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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드인서트 조합을 기반한 고폭비 마이크로 필라 어레이용 몰드 코어 개발

요  약

기존의 나노/마이크로 구조물의 제작기법은 공정의 복잡성, 대량생산의 어려움 등을 그 한계점으로 가지

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나노/마이크로 구조물을 사출성형으로 생산하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

다. 특히 고폭비의 나노/마이크로 구조물은 기능성 표면, 센서, 의료용 기기 등에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고폭

비 구조물에 대응되는 금형의 구현 및 고분자 성형성의 한계로 인해 사출성형을 통해 제작하기 어렵다. 본 논

문에서는 고폭비 미세구조물의 사출성형을 위해 몰드인서트의 조합을 통한 몰드코어 구현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제작된 몰드코어를 이용하여 다양한 고분자에 대한 성형성과 사출성형의 공정조건이 구조물 형성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함으로써 고폭비 미세구조물의 성형성에 대한 기초연구를 수행하였다. 

키워드: 금형, 사출성형, 몰드코어, 몰드인서트, 고폭비 미세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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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사출성형(injection molding)은 일반적으로 열가

소성 플라스틱(thermoplastic)을 이용하여 복잡한 

형태의 고분자 생산품을 만들어 내는 생산기법으로 

다양한 고분자성형기법 중 대량생산 관점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사출성형의 단계

는 열가소성 플라스틱을 스크류(screw)의 전단마찰

과 히터(heater)를 이용한 용융단계, 금형공동에 용

융된 고분자를 주입하는 충진단계, 충진 후 금형공

동(mold cavity)의 고분자에 스크류를 통해 지속적

으로 압력을 가하는 보압단계, 금형의 냉각시스템을 

통한 냉각단계, 금형의 취출시스템을 이용한 이형단

계로 순차적으로 나눌 수 있다[1]. 

기존의 사출성형은 mm 이상의 사출품을 제조하

는 데 활용되었으나, 최근 들어 다기능화 및 고성능

화를 위해 나노/마이크로 구조물을 포함하는 사출품 

및 사출성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생

명과학 분야, 광학 분야, 전자부품 등에 활용되고 있

다[2][3][4]. 

이러한 미세성형품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성형품의 

역상을 가지고 있는 금형의 확보가 필수적이며, 사

출성형은 대량생산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나노/

마이크로 구조물의 성형에서도 금형의 내구성은 확

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존의 나노/마이크로 구조

물 제작기법을 통해서는 일반적으로 실리콘(silicon) 

재질 또는 고분자 재질의 구조물이 구현되기 때문에 

내구성을 요하는 사출성형의 금형으로는 사용하기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나노/마이크로 구조물을 금속

으로 제작하는 기법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나노/마이크로 구조물을 포함하는 사출품을 

성형 시에는 미세구조물의 형성을 위해 일반적인 사

출성형의 공정조건을 다르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나노/마이크로 구조물의 형성에 대한 사출성형 공

정조건 별 영향은 아직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고, 구

조물의 형상 및 크기 별로도 미세구조물의 성형성

(replication quality)이 달라지기 때문에 다양한 구

조물에 대한 기초 공정데이터 확보가 필수적이다. 

다양한 나노/마이크로 구조물 중 고폭비(high 

aspect ratio)의 구조물은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

하다. 이러한 고폭비 미세구조물은 소수성 표면

(hydrophobic surface), 유체속도 센서(flow speed 

sensor), 미세 바늘(micro needle) 등에 사용되고 

있다[5][6][7]. 그러나 일반적인 나노/마이크로 구조

물과 마찬가지로 대량생산이 어려운 점이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사출성형을 통해 고폭비 미세구

조물을 제작하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사출성형으로 고폭비 미세구조물을 제작에 있어 

