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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논문에서는 고분자 나노구조 필름의 기계적 물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광열효과를 이용한 열처리 공정을 응용

하여 나노임프린트로 제작된 고분자 나노구조 필름의 기계적 물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다. Hybrid resin과 UV 나

노임프린트을 이용하여 저반사 나노구조를 성형하고 IPL (intense pulsed light)를 이용하여 열처리를 수행한 뒤, 제작된

나노구조 필름의 투과율과 내스크래치성을 평가하여 나노구조의 성형성과 기계적 물성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나노패턴

의 특성에 의해서 나노구조의 투과율은 550 nm 파장에서 97.6%로 고투과율의 기능을 확인하였으며, IPL을 이용한 열처

리를 진행한 경우 Hotplate를 이용한 열처리보다 경도는 0.51 GPa로, 0.27 GPa로 열처리한 시편에 비해 1.8배 향상하였

으며, 동일 실험 조건에서 탄성율은 Hotplate 이용 시 4 GPa에서 IPL 이용 시 5.9 GPa로 1.4배 증가하였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investigated the effect of heat treatment process using photo-thermal effect in order to

improve mechanical properties of nanostructure on polymer films made by nanoimprint process with hybrid resin.

Nanostructures which have a low refractive characteristic were fabricated by UV nanoimprint and after that heat treatment

was performed using IPL (intense pulsed light) under process condition of 550 V voltage, pulse width 5 ms, frequency

0.5 Hz. The transmittance and mechanical property of fabricated nanostructure films were evaluated to observe changes

in the pattern transfer rate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nanostructures. The transmittance of the nanostructure was

measured at 97.6% at 550 nm wavelength. Nanoindentation was performed to identify improved anti-scatch properties.

Result was compared by the heat source. In case of post treatment with IPL, hardness was 0.51 GPa and in the case of

hotplate was 0.27 GPa, resulting the increase of hardness of 1.8 times. Elastic modulus of IPL treated sample was 5.9GPa

and Hotplate treated one was 4GPa, showing the 1.4 time increase.

Keywords: organic-inorganic hybrid resin, IPL, UV-NIL

1. 서 론

나노/마이크로 패턴 기술은 자연에서 특수한 기능성을

가지는 표면을 모사하는 것에서 시작되어 표면에 나노 패

터닝을 함으로서 특수기능을 가지는 기능성 나노 표면을

응용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 중에 있다.1) 나노임프린트 리

소그래피(Nanoimprint Lithography, NIL)는 수 나노급의

몰드를 열 혹은 빛을 이용하여 몰딩함으로서 몰드의 형

상을 직접적으로 전사해 낼 수 있는 공정이므로 대면적

의 나노 패턴을 저비용으로 생산하는 것이 가능하다.2) 나

노임프린트 리소그래피는 크게 UV 나노임프린트(UV-

NIL)와 열 나노임프린트(Thermal- NIL)로 구분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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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UV 나노임프린트는 UV 경화 레진을 모재 위에 도

포하고 패턴이 형성되어있는 몰드를 위치시킨 후 UV를

조사하여 레진을 경화시켜 패턴을 전사하는 공정이다. 

기능성 나노구조를 성형하기 위해 고분자 레진을 이용

하여 UV-NIL 방식으로 제작하기 위해서는 나노임프린트

를 위한 성형성과 기능성을 위한 굴절율, 투과율, 젖음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UV 나노임프린트 공정에는 주로

광경화형 아크릴계 레진 혹은 우레탄 아크릴레이트 레진

이 이용된다.3,4) 이러한 레진들은 고분자 고유의 기계적

물성 때문에 내구성이 취약한 한계를 가진다.5)

이러한 재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종 재료들을 혼

합하여 각 소재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이 연구되어 오

고 있다.6,7) 무기 나노 입자를 충전재로 사용한 유무기 하

이브리드 코팅제를 사용하여 내마모성과 경도를 크게 향

상할 수 있음이 보고된 바 있다.8,10) 특히, 실리카 나노입

자가 함유된 특정 레진의 경우 열처리를 통해 레진층의

나노입자를 치밀화 시켜 경도를 더욱 높일 수 있다.11,12)

