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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1. 

 19 년  후반부터 정  학부품 기능성 표90 , 

면 미세유체시스템, (microfluidic system 랩온어칩), 

(lab-on-a-chip 마이크로 로  등과 같이 마이크로 ), 

혹은 나노 스 일의 미세구조를 이용한 첨단 기술

들이 개발되면서 이들을 제작하기 한 라스틱 , 

미세구조 성형 기술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1]. 

라스틱 성형 기술은 이미 그 역사가 반세기가 넘은 

고 인 기술이지만 년  들어서면서 미세구, 2000

조 성형을 해 첨단 가공 기술들과의 목이 격

히 늘어났다[1,2].

라스틱 미세구조 성형을 한 표 인 공정으

로는 미세사출성형(microinjection molding 핫엠보싱), 

(hot embossing 열성형), (thermoforming 롤투롤성형), 

(roll-to-roll 등을 들 수) 있다 미세사출성형은 제품 . 

의 형상 설계에 자유도가 높고 생산성이 매우 높은 

장 이 있다 핫엠보싱은 미세유체시스템이나 랩온. 

어칩 등과 같이 미세구조를 포함한 평 형 제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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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olding technologies for plastic microstructures have been extensively investigated during the last two 

decades, and theoretical and numerical studies on the micro molding process have provided efficient tools for the  

development of such molding technologies. In this paper, we present a review of numerical simulation methods 

for the micro molding process. Basic models for a description of the material property, governing equations of 

the flow and heat transfer during the molding process, and numerical methods will be described. Particularly, 

numerical simulations for micro injection molding and hot embossing processes will be presented, and their main 

features noted and compared to those for conventional molding proc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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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하기 해 개발되었으며 공정이 비교  간단하

고 재료의 변형이 크지 않다 롤투롤성형은 면. 

의 라스틱 필름 혹은 기 에 미세구조를 연속

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스틱 미세구조 성형은 기존의 마크로 스 일

의 성형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1) 

형에 의한 냉각의 향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2) 

이러한 냉각의 향을 최소화하기 해 고속 혹은 

고온 조건에서 성형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고속 , 3) 

성형의 경우 재료의 변형율이 매우 크게 나타나며, 

나노 스 일의 미세구조의 경우 표면 장력의 4) 

향이 나타나기도 하고 이형  미세구조의 변형 , 5) 

혹은 괴가 일어날 수 있다 이와 같이 기존의 성. 

형과 달리 미세성형에서 일어나는 상을 이해하여

야 성공 인 미세구조를 얻을 수 있으며 이를 , 

해 다양한 수치해석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본 . 

논문에서는 이러한 수치해석 기법들을 정리하고 소

개한다.

본 논문에서는 라스틱 미세구조 성형 공정  

표 인 공정인 사출성형과 핫엠보싱의 해석기술

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장에서는 수치해석에 필요. 2

한 기본 인 이론들을 소개하고 장에서는 사출성, 3

형 장에서는 핫엠보싱의 수치해석 연구들을 소개, 4

한다 장에서 내용을 정리하고 향후 망에 하. 5

여 이야기한다.

이  론2. 

성 정식2.1 

구성방정식은 재료의 변형율( 혹은 변형속도) 

( 과 응력) ( 과의 계를 설명하는 식이며 라) , 

스틱 재료의 성형 공정 해석에서 많이 용되는 

구성방정식을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참고로 . 

미세성형 해석에서 사용되는 구성방정식은 일반

인 성형 해석에 사용되는 구성방정식과 다르지 않

다. 

사출성형  충진 공정 해석의 경우 라스틱 

재료의 용융체를 비뉴튼 유체로 가정하고 응력 

    에서 아래와 같이 일반화된 뉴튼  도 

모델(generalized Newtonian viscosity 을 용하는 )

경우가 많다[3].

   (1)

 모델은 사용이 편리하여 재까지 성형 해석에 

가장 많이 활용되어 왔으며 사출성형과 같이 , 

단변형이 주가 되는 성형 공정에서는 정확도가 높

다.

한편 탄성 구성방정식을 용하는 경우도 있

으며 이 경우 응력의 발달과 이완 상을 더욱 , 

엄 하게 모사할 수 있으며 제품 내 잔류응력 , 

측이나 수축 복굴  등을 측하기 해 용된, 

다[4] 탄성 구성방정식은 크게 선형 모델과 비선. 

