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ol. 2, No. 2, December 2017   1

표면에너지 균형을 기반한 간단한
PDMS 박막제작 공정 연구

Simple Fabrication Process for Thin PDMS Membranes 
Based on Equilibrium of Surface Energy
신대용(Dae Yong Shin), 임병규(Byung Gyu Lim), #박성제(#Sung Jea Park)

KOREATECH

School of Mechanical Engineering
#psj7517@koreatech.ac.kr 

표면에너지 균형을 기반한 간단한 PDMS 박막제작 공정 연구

요  약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복잡한 공정을 거쳐 제작되는PDMS박막의 간단하고 저렴한 제작방법을 고안하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물 위 떠 있는 기름 박막에서 착안하여, 고가의 장비 및 여러 단계의 공정 없이 PDMS 

(Polydimethylsiloxane) 박막을 제작할 수 있는 공정을 개발하였다. 표면에너지에 관련된 영의 방정식을 통

한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박막의 두께와 크기를 제한하는 폴리스티렌 소재의constraint ring을 설계하였다. 

Constraint ring의 직경은 50, 70mm이며 PDMS 투입량은200, 300, 400 μL 로 설정하였다. 실험결과에 따

르면, constraint ring의 직경이 증가할수록 박막의 두께는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PDMS를 투입

하고 soft-baking 과정에서 박막이 완전히 constraint ring을 채우지 못하거나 기포가 생기는 현상이 관찰

되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박막 제작에 있어 가열 온도와 가열 시간 또한 중요한 영향을 주는 인자라는 것을 

의미한다.

키워드: PDMS 박막, 표면에너지, 영의 방정식, 스프레딩

Abstract
A simple and inexpensive fabrication process for PDMS (Polydimethylsiloxane) membranes was 

proposed and studied to overcome conventional complex processes. Inspired from floating oil membranes 
on water, the fabrication process for thin PDMS membrane without expensive apparatuses and complex 
processes was developed. Constraint rings with the material of polystyrene constraining thicknesses and 
sizes of the membrane were designed, based on theoretical backgrounds of Young’s equation associated 
with surface energy. The diameters of constraint ring were 50 and 70 mm, the volumes of dispensed 
PDMS were 200, 300 and 400 μL.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 thickness of the thin membrane decreased 
as the diameter of the constraint ring increased. Incomplete filling of PDMS on the constraint ring 
and several bubbles were sometimes observed during soft baking process. It indicates that the heating 
temperature and the heating time for baking are also important factors in fabrication of the membr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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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실리콘 계열의 투명한 소재인 폴리디메틸실록산

(polydimethylsiloxane, 이하 PDMS)은 투명성, 등

방성, 유연성, 생체 친화적 특성과 우수한 광투과율

을 가지며 뛰어난 내구성과 더불어 표면에너지가 

낮아 다른 물질과 반응하지 않고 가공성이 우수하

여 여러 분야에 사용되고 있다. 특히 PDMS 박막은 

bio-chip, sensor, PDMS valve, PDMS pump 등 

여러 Micro-fluidic device 및 생체 대용물에 널리 

응용되고 있다 [1]. 

이 PDMS 박막은 상당히 복잡한 공정을 거쳐 제작

되는데, 이러한 복잡한 기존의 PDMS 박막제작공정

은 많은 비용과 설비를 요구한다 [2]. 

본 연구에서는 복잡하고 많은 비용이 드는 PDMS 

박막 공정을 좀 더 간소화 시켜 저비용으로 제작하

는 방법을 개발하고, 실제로 제작하고자 한다. 바다 

위에 기름이 떠있듯이, PDMS 또한 물 위에서 얇게 

퍼진다면, 물과 PDMS 두 가지 재료만으로 박막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기름과 물처럼 낮은 표면

에너지를 가진 PDMS가 용액 위에 떠있을 수 있다

는 점을 이용하였다.

II. 실험 이론

본 실험을 진행하기에 앞서 PDMS가 물 위에서 얇

게 퍼져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론적인 확인이 필

요하다.

어떠한 물질이 물 위에서 퍼져나가는 것은 표면에

너지와 연관이 있다. 표면에너지란 계면의 고유한 

속성을 말한다. 계면의 원자는 결합하기 위한 여분

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 이때 원자간 결합은 표면

에너지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발생한다.

이 표면에너지(γ)를 이해하기 위해서 Young의 방

정식을 이용한다.

Figure 1. Contact angle and surface energy

Fig. 1과 같이 PDMS와 공기, 물이 접촉하고 있을 

때 다음 식이 성립한다

접촉각 θ가 작을수록 얇은 박막이 생성될 것이므

로 0에 가깝다고 가정하면,

전개된 식을 통해 공기-PDMS 간 표면에너지와 

PDMS-용액 간 표면에너지의 합이 공기-액체 사이

의 표면에너지보다 작다면 PDMS는 액체 위에서 퍼

져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PDMS의 표면에

너지는 다음과 같다.

Table 1. Surface energy of water and PDMS [3]

Property Value

γ_VP 21.3m[N/m]

γ_VL 72.2m[N/m]

γ_PL 42.7m[N/m]

이를 통해 Young의 방정식을 통해 이론적으로 

PDMS 박막이 얇게 퍼진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또

한 Tanner’s law에서 증명된 바와 같이 적정 온도 

하에서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다면 박막은 분자 단위

의 두께만큼 얇게 퍼져나갈 수 있다 [4,5].