그러나 범용 및 Engineering Plastic인 고분자 필름을 모재

로 나노임프린팅을 할 경우, 고분자 모재의 낮은 유리 전

이온도(Tg)로 인해 열처리 온도에 제한된다. 열처리 온도

가 Tg 보다 높을 경우 모재의 열변형이 발생하므로 열처

리 공정온도는 고분자 모재의 Tg보다 낮아야 한다. 나노

실리카 입자가 첨가된 조성에 따라서는 최소 200oC까지

의 열처리 온도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12) 따라서, 나노입

자를 포함하는 레진의 경우 Hotplate나 오븐 등을 이용하

여 열을 직접적으로 가하는 열처리 공정을 진행하는데 한

계가 존재한다.

최근 IPL(intense pulsed light)을 이용한 금속 나노입자

를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에서 고속으로 photo sintering 혹

은 어닐링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13-15) 나노입자

및 혹은 표면부의 열처리에 사용되는 IPL 에너지는

SPR(surface plasmon resonance)효과로 인하여 특정한 광

파장에 전자들이 충돌하여 빛에너지가 열에너지로 전환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6,17) 광열 효과는 열의 전도가

우수한 금속 소재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높은 온도로

우수한 재료의 특성의 손상을 최소화가 가능하므로 의학

과 나노공학 및 반도체 소자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다. 특

히, 의학 분야에서는 발색단(chromophore)의 종류와 열이

완시간에 따라 펄스 시간을 달리하여 선택적 광열 융해

를 통해 조직의 손상 없이 병변을 치료한다.18-21) 또한, 폴

리비닐페놀 소재의 유기 게이트 절연층을 저온 공정으로

제작하는 데 활용되기도 하였다.22) 이와 같이 IPL 조사는

표면 또는 국부적 영역을 고온으로 가열할 수 있다. 따라

서 IPL을 이용하여 열처리를 진행할 경우 모재의 손상 없

이 Tg 이상의 온도에서 나노입자가 포함된 레진의 열처

리가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나노실리카 입자가 10% 포함된 UV 경

화 하이브리드 레진을 이용하였으며, PMMA (poly(methyl-

methacrylate)) 필름을 모재로 하여 저반사 나노구조를 성

형하였다. IPL 조사 조건을 달리하여 열처리를 수행하였

으며, 성형된 나노구조의 저반사 특성과 내스크래치성을

평가하였다. 

2. 실 험

저반사 나노구조의 니켈몰드를 이용하여 UV 임프린트

공정으로 나노패턴이 표면에 형성된 필름을 제작하였

다. 니켈몰드는 moth-eye 패턴을 모방한 구조이며 높이

330 nm, 지름 280 nm, 패턴 간 간격 300 nm의 parabolic

한 구조이다. 니켈몰드는 실리콘 기판에 반도체 공정을

통해 형성한 나노패턴의 전주 도금 공정으로 제작한 몰

드를 이용하였다.23)

모재로써 98oC의 Tg를 가지는 250 µm 두께의 PMMA

필름 (C210A, Sejin tech, Korea)을 선택하였으며, Moth-

eye like pattern을 가진 몰드로 Fig. 1와 같은 공정을 통

해 나노임프린팅을 진행하여 저반사 구조를 형성한 샘

플을 제작하였다. UV 경화는 UV imprinter (UV light

source at 375-395 nm wavelength, main wavelength: 365

nm, Mercury lamp, Lab made)로 진행하였다. 열경화로 인

한 나노구조의 경도 향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i) UV 경

화 최적 시간 판별, (ii) Hotplate로 열 경화 온도 및 최적

시간 판별, (iii) IPL(HI-PULSE, PSTEK, Korea)로의 열처

리 세 단계의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IPL을 이용한 열처리

로 UV 경화까지 진행한 시편의 경도가 UV 경화만 진행

Fig. 1. Overall process for fabricating high-hardness nanostructure

using organic/inorganic hybrid resin contained nanosilica

p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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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편보다 향상되었고, Hotplate를 이용한 열경화에 준

