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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출 성형 공정을 이용한 미세패턴의 제작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Fabrication of Micro Patterns using Micro Injection Mold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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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EM Image of Micro Channel Stamper

 니켈 기판 크기  50 mm×60 mm

 니켈 기판 두께 0.5 mm

 성형(Pattern) 면적 30 mm×30 mm

 채널 폭 30,40,50,60,70,80,90,100 ㎛
 채널 간 간격 40,50,60,70,80,90,100 ㎛

1. 서론

마이크로 사출성형은 미세 구조물의 성형에 있어 대량생산과 

원가 절감 등 산업 생산성을 고려 할 때 매우 중요한 성형기술이며 

많은 연구가 요구 되고 있다. 이러한 미세 구조물의 사출 성형을 

위해서는 성형 온도, 금형 온도, 사출 속도, 보압 등의 다양한 

성형 조건이 성형품의 전사성 및 제품의 외관 특성에 영향을 

파악해야한다. 특히 온도 조건은 미세 구조물의 성형 특성에 

있어 전사성, 성형성 및 외관 불량 등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마이크로 채널을 포함 하고 있는 

다양한 세장비의 니켈 스템퍼를 제작하여 성형 온도, 사출 속도, 
및 보압 등을 변화시키며 실험을 수행 하여 각 성형 조건이 마이크

로 채널의 전사성 및 성형품의 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2. 마이크로 채널 사출성형 장비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양한 세장비의 마이크로채널 구조

물의 성형을 위해 스템퍼 표면을 급속 가열하기 위하여 전기 

저항을 이용한 전기 가열식 금형을 제작하였으며, 광학 리소그래

피공정과 니켈 전주공정을 이용하여 마이크로 채널 구조의 니켈 

스템퍼를 제작하였다. Table 1은 제작된 니켈 스탬퍼의 사양을 

나타내었으며 Fig. 1은 니켈 스템퍼의 설계형상과 SEM을 이용하

여 측정된 니켈 스템퍼의 형상을 보여주고 있다. 니켈 스템퍼와 

마이크로채널의 전사성 측정을 위해서 TOPCON사의 SM-350 
SEM장비를 사용하였다. 금형온도는 K타입 열전대와 데이터수

신(DAQ) 시스템 모듈을 이용하여 니켈 스템퍼의 표면 온도를 

직접 측정하였으며 사출성형을 위해 사용한 사출성형기는 스미

토모(Sumitomo)사의 전동식 사출성형기 SE50D로서, 사양은 최

대 클램프력 50 Ton, 최대 사출압력 2800 ㎠, 
500 mm/s . SEETEC 
Polypropylene H3041 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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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형 조건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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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aterial Properties of Polypropylene
Melting Point glass  temperature Melt Index

161℃ 90℃ 8.0 g/10min

Table 3 Injection Condition

사출속도
(mm/s)

보압
(Kgf/cm2)

성형온도
(℃)

사출압
(Kgf/cm2)

충진시간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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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EM Image of Micro Channel: Injection Condition (a),  
        (b), (c), (d), (e), (f), (g),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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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EM Image of  Micro Channel Faults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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