest embossing times for complete penetration of the cavities 
were obtained at temperature greater than 60℃ above glass transition temperature (Tg). When the melt flow 
index of polymer is low, the penetration ratio does not become large even if the embossing pressure increases. 
The complete occupation of the cavities was easier obtained with high melt flow index polymer than low melt 
flow index polymer at the same process condition. We believe these results can be very useful for optimizing 
nanostructured hot embossing also known nanoimprinting process conditions. 

 
 
 

1. 서 론 

고분자 재료는 복제 기술에 널리 사용되고 있. 
마이크로 또는 나노 구조물의 고분자 복제 기술은 
imprinting, casting, hot embossing, injection molding 과 
같이 다양한 기술로 개발되고 있다.[1~4] 마이크로 
산업에서 임계 치수는 photolithography 기술의 발
전으로 점차 작아지고 있지만, 현재 사용하고 있
는 stepper 기술은 공정 장비와 photomask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수십 나노 패턴 구조물의 양산에

서는 가격경쟁력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복제 기
술의 하나인 imprinting 기술은 비교적 저가격으로 
submicron 범위의 패턴을 형성하는데 유용하다. 
Imprinting 복제 기술은 hot embossing 기술로도 
불리우며, BioMEMS, Biofluidics, MicroFluidics, 
Microoptics 및 nanotechnology 등 다양한 응용분야

에 적용이 가능하다.[5,6] 

본 연구에서는 마이크로 구조의 패턴이 식각된 
니켈 마스터를 제작하여 일정 온도와 압력 하에서 
핫 엠보싱 공정을 이용하여 성형하였다.  
핫 엠보싱 공정을 이용한 마이크로 패턴 성형에

서 성형 온도, 압력 및 점도의 변화에 따른 filling 
거동을 조사하였다. 또한 사용한 고분자의 분자량 
변화가 filling 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2. 실험 및 측정 

 
핫 엠보싱 공정에 사용한 마스터는 가속기

(synchrotron)에서 방사되는 X-ray 를 이용하여 일반

적인 LIGA 공법으로 제작하여 사용하였다.[7]  
핫 엠보싱 공정에서는 마스터와 고분자 계면에서

의 sticking 에 의한 패턴 형상의 변화 및 표면의 
변형이 일어나므로,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알킬화합물을 마스터 표면에 전기화학적 방법으로 
도입하여 사용하였다.  
알킬화합물로 표면 개질한 니켈 마스터 표면의 
접촉각은 개질 전 34º에서 103º로 소수성이 크게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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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에 사용한 비결정 열가소성 고분자는 아크릴

계와 시클로올레핀계를 사용하였다.  이들 고분자

의 유리전이온도(glass transition temperature; Tg)는 
DSC(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를 이용하여 측
정하였으며, 점도는 Tg 보다 40℃ 이상의 고온에서 
측정하였으며, 그 이하의 온도에서의 점도는 
Arrhenius 관계식을 이용하여 계산하여 성형공정에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melt flow rate(MFR)가 
다른 3 종류의 열가소성 소재를 사용하였으며, 이 
들 소재의 물성을 아래의 표 1 에 나타내었다. 
 
Table 1 Properties of thermoplastics 
 

Sample Tg Td Mw 
Melt 
Flow 
Rate 

Zero-shear 
viscosity 

(at Tg +30℃) 

A 110 360 320 13 5.16E+7 

B 135 380 350 35 3.14E+6 

C 145 380 210 65 5.65E+5 

Tg : glass transition temperature (℃) 
Td : decomposition temperature (℃) 
Mw : Weight average molecular weight (measured by  

GPC) 
MFR : melt flow index (g/10min) 
Viscosity (Pa s) : calculated by Arrehnius Equation. 
 
핫 엠보싱은 JENOPTIK 의 HEX-01 장비를 사용

하여 Tg 보다 10, 20, 35, 60℃ 높은 온도에서 성형

하였으며, 압력은 30, 60, 180 bar 를 가하여 성형하

였다 
성형된 패턴의 치수 및 단면의 profile 은 3 차원 
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성형된 패턴

의 형상과 표면조도는 SEM(Scanning Electronic 
Microscopy)과 SPM(Scanning Probe Microscopy)으로 
관찰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핫 엠보싱 공정에 사용한 마스터의 단면과 성형

된 패턴의 미세구조를 비교하여 그림 1 에 나타내

었다.  

음각의 선형 채널을 성형하기 위해 양각 마스터

로서 패턴의 크기는 길이 6.5 ㎝, 폭 100 ㎛, 깊이 
98.5 ㎛ 이며, 250 ㎛ 피치를 갖는 12 채널로 제작

하였다.  

 

 

    
(a) (b) 

 
Fig. 1. SEM of a Ni master and straight channel 

replicated by hot embossing process. 
 
성형된 패턴의 치수 정밀도는 1 ㎛ 이하 이었다.  
분자량이 다른 세 종류의 비결정 열가소성 고분

자의 점도를 유리전이온도 보다 40℃ 이상에서 측
정하여 아래 그림 2 에 나타내었다. 저온에서의 점
도는 Arrhenius 관계식을 이용하여 계산하여 성형

공정에 적용하였다.  
 

 
 

 
 
Fig. 2  Zero-shear viscosities of thermoplastics with 

different melt flow rate 
 
세 종류의 비결정 열가소성 소재의 용융 점도는 

melt flow rate(MFR)와 일치하여 MFR 값이 큰 소재

의 용융 점도가 같은 온도에서 가장 낮은 값을 나
타내고 있다. 