두 가지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 첫째, 고폭비의 공

동을 가지는 금형을 제작하기가 어렵다. 고폭비의 

미세구조물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deep reactive-

ion etching(DRIE), X-ray lithography, micro 

milling 등을 사용한다[8][9][10]. 그러나 DRIE와 

X-ray lithography로 제작된 고폭비 미세구조물의 

재질은 실리콘과 고분자로 사출성형의 금형으로 사

용하기는 적합하지 않으며, micro milling은 금속재

질의 고폭비 미세구조물을 제작할 수 있어 금형으로 

활용할 수 있으나, 고폭비 미세구조물의 크기의 한

계가 있다. 두번째 기술적 어려움은 고폭비 미세구

조물의 미충진이다. 마이크로/나노 미터 수준의 작

은 폭을 가지 고폭비 구조물에 용융된 고분자가 충

진되어야 하고, 충진되는 동안 용융고분자의 온도가 

감소하여 점도(viscosity)가 증가하기 때문에 흐름

성(fluidty)가 저하되어 미충진이 발생한다. 이를 극

복하기 위해서 사출성형에 대한 공정조건 최적화 및 

급속금형가열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폭비 미세구조물, 즉 마이크로 필

라 어레이의 성형을 위한 몰드코어를 제작하는 방

법을 제안하였다. 몰드코어는 금형에서 제품의 형

상을 결정하는 핵심부품으로, 본 연구에서는 일반

적으로 마이크로 구조물을 제작하는 기법인UV-

photolithography와 전주도금 기법을 이용하여 몰

드인서트(mold insert)를 제작하고 이를 조합하는 

방식을 통해 고폭비의 마이크로 필라 어레이를 성형

할 수 있는 몰드코어를 제작하였다. 더불어 제작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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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드코어를 이용하여 사출성형을 수행하여 다양한 

열가소성 플라스틱의 고폭비 미세구조물 성형성을 

평가하였으며, 공정조건 별 영향을 규명하였다. 

II. 마이크로 필라 어레이                       
제작 공정

마이크로 필라 어레이를 사출성형을 통해 제작하

기 위해서는 마이크로 필라 어레이의 역상(inverse 

shape)을 가지는 몰드코어(mold core)의 확보가 필

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몰드코어를 몰드인서트를 

조합하는 방법으로 구현하였다. UV-photolithog-

raphy를 통해 미세형상이 구현된 몰드인서트 템플

릿(mold insert template)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

로 니켈전주도금(nickel electroforming)을 통해 금

속재질의 몰드인서트를 제작하였다. 제작된 몰드인

서트와 조립지그(assembling jig)를 필라 어레이의 

공동(cavities)가 형성되도록 조합/조립함으로써 몰

드코어를 완성였으며, 이를 사출성형에 적용하여 최

종적으로 열가소성 플라스틱 재질의 마이크로 필라 

어레이를 제작하고자 하였다 <그림 1> 참조. 

2.1. 몰드인서트의 설계 및 제작 

몰드인서트 제작을 위한 전주도금용 템플릿은 2회

에 걸친 UV-photolithography 공정을 통해 제작

되었다. 1차 UV-photolithography를 통해 마이크

로 필라에 대응되는 마이크로 구조물을 형성하고(1

차 층), 2차 UV-photolithography를 통해 마이크

로 필라 부위를 제외한 템플릿의 두께를 증가시켰다

(2차층). 템플릿의 두께는 몰드인서트의 두께를 결정

하고 마이크로 필라 어레이의 간격을 결정하게 된다 

<그림 2> 참조. 템플릿의 기판(substrate)는 전주도

금공정에 적용하기 위해 도핑을 증가시킨 전도성 실

리콘 웨이퍼(highly-doped silicon wafer)를 사용

하였다. 제작된 템플릿은 니켈 전주도금공정을 거쳐 

마이크로 필라의 역상을 포함한 두꺼운 금속층을 형

성하게 되고, 추후 연마공정 거쳐 최종적으로 몰드

인서트를 확보하였다. 

마이크로 필라가 형성된 1차층을 제작하기 위해 

SU-8 2075(MicroChem Corp., USA)를 3000 rpm

으로 스핀코팅(spin coating)하여 일정한 두께(~60

μm)를 확보하였으며, baking 시간은 SU-8의 표준

공정 조건에 따라 수행하였다. SU-8의 경화를 위한 

노광공정(exposure)은 마이크로 필라 형상 가진 Cr 

mask(Chrome mask)<그림 3> 참조와 UV aligner

를 이용하였으며, 광량은 표준공정 조건에 준거하

여 시행하였다. <그림 3>과 같이 마이크로 필라의 

형상은 폭비(asperct ratio)는 15(폭: 60 μm, 높이: 

