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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서론서론서론 
 

최근에는 광학 모듈 부품의 광학적 성능을 향상하기 위

해 기존 폴리머 계열의 소재에서 유리 소재로 그 대상 소

재가 변해가고 있으며, 유리소재의 경우에는 식각 공정을 

이용하여 패턴을 제작하고 있다. 그 동안 폴리머 재질을 

이용한 부품이 Fluidic 마이크로 부품 등에 널리 사용되어 

왔지만, 유리재질은 보다 심각한 화학적 환경과 더 높은 

온도에서 보다 적절한 재료이다. 이전에는 유리소재의 부

품을 생산하기 위해 주로 연마 법이 이용되었으나 연마 법

으로는 생산할 수 있는 렌즈의 크기, 형태 등이 제한될 뿐 

아니라 양산성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근래에는 

GMP(Glass Molding Press)방식의 직접 프레스 성형 법이 개

발, 이용되고 있다. 
1 

GMP 방식의 Glass 성형은 3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 번

째 단계에서는 성형 Chamber 내에 질소가스를 흘려준 후 

성형용 코어와 유리렌즈 소재를 성형온도까지 가열한다. 

두 번째 단계는 정밀성형 및 서냉과정이다. 최적의 고온고

압 조건에서 성형 후 서냉과정을 거친다. 서냉과정은 

GMP 공정에서 잔류응력을 최소화 하기 위한 필수 단계이

다. 또한 형상왜곡을 억제하고 전사성을 높이기 위해 가압

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냉각이 

이루어지고 성형 Glass 를 취출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GMP 방식의 직접 프레스 성형 법을 이

용하여 광학 부품의 광학적 특성을 향상하기 위한 유리소

재 광학 모듈 부품의 Thermal imprinting 성형기술 및 성형

공정해석기술에 대해 연구하였다. 성형 해석에 앞서 K-

PG375 소재를 이용한 고온압축시험을 수행하였으며 이로

부터 유리소재의 유동응력식을 확보하였다. 확보된 유동응

력식을 이용하여 유리표면의 마이크로 패턴성형 해석을 수

행하였고, 이로부터 실제 성형 시 발생하는 성형하중과 유

리표면의 변형형상을 예측하였다. 
 

2. Glass 성형해석성형해석성형해석성형해석 
 

본 연구에서는 유리소재의 유동응력식을 도출해내기 위

하여 Sumit 사의 K-PG375 Glass 소재를 이용하였다. 표 1

에는 K-PG375 소재의 열적 물성을 나타내었다.  

압축 성형 시험은 고온압축시험기의 상하부 다이의 온

도가 355℃와 375℃일 때, 각각 성형속도(변형률 속도)를 

0.01/s, 0.1/s, 1/s 로 하였으며, 진응력-진변형률선도와 

성형후의 형상을 그림 1 에 나타내었다.  

 

Table 1 Thermal properties of K-PG375 

Glass Material Tg[℃] At[℃] αx10-7 

K-PG375 343 363 169 

 

진응력-진변형률선도의 일정 기울기 구간을 이용하여 

변형속도에 따른 1 차의 진응력-진변형률 보간선도를 구하

였고, 이를 이용하여 그림 2 과 같은 log(진응력)-log(변형

률속도)선도상에 나타내었다. 이 선도를 다시 1 차의 보간

선도를 이용하여, 355℃와 375℃에서의 유동응력식을 구하

면 다음과 같다. 