그림 3 에 열가소성 소재의 MFR 이 성형에 끼
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동일한 엠보싱 조건

에서 성형하여 그 결과를 나타내었다.  
성형온도가 유리전이온도 보다 20℃높은 온도에

서 압력을 30, 60, 180 bar 가하여 성형한 패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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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면을 조사하여 나타내었다.  

 

 
 

Fig. 3  Cross-sectional profiles of embossed  

patterns; processing conditions :  

temperature (Tg+20℃), time(2 min) 

 

그림에서 보듯이 MFR 이 낮은 열가소성 소재는 

유리전이온도 보다 20℃ 높은 온도에서는 180 bar 

이상의 고압 조건 하에서 완전한 성형이 되었지만, 

MFR 값이 65 인 고유동성 소재는 60 bar 정도의 

압력에서도 완전한 성형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그림 2 의 점도 측정결과에서도 알 수 있

듯이 MFR 값이 13 인 소재의 점도 보다 MFR 값이 

65 인 소재의 점도가 1/100 수준으로 크게 낮기 

때문에 충진이 효과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4 Cross-sectional profile of the filling 
 

성형시 채널사이의 공간이 충진되는 흐름 거동

을 조사하기 위하여 온도 및 압력을 변화를 통한 

충진 정도를 조사하여 그림 4 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듯이 압력을 가하면 채널이 닿는 부

분에 국부적인 flow 가 형성되면서 채널사이의 공

간에 충진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얇

은 박막에 성형할 경우 squeezed flow 현상에 의

한 성형이 일어나지만, 두꺼운 필름에 성형할 경

우 국부적인 flow 가 형성되어 채널공간이 충진된

다는 보고[9]와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Moony-Rivlin model 적용한 finite element 

method(FEM)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그림 5

에 나타내었다.[8] 

 

 
 

Fig. 5 Simulated cross-sectional profiles and the 
primary principal stress distribution 

 

그림 4 에 나타난 실험 결과와 마찬가지로 그림 

5 의 Hirai 등이 시뮬레이션한 결과[8]에서도 수

평방향의 flow 보다는 채널에 압력을 가하였을 때 

일어나는 국부적인 flow 에 의한 성형을 알 수 있

었다.  

이러한 국부적인 flow 에 의한 충진 현상을 도

식화하여 그림 6 에 나타내었다.  

 

 
 

Fig. 6 Polymer flow during hot embo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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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 엠보싱 공정을 이용한 마이크로 성형에서의 

공정 최적화를 위해서 MFR 값이 다른 고분자소재

를 사용하여 온도 및 압력 등의 공정 변수가 치수 

정밀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MFR 값이 다른 고분자 소재를 이용한 복제 실험

에서 온도 및 압력이 채널간 공간에 충진되는 효

율을 조사하여 그림 7 에 각각 나타내었다. 

 

 

 
(a) 

 

 
(b) 

Fig. 7 The experimental results for the polymer 
deformation process for various pressure and 
temperature. (a) the effect of pressure and (b) the 
effect of temperature 

 
 
MFR 값이 13 인 고분자 소재의 성형에서는 

180bar 의 압력을 가하여야 채널사이 공간에 완전

한 충진이 되지만, MFR 값이 65 인 소재의 경우는 
30 bar 의 압력만 가하여도 완전한 충진이 이루어

진다. 또한 온도를 유리전이온도 보다 20℃ 높은 
온도에서도 완전한 충진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이는 MFR 값이 높은 고분자 소재의 경우에 저

온 저압에서도 용융 점도가 낮아 flow 가 용이하

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핫 엠보싱 공정에서 고분자 소재의 점도 변화에 

따른 채널간 공간에 충진 효율을 조사하여 그림 8
에 나타내었다.  

 
 

 
 

Fig. 8 The experimental results for the polymer 
deformation process for various Zero-shear 
viscosity 
 
 

고분자 소재의 용융 점도가 1.0E+07 이하에서는 
완전한 충진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고
분자 소재의 MFR 값은 용융 흐름 정도를 의미하

는 것이므로 같은 용융 점도에서도 MFR 값이 높
은 고분자 소재의 성형이 용이하게 이루어 졌다. 

MFR 값이 65 인 고분자 소재의 성형 패턴의 형
상과 표면 조도를 SEM 과 SPM 을 사용하여 관찰

하였다. 그 결과를 그림 9 와 10 에 각각 나타내었

다. 
 
 
 

 
 

Fig. 9 SEM image of hot embossed pattern 
 
 

top area bottom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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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ottom area 

 

 
(b) top area 

Fig. 10 SPM images of hot embossed patterns 
      (a) bottom area and (b) top area 

 
 
핫 엠보싱 공정을 이용하여 성형된 패턴의 치수

는 폭 99.6 ㎛, 깊이 98.6 ㎛ 로 성형되었으며, 치

수정밀도는 0.5 ㎛ 이하로 우수하게 나타났다. 성

형된 패턴 표면의 조도를 측정한 결과 상단부의 

조도는 12 ㎚이었으며, 하단부의 조도는 3 ㎚로 측

정되었다. 
 
 

4. 결  론 

핫 엠보싱 공정을 이용한 마이크로 패턴의 성형

에서 고분자 소재의 MFR 값에 따른 성형성을 조
사하였다. MFR 값이 큰 고분자 소재의 성형에서

는 저온 저압에서도 채널간 충진이 용이하게 이루

어 졌다. 또한 채널간 충진시 수평방향의 flow 보

다는 채널에 압력을 가하였을 때 일어나는 국부적

인 flow 에 의해 패턴이 성형되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고분자 소재의 용융 점도가 1.0E+07 이하에

서는 성형이 용이하게 이루어 졌다. 
성형된 패턴의 치수 정밀도는 0.5 ㎛ 이하로 우

수하게 나타났으며, 표면 조도는 10 ㎚이하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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