그러므로 제한된 영역 내에서 PDMS를 퍼지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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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이론상으로 박막은 무한히 퍼져나가, 원하는 

형상과 두께로 제작될 것이다. 본 연구는 표면에너

지를 이용한 Young의 방정식을 통해 물 위에 제한

된 영역 내에서 PDMS를 얇게 퍼뜨려 박막을 제작

하고자 한다.

III. 실험

Fig. 2는 표면에너지의 균형을 이용한 PDMS 박막 

제 작 공 정 을  도 식 적 으 로  나 타 낸  것 이 다 .  

Figure 2. PDMS membrane fabrication process

(a) Mix PDMS and curing agent in a ratio of 10:1

(b) Put in a vacuum pump to remove air bubbles

(c) Drop PDMS onto distilled water

(d) Soft-baking in the oven

(e) Thickness measurement

 
먼저, PDMS 박막 생성에 필요한 PDMS(Sylgard 

184 silicone elastomer)와 경화제(Sylgard 184 

silicone elastomer curing agent)를 10:1 비율로 

섞는다. 막대를 이용하여 두 물질을 충분히 섞은 후,  

PDMS 내부의 기포를 제거하기 위해 진공펌프에 넣

고 진공상태로 한 시간 이상 유지한다. PDMS 내부 

기포가 제거된 것을 확인한 뒤, plate에 증류수를 담

고 그 위에 50mm, 70mm 지름의 constraint ring

을 띄운다. 피펫을 이용하여 PDMS를 constraint 

ring 중간에 투여한 후, plate를 오븐에서 65°C를 

유지하며 3시간 이상 soft-bake 한다. 마지막으로 

생성된 PDMS 박막을 constraint ring으로부터 분

리하고, coating thickness gauge를 이용하여 두께

를 측정한다.

VI. 결론

기본적인 실험 조건은 동일하며, constraint ring

의 지름과 PDMS 투입량의 변화에 따른 박막의 두

께의 변화를 측정한다. 제작된 PDMS 박막의 일부

를 분리하여 coating thickness gauge를 이용해 중

심의 두께를 측정하였다. 박막 두께의 이론값을 구

하기 위하여 PDMS 부피와 constraint ring의 지름

을 이용한다.

식을 통하여 구한 계산값과 coating thickness 

gauge를 이용하여 구한 측정값의 비교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Membrane thickness by PDMS and ring diameter

PDMS input = 200μL

Ring diameter(mm) 50 70

Calculated value(μm) 25.46 12.99

Measured value(μm) 12.1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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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MS input = 200μL

Ring diameter(mm) 50 70

Calculated value(μm) 25.46 12.99

Measured value(μm) 12.1 21.2

PDMS input = 200μL

Ring diameter(mm) 50 70

Calculated value(μm) 25.46 12.99

Measured value(μm) 12.1 21.2

Figure 3. Thickness - Constraint ring diameter graph 

Figure 4. Membrane fabrication result

Figure 5. Separation of ring from water

Figure 6. Meniscus

실험결과에서 PDMS의 투입량이 많아질수록 

비례하여 PDMS 박막의 두께가 증가하는 것과 

constraint ring의 지름이 늘어날수록 반비례하여 

PDMS 박막의 두께가 감소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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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중 제작된 PDMS 내부에 기포가 생겨 작은 

구멍들이 발생하는데, 이는 plate에 담긴 증류수가 

오븐에서 가열될 때 증발하며 박막에 기포를 만들었

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혹은 물에서 ring을 분리하

는 과정에서 기포가 터지며 유발된 것이다.

또한 PDMS가 constraint ring 내부로 완전히 

퍼지지 않고 경화되는 경우도 발견되었는데 이는 

PDMS가 ring 내부로 퍼지기 전에 예상보다 일찍 경

화되어 더 이상 퍼지지 못한 것으로 추측되었다. 투

입하는 PDMS 양에 따른 오븐 내 가열 온도, 시간과

의 연관성을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

Fig. 5와 같이 PDMS 박막을 물 표면으로부터 분

리하는 과정에서, 박막이 매우 얇고 내구성이 약하

기 때문에 쉽게 찢어지는 현상이 있다. 유동성이 큰 

물의 표면이 흔들리며 constraint ring과 물의 표면 

사이에 약간의 공간이 생기면 PDMS가 ring으로 제

한한 영역 외부로 유출되거나 박막 가운데에 큰 구

멍을 발생시킨다. 온전한 박막을 얻기 위해 ring을 

물에서 분리하는 방법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와 수정

이 필요하다.

Fig 6와 같이 관 내부의 액체 표면은 계면 장력에 

의해 관벽을 따라 끝 부분이 중앙에 비해 올라가거

나 내려가 곡면을 형성하는데 이를 Meniscus 현상

이라고 한다. PDMS 박막의 두께가 측정 시 일정하

지 않고 특히 중심에서 측정값은 계산값보다 작게 

나오는 것이 관찰되었는데 이는 Meniscus 현상에 

의해 표면이 곡면을 형성하여 측정 위치에 따라 두

께가 다르게 측정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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