형 모델이 있으며 핫엠보싱과 같이 변형이 크지 , 

않은 경우 선형 탄성 모델이 사용될 수 있다. 

분 형태의 선형 탄성 모델의 일반 인 형태는 

다음과 같다[5].

  
 ∞



 ′′

 ′ 
′

 
 ∞



 ′′

  ′ 
′

(2)

변형율이 큰 경우 비선형 탄성 모델을 용 

하며 응력 , 을 성에 의한 부분 과 탄성에 의

한 부분 으로 나 어 나타낼 수 있다 탄성에 . 

의한 응력은 구조텐서 를 통해 다음과 같이 표

할 수 있다[4].

  


 (3)

여기서 구조텐서의 발달방정식은 탄성 모델에 

따라 결정된다[5].

한편 온도에 따른 물성의 변화는 일반 으로 , 

Arrhenius 모델 혹은 Williams-Landel-Ferry(WLF) 

모델이 많이 용되며 앞서 설명한 식 에 , (1)~(3)

포함된 물성 값의 shifting factor 로 용된다 [3,4].

지 정식2.2 

- 15 -



라스틱 미세구조 성형 해석기술 리뷰 한국기계가공학회지 제 권 제 호: , 14 , 4

                                                                                                          

성형공정 해석을 해 일반 으로 질량 보존 

방정식 운동량 보존 방정식 에 지 보존 방정식, , 

을 함께 연계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이들 식에 . 

하여는 여러 참고자료들에 잘 나타나 있으므로
[1-5] 본 논문에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요한 , 

몇 가지 특징만 소개하고자 한다.

재까지 사출성형 공정 해석에서는 주로 두께

가 얇은 제품에 해 Hele-Shaw 가정을 용하여 

질랑 보존 방정식과 운동량 보존 방정식을 하나의 

압력 방정식으로 통합하여 해석하는 방식이 많이 

사용되었다[1] 이 방법은 계산 양이 고 정확도가 . 

높아 재 여러 해석 로그램 개발의 기 가 되

어 왔다 하지만 두께 변화가 심한 제품이나 차. 3

원 구조를 가진 제품 혹은 본 논문에서 다루는 미

세구조와 같은 경우 Hele-Shaw 가정을 용하는 

것이 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에는 . 

지배방정식을 차원 그 로 해석하여야 하며 계3 , 

산 양이 매우 커지게 된다 이러한 문제 에 하. 

여 다음 장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한편 일반 인 라스틱 제품의 성형 공정에서 

모세  수(Capillary number 는 매우 크므로 표면 )

장력의 향을 무시할 수 있다 하지만 미세구조. 

의 크기가 마이크로에서 나노 스 일까지 작아질 

경우 표면장력의 향을 운동량 보존 방정식에 포

함할 필요가 있다 특히나 변형속도가 낮은 핫엠. 

보싱 공정의 경우 모세  수는 더욱 작아지며 따

라서 표면장력의 향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사출성형 해석기술3. 

미세 사출성형 해석에서 가장 어려움이 되는 부

분은 Fig. 과 같이 미세구조의 크기1 (l 와 체 구조)

의 크기(L의 비율) (l/L이 약 ) 102에서 104로 매우 크

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러한 구조물에 격자를 생성. 

할 때 미세구조 크기 , l을 기 으로 격자를 생성할 

경우 무 많은 격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체 구, 

조의 크기 L을 기 으로 격자를 생성할 경우 미세

구조 내에서 해석이 정확하지 못하게 된다 이 장. 

에서는 이와 같은 미세 사출성형 해석의 어려움에 

하여 소개하고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한 , 

표 인 연구들을 정리한다.

기존 연구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해

석 기법으로 구별 할 수 있다.

i 고  해석) .

ii 완  차원 해석) 3 .

iii 도메인 연계형 해석) .

 세 가지  i 과 ) ii 은 기존 해석 방법들과 크)

게 다르지 않으며, iii 는 해석 기법 개발을 한 연)

구가 많이 진행된 바 있다.