하는 효과를 가졌음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IPL을 이용한 열처리의 경우 Fig. 2와 같이 550 V 전

압, Pulse width 5 ms, 2 s 간격으로 10회, 15회, 20회 조사

후, 4 H와 5 H의 연필로 경도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3. 실험 결과 및 토론

3.1 UV-NIL 성형성

실험 과정 중 중요한 요소로 나타난 공정 중 하나는

Prebake로서 이를 선행하지 않은 경우 나노임프린팅 시

Fig. 3과 같이 나노실리카 입자가 제대로 함입되지 않은

양상을 보였다. 실리카 입자가 함유된 레진을 이용할 시

실리카 입자로 인해 조도가 높아져 표면에서의 반사광 산

란으로 haze가 나타날 수 있다. Prebaking 단계에서 용매

를 온전히 날리고 레진을 일축 방향으로 가라앉게 하여

고분자 간의 밀도를 높인 후 준비된 나노구조를 가진 몰

드를 이용해 molding을 진행하면 나노실리카 입자의 함

입이 제대로 이루어져 패턴 전사율이 높게 나타났다.

패턴이 제대로 전사 되었음을 관찰하기 위해 SEM과

투과율을 측정하였다. Moth-eye 나노패턴은 Fig. 4와 같

이 표면에 형성되었다. Moth-eye like pattern 형성 시 나

타나는 현상인 광투과율의 향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Thin

film analyzer (F20-EXR, Filmetrics, USA)을 이용하여 투

과율을 측정하였다. Fig. 5에서 볼 수 있듯이 광투과율은

PMMA 필름의 투과율인 92.6%에 비해, 하이브리드 레진

으로 패턴 없이 만든 샘플의 경우 나노실리카에 의해 향

상된 표면 조도로 93%로 증가하였으며, 나노패턴 형성

시 97.6%로 향상되었다.

3.2 IPL을 이용한 열처리

UV-NIL을 진행한 나노구조 필름 제작 후 기존의 열처

리 방식인 Hotplate을 이용한 모재 하부로부터의 열전달

로 열처리를 진행한 샘플을 연필경도테스트기(SB-196,

SB science, Korea)를 이용하여 경도측정 하였다. UV 경

화 3 분, PMMA의 열변형이 일어나지 않는 최대 온도인

85oC에서 30분의 공정에서 가장 높은 경도를 보였으며,

Fig. 5에서 알 수 있듯이 열처리 전의 경우 연필경도 H,

Hotplate를 이용한 열처리를 거친 샘플의 경우 연필경도

3H의 경도를 보였다.

Fig. 6은 앞서 말한 공정으로 IPL로 펄스 횟수 10회 열

처리한 샘플이 기존의 경화 공정으로 UV-NIL까지 제작

하고 열처리를 진행하지 않은 샘플에 비해 연필경도가 H

에서 4H로 증가하였음을 OM(Optical microscopy)으로 확

인한 결과이다. Fig. 7은 Hot plate와 IPL을 이용하여 유무

기 하이브리드 레진을 열처리 시킨 후의 나노인덴테이션

Fig. 5. (a) Schematic of samples measured, (b) Transmittance of

sample measured.

Fig. 4. SEM image of sample heat-treated with IPL after UV-NIL.

(a) Surface image with moth-eye pattern (b) Sample

scratched with 3H hardness pencil.