900 μm)이며, 추후 사출성형의 이형 용이성을 위해 

각 폭비 별로 빼기각(draft angle)을 0°, 0.5°, 1°로 

세분화하였다. 몰드인서트의 두께를 증가시키기 위

한 2차층을 형성하기 위해 SU-8 2150(MicroChem 

Corp., USA)를 사용한 공정을 진행하였다. 400 μm

의 두께를 확보하기 위해 800 rpm으로 스핀코팅을 

그림 1. 제안된 고분자 마이크로 필라 어레이 제작방법

그림 2. 몰드인서트 제작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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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였으며 baking은 12시간을 진행하였다. 2차

층을 위한 노광공정에서는 마이크로 필라 구조물이 

없는 Cr mask를 사용하였으며, UV-aligner를 이

용하여 기 형성된 정렬 마크(align mark)를 기준으

로 1차층과 위치를 정렬하여 노광을 수행하였다(광

량: 180 mA/cm2). 이후 SU-8 developer를 이용하

여 현상(development)을 약 1시간 수행함으로써 최

종적으로 전주도금을 위한 템플릿을 확보하였다. 

상용화된 니켈 설파메이트(nickel sulfamate) 도금

액을 이용하여 제작된 템플릿에 전주도금을 시행하

였다. 도금 시 발생하는 내부응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0.1 ~ 1 A/dm2로 순차적으로 전류밀도를 높여주었

으며, 도금 중 발생하는 기포에 의한 피트(pit)를 방

지하기 위해 기포발생기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도

금액을 진동시켰다. 템플릿에 형성된 SU-8의 2차

층을 넘도록 충분히 전주도금을 수행한 후 과도금

(over-electroforming)된 부분을 연마(polishing)하

여 평탄화를 수행하였고, 최종적으로 <그림 4>와 같

은 몰드인서트를 확보하였다. 

2.2. 몰드인서트 조합을 통한 몰드코어 구현

판상형태(plate-type)로 제작된 몰드인서트를 조

합하여 필라어레이의 공동을 형상하기 위해 몰드인

서트를 정렬하고 고정할 수 있는 조립지그(assem-

bling jig)를 제작하였다. 조립지그는 다수의 몰드인

서트를 정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정렬된 몰

드인서트는 지지블록(support block)과 클램핑 블록

(clamping block)에 의해 압착되어 고정된다. 몰드

인서트와 블록들의 클램핑 구멍(clamping hole)에 

볼트를 삽입하여 조여줌으로써 고정된다. 상기 방식

의 조립지그를 이용함으로써 몰드인서트의 개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생성되는 마이크로 필

라 어레이의 개수를 결정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

지블록의 크기를 조절함으로써 공동을 형성하는 몰

드인서트의 위치를 조절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5

개의 몰드인서트를 적용하여 고폭비의 마이크로 필

라 어레이의 사출성형을 할 수 있는 몰드코어를 확

보하였다. 

III. 마이크로 필라 어레이의                      
사출성형 실험

제작된 몰드코어를 이용하여 마이크로 필라 어레

이를 사출성형을 수행하였다. 제작된 몰드인서트

의 유용성을 파악하기 위해 cyclic olefin copoly-

mer(COC), low-density polyethylene(LDPE), 

polycarbonate(PC), poly(methyl methacrylate)

(PMMA), polystyrene(PS) 의 다양한 재질의 열가

소성 플라스틱을 이용하여 사출성형 실험을 진행하

였다. 사용된 사출성형기는 Sumitomo SE50D를 사

용하였으며, 사출성형의 조건은 <표 1>과 같다. 금형

에 주입되는 냉각유의 온도(mold temperature)는 

150˚C로 설정하였으며, 고분자가 충진(injection)/

보압(packing)된 후의 냉각시간(Cooling time)은 15

초로 설정하였다. 충진속도는 30 ccm/s로 결정하

그림 3. Cr mask 설계도

그림 5. 몰드코어 구조 및 몰드코어

그림 4. 제작된 몰드인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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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보압은 각 고분자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압

력을 사용하였다. PS의 경우 충진속도, 보압, 보압

시간(Packing time)을 변경하여 마이크로 필라 어

레이 성형에 영향을 미치는 공정조건을 확인하였다. 

마이크로 필라 어레이의 성형성은 이형(ejection) 후 

성형된 필라 어레이의 높이를 평균하여 평가하였다. 