 

Fig. 1 True stress – True strain curve and Deformation of a 

specimen(after compression test) 
 

 
Fig. 2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strain rate  

At  355℃ and 375℃ in log-log scale.  
 

 
m

Cσ ε= &  
0.6514.29σ ε= &  at 355℃ 
0.5211.35σ ε= &  at 375℃ 

 

여기서 C 는 재료의 강도계수이고, m 은 변형률 속도 민

감도 지수이다. 그림 3, 그림 4 는 이 유동응력식을 이용

하여 소재가 금형 바닥 면에 닿기 시작하는 상태와 Full 

filling 시 금형의 유효 응력을 해석한 결과이다. 유리판재

의 두께(1mm)에 비하여 패턴 깊이(4µm)가 매우 작으므로 

유리 판재의 변형이 패턴 위치에 무관하다고 가정하여 1/2 

pitch 범위 내에서, 금형 소재가 Si 인 경우와 Ni 인 경우에 

관하여 각각 마찰 계수가 0.1, 0.3 인 경우로 구분하여 해

석하였다. 

 

 
Fig. 3 Max. effective stress at contact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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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Max. effective stress at Full filling 

 

소재가 금형 바닥 면에 닿기 시작할 때의 최대응력은 

소재에 상관없이 마찰 계수가 0.1 에서 약 8.5Mpa, 0.3 에

서 약 9.5Mpa 를 나타냈으며, Full filling 시에는 Ni 의 금형

이  Si 금형 보다 더 큰 응력 값을 나타내었다. 
 

3. 3. 3. 3. Glass    마이크로마이크로마이크로마이크로    패턴패턴패턴패턴    성형성형성형성형    
    

MEMS 공정으로 다양한 마이크로 패턴 성형용 금형을 

제작하였다. 그림 5 는 소재(Si and Ni)와 표면처리에 따른 

다양한 금형을 보여준다. 그림 6 은 제작한 금형을 3D-

Surface profile system 으로 측정한 결과이다. 마이크로 패턴 

성형용 금형의 Pitch 는 30µm, 깊이는 4µm 이다. 

 

 
Fig. 5 Variable Dies coated with Si and Ni 

 

 
Fig. 6 Result of        Fig. 7 Process of Deformation 

measured Die Mold               
  

그림 7 은 Glass 마이크로 패턴 성형공정의 과정을 나타

내었다. 각 공정에서 하중(kN)과 온도(℃)를 변수로 다양한 

조건의 실험을 수행하였다. 여기서 공정 시간은 온도에 의

하여 결정된다. 앞에서의 해석 결과 기준으로 초기 하중

(kN)을 1.56KN 이하로 예측 할 수 있었다. 그러나 P1 을 

1.56KN 으로 설정하고 성형하였을 때 Glass 파단이 일어났

고, 이 현상은 Glass 의 Relaxation 효과에 기인하여 발생하

였다.  

그림 8 은 다양한 조건에서 Glass 패턴 성형 결과를 3D-

Surface profile system 으로 측정한 결과이다. Glass 판재의 

형상 정밀도(Glass 의 금형 충진)는 충분히 높지 않지만, 

패턴금형 깊이와 피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성형이 가능 하

였다.     

 

   
 

   
Fig. 8 Result of measured Glass pattern figure after 

Deformation 
  

 

4. 4. 4. 4. 결론결론결론결론    
    

본 연구에서는 Glass 원 소재의 변형 속도에 따른 압축

시험을 통해 판재 해석을 위한 물성을 확보하고,  

DEFORM 2D 를 이용하여 성형 유효 응력 해석을 수행하였

다. GMP 법을 이용하여 공정조건인 온도, 하중 및 유지시

간, 다단 하중 등의 변화를 주어 최적 공정 조건을 찾는 

실험을 하였다. 

초기 20mm*20mm 판재로부터 시작하여 30mm*30mm 

면적의 Glass 판재에 Pitch 30µm(오차범위 0.4%이내), 깊이 

4µm(오차범위 1.2%이내)의 Groove 패턴 성형이 가능하였

다. 

추후 실제에 가까운 해석을 위한 Glass 물성 측정 기법 

및 해석 기법 모색 및 개발과 Glass 판재의 형상 정밀도

(Glass 의 금형 충진) 증대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광학 부품 및 에너지 부품 개발에 적용 가능할 수 있을 것

이다. 
 

후기후기후기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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