Fig. 2. Waveform of pulse generated by IPL system

Fig. 3. SEM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image of nano-

patterned surface fabricated without prebaking. Image

shows poor tranfer rate due to the exposure of silica

nanoparticle which should be imbed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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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로 Hotplate를 통해 하부로부터 열처리를 한 시편의

경도는 깊이에 따라 상부와 하부의 균일한 경도를 보였

다. IPL을 통한 열처리의 경우, 표면과 하부의 경도 차이

는 0.2 GPa로 높게 나타났다. 열처리 방식에 따른 두 시

편의 Elastic modulus는 4 GPa에서 5.9 GPa로 IPL 방식이

1.4배, Hardness는 0.27 GPa에서 0.51 GPa로 hot plate를 이

용한 열처리 방식보다 IPL 방식이 1.8 배 크게 향상된 것

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인성이 우수하면서 경도를 향상

한 결과로 볼 수 있다.

IPL 조사로 인한 경도를 향상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보여진다. 첫 번째는 강한 빛의 세기이다. IPL은 200 nm

에서 1,100 nm의 넓은 파장대역의 빛을 수 µs ~ ms의 짧

은 시간 동안 수 MV의 큰 전압을 통해 방출한다. 이러한

강한 노광량은 UV 경화 고분자의 중합률을 향상할 수 있

다.24 두 번째는, 광열효과로의 잔존 용매와 실리카의 수

분 제거를 통한 고분자 표면의 치밀화이다. 이러한 방식

으로 모재 선택의 제한을 극복하였고, 나노인덴테이션으

로서 상용 레진 대비 인성의 향상과 경도의 향상이 모두

갖추어졌음을 확인하였다. 표면에서 더욱 우수한 경도를

보이는 경도의 gradient는 스크래치에 취약한 나노패턴의

기계적 물성을 보완하면서도 필름 자체의 유연성을 유지

하여 주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투과율을 측정하여 UV-NIL을 통한 패턴 전사로

원하는 특성이 IPL 노광 방식이 표면에서의 광열효과로

인해 경화가 일어남을 확인하였다.

Fig. 6. OM(Optical microscopy) image of pencil-traced sample

depending on pencil hardness (a), (c) : 3H and (b), (d) :

4H. (a), (b) is a sample only took up to the UV curing

stage. (c) and (d) is a sample which was treated thermal

curing.

Fig. 7. OM image of pencil-traced sample which is heat-treated

using IPL system for 10 times ((a), (c)) and 25 times ((b),

(d)) of pulse. Scraped with pencil with pencil hardness (a),

(b) : 4H and (c), (d) : 5H.

Fig. 8. Comparison of (a) Elastic modulus (GPa) and (b) Hardness

(GPa) value between samples thermally treated with IPL

and Hot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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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나노실리카 입자가 함유된 레진은 기존의 고분자 소재

의 UV 경화성 레진에 비하여 향상된 경도를 가지지만 잔

존 용매 제거, 광경화성 레진의 안정화, 수분 제거를 위

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온도의 열처리를 요구된다. 그

러므로 기능성 나노패턴 필름 제작공정에 UV NIL 사용

은 모재의 선택 및 제작공정에 상당한 제한을 야기할 뿐

아니라 레진의 기계적 물성을 정확히 구현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나노실리카를 함유

한 유무기 이브리드 레진을 이용하여 UV-NIL 공정으로

기능성 필름을 제작하고, 이후 IPL의 광열효과로 열처 리

를 진행하였다. UV-NIL로 제작한 시편에 서로다른 열원

인 Hotplate와 IPL로 경화 처리를 실시한 뒤 경도변화를

검토하였다. IPL실시한 시편에서 0.24 GPa의 우수한 경

도값을 나타내었다. 또한, 패턴 없는 코팅만 실시된 시편

에 비하여 나노패턴이 형성된 시편의 광투과율이 97.6%

로 약 4.6% 이상 향상된 투과율을 달성하였다. 

향후 최적의 IPL열처리를 공정을 확립하기 위하여

IPL전압의 영향, pulse width, 노광 횟수에 따른 heat

distribution 조사의 영향 및 레진의 경화열 분석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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