IV. 사출성형 결과 및 분석

상기의 공정조건에 따라 사출성형을 수행하였으나 

모든 고분자에서 <그림 6>과 같이 미충진(unfilling)

이 발생하였다. 그 이유는 용융된 고분자가 충진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의 금형표면에 의해 빠르

게 냉각되고, 이로 인해 고분자의 흐름성(fluidity)

를 저하되기 때문이다. 특히 고폭비를 가진 작은 구

조물에서는 큰 공동과 다르게 냉각된 고분자 층(skin 

layer)의 비율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미충진 현상이 

상대적으로 심화된다. 이러한 미충진은 고분자에 종

류에 따라 차이가 났다. 유리전이온도(glass tran-

sition temperature)가 가장 낮은 LDPE(-125˚C)

는 다른 고분자에 비해 마이크로 필라 어레이 형성

이 높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금형표면(몰드인

서트의 공동표면)에 의해 고분자가 냉각되지만, 낮

은 유리전이온도로 인해 흐름성을 가진 용융된 상태

를 유지하게 되기 때문에 필라 어레이 형성이 상대

적으로 높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LDPE는 높은 흐

름성에 의해 높은 마이크로 필라가 형성되었지만, 

일부 마이크로 필라의 경우 이형 시 필라가 금형과

의 마찰로 인해 파단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위

해 몰드인서트 설계 시 빼기각을 적용하였으나 빼기

각 별로의 유의차(significant difference)를 확인하

지 못하였다. 더불어 상대적으로 유리전도온도가 낮

은 PS(95˚C) 및 PMMA(105˚C)는 COC(127˚C)

나 PC(145˚C) 보다 필라 어레이가 높게 성형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고분자 종류에 따른 마이크로 필라 

어레이의 성형성 뿐만 아니라, PS를 이용하여 각 공

정조건이 마이크로 필라 어레이 성형이 미치는 영

향을 정량화하여 확인하였다<그림 7>. <그림 7(a)>

는 고분자의 종류 별 형성된 마이크로 필라의 높이

를 보여준다. 전술하였듯이, 유리전이온도가 낮은 

LDPE가 가장 좋은 성형성을 보여주며, 유리전이온

도가 낮은 순서에 따라 PMMA, PS가 마이크로 필

라 성형에 유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b), (c), 

(d)>는 PS를 이용하여 사출성형의 공정조건 별 마

이크로 필라의 높이를 보여준다. 보압시간이 보압압

력, 충진속도에 비해 마이크로 필라 성형에 큰 영향

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분자의 유동을 고려

하였을 때 용용된 고분자는 마이크로 필라 어레이의 

기단부(base plate)에 먼저 충진이 되고, 이후 보압

에 의해 충진이 되는 것을 <그림 7>의 그래프를 통

그림 6. 사출성형된 마이크로 필라 어레이

표 1. 마이크로 필라 어레이의 사출성형 공정조건

Material
Mold temp. 
(˚C)

Cooling time 
(s)

Injection speed 
(ccm/s)

Packing pressure (MPa) Packing time (s)

COC

150 15

30
60
100
120

80

2
LDPE

PC

PMMA

PS 30/40 80/120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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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분석할 수 있다. 보압에 의해 충진이 될 때는 압

력보다는 해당압력이 유지되는 시간(보압시간)이 마

이크로 필라 형성에 주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UV-lithography 및 전주도금을 이

용하여 제작된 몰드인서트를 조합하는 방법을 통해 

몰드코어를 구현하고, 몰드코어를 이용하여 고폭비

의 마이크로 필라 어레이를 사출성형 하였다. 다양

한 열가소성 플라스틱을 이용하여 마이크로 필라 어

레이의 성형성을 평가하였으며, 해당 고분자의 유리

전이온도가 마이크로 필라 성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사출성형 공정조건에 

따른 마이크로 필라 어레이의 성형성을 파악하였고, 

보압시간이 가장 주요한 공정변수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산업적 활용성이 높은 마이크로 구조물의 사

출성형에 기초적인 연구결과를 제공할 수 있으며, 

제안된 몰드인서트 제작방법 및 몰드코어를 위한 조

합방법은 미세사출품의 금형제작방법에 다양성을 증

대시킬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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