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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 스템프를 이용한 곡면 패턴 전사 공정 기술 연구
A Study on a  process of  pattern transfer on a curved surface by using a flexi-

ble st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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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제품의 소형화와 함께 대면적 생산을 통한 

원가비용 절감과 이익증대는 여전히 주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효율적인 대면적 패턴전사
가 가능한 롤 임프린트 리소그래피 공정이 
있지만 롤 임프린트 리소그래피의 기본이 되
는 임프린트 리소그래피는 물리적 접촉에 의
한 응력과 탈착에 의해  품질저하가 발생한다. 
이것은 롤임프린트 리소그래피에도 여전히 
적용이 된다. 또한 롤 금형 제작을 위한 곡면패
턴전사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금형에 직접  
패턴을 새겨서 제작하는 방법과 금형에 패턴
을 전사 시키는 방법이 있다[1,2]. 패턴전사를 
위해서 유연스탬프 제작이 필요하다. 유연스
탬프 제작을 위한 고분자 재료들 중  Poly 
vinyl alcohol (PVA)은 일반적으로 물에 취약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물에 접촉하는 것만으로 
완전 제거가 가능하다.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
여 임프린트 공정 시 발생하는 물리적 접촉에 
의한 탈착의 문제점을 해결과 함께 패턴 전사 
시 묻어 나오는 잔류 층을 없애는 것이 가능하
다. 그렇기에 일반적으로 PVA  몰드는 스탬프 
곡면 패턴전사를 위한 재료로서 주로 사용된
다[3].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일회성의 몰드
가 되기 때문에 반복적인 사용이 불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물에 취약한 PVA의 특성을 

보완하고자 한다. 열처리 공정을 거쳐서  PVA 
자체를 유연스템프로 사용하고자 하며, 열처

리된 PVA몰드는 순수 PVA 몰드에 비해 높은 

기계적 강도를 가지므로, 반복적인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제작된 PVA 몰드를 이용하여 

곡면 패턴 전사 공정을 수행하였다.

2. 실 험

본 연구에서는 점도 22.1(cps), 검화도 

88.1(mole%)를 가지는  PVA ((P-17)-K, OCI 
company ltd)를 사용하였다. 열처리 공정에 

따른 PVA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PVA 농도

는 10wt%로 유지하였다.
그림 1과 같이, 스핀코팅을 통한 포토리소

그래피공정으로 마이크로 패턴을 실리콘웨

이퍼 위에 형성시킨 후 그 위에 10wt%의 PVA 

Fig. 1 Schematic diagram of  annealing and pattern 
transfer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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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ealing Time  60m 90m 120m 150m

PVA mold

Table 1. Figures of changes in the surface of PVA mold after contact with water for 5 minutes.

를 부어서 대류오븐에서 85℃로 건조시켜 스

탬프를 제작하였다. 이후, 일회성이 아닌 반복

적 사용이 가능하도록 열처리 공정을 수행하

여, 제작된 유연 스탬프의 기계적 강도를 개선

하였다.
본 연구에서 진행한 열처리 공정은 시간에 

따른 몰드의 표면 변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

여 200℃에서 30분 간격으로 수행하였다. 제
작된 PVA 몰드는 UV 경화 접착제를 이용하여 

필름에 부착 후 떼어내었다. 열처리된 PVA 
몰드는 물에 5분간 접촉하여, 표면 형상의 

변화를 관찰하였으며, 관찰된 몰드 표면 형상

은 표 1에 나타내었다. 표면형상에서 볼 수 

있듯이 PVA레진의 변형이 열처리 시간에 따

라 줄어드는 것이 확인된다. 또한 기계적 강도

를 측정한 결과, 10%이상 상승하였다. 열처리 

공정을 통해 제작된 유연스탬프는 평판뿐만 

아니라 곡면 패턴전사가 가능하다.

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물에 취약한 PVA몰드를 열

처리 공정을 수행하여 몰드의 내수성 및 기계

적 강도를 향상시켜 반복적 사용이 가능한 

유연 스탬프로 제작하였다. 200℃에서는 150
분간 열처리 공정을 수행하였을 때, PVA 몰드

의 특성이 가장 우수하였으며, 유연 스탬프로

서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제작된 유연 스탬프

는 필름에 부착되어 사용되기 때문에 평판 

및 곡면에 패턴을 형성할 수 있는 패턴 전사 

공정에 적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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