고전적 해석3.1 

이 방법은 기존의 Hele-Shaw 가정을 도입한 고

인 해석방법을 그 로 미세 사출성형에 용한 

방법이다 따라서 새로운 해석 기법의 개발은 없으. 

며 해석 결과의 정확성과 그 한계에 하여 보고, 

한 논문을 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은 기존의 Yu et al. (2002) Hele-Shaw 가정을 도

입한 사출성형 해석 방법을 그 로 미세 사출성형 

해석에 용하 다[6] 이와 유사하게 . Su et al. 

는 (2004) Hele-Shaw 가정을 이용하여 미세 구조를 1

차원 요소로 격자화 하여 해석을 수행한 바 있다[7]. 

이러한 해석 결과를 실험 결과와 비교하 을 때, 

공정 조건에 따른 미세 구조 성형성의 변화 양상은 

비슷하게 측 되었으나 정량 으로는 차이가 있, 

었다 이는 . Hele-Shaw 가정을 도입한 해석에서 차 3

원 유동  열 달 상을 모사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 되었다 한 격자 생성. 에서 미세 구

조에 한 세 한 격자를 구성하는데 한계가 있는 

Fig. 1 A typical example micro-structures in     

 micro injection molding

- 16 -



박장민 차경제 한국기계가공학회지 제 권 제 호, : , 14 , 4

                                                                                                          

 한 본 해석 기법의 단 이다.

완전 차원 해석3.2 3

이 방법은  계산 역에 하여 완  차원 해3

석을 하는 방법으로 차원 유동  열 달을 엄, 3

하게 모사할 수 있어 이상 으로는 장 이 많으나, 

실 으로는 계산 양의 문제로 사용에 무리가 있

어 왔다 최근 . CPU  메모리 성능의 향상으로 3

차원 해석을 수행하는 사례가 종종 보고되고 있다.

Lin 과  Young 은 완  차원 해석을 통해  (2009) 3

미세 구조 성형성을 실험과 비교하 다[8] 여러 공. 

정 변수에 따른 성형성을 실험 결과와 비교하 으

며 그  형 온도에 따른 성형성에 하여 해석 , 

결과가 실험 결과를 재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 원인으로는 사용된 도 모델에서 온도의 . 

향을 엄 하게 모사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설명하

다. 

Yang et al. 역시 완  차원 해석을 미세 (2010) 3

사출성형에 용한 바 있다[9] 하지만 앞서 설명한 . 

바와 같이 격자 생성의 한계로 실제 구조와 같은 

모델을 해석하지 못하 고 미세 구조의 형태를 해, 

석에 용이하도록 변경하여 해석을 진행하 다 해. 

석 결과는 실험 결과와 비교하여 공정 변수에 따른 

미세 구조의 성형성에 한 경향성은 비슷하게 나

타났으나 실제 형 온도에 한 정보가 부족한 , 

과 해석에 사용된 형상이 실제 형상과 다르다는 , 

에서 해석의 한계를 나타냈다.

이와 같이 완  차원 해석은 여러 장 에도 불3

구하고 재까지 Fig. 과 같은 형상에 한 용에1

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 CPU  메

모리의 성능 향상 추세를 볼 때 앞으로 완  차원 3

해석이 활발해 질 것으로 추측된다.

도메인 분리 해석3.3 

앞의 두 수치 해석 방법에서 드러난 가장 큰 문

제는 가정을 도입한 해석은 차원 유동 , Hele-Shaw 3

 열 달 상을 고려하지 못하는 과 완  차, 3

원 해석은 계산의 양이 실 으로 다루기에 무 

크다는 이다 한 앞서 설명하 듯이 큰 . l/L 값  

때문에 의해 격자 생성에 한계가 있다는 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한 방법으로 도메인 분

리 해석을 소개하고자 한다.

도메인 분리 해석은 체 형상  미세구조를 분

리하여 따로 해석하는 방법이다 를 들어 . Fig. 1

의 형상에 하여 Fig. 와 같이 바닥 에 하여 2

Hele-Shaw 가정을 도입하여 해석하고 그 해석 결과, 

를 토 로 미세구조에 하여 따로 해석을 수행하

는 방법이다 이 때 미세구조는 그 형상에 따라 . 3

차원 해석을 하거나 Hele-Shaw 가정을 도입한 해석

을 수행 할 수 있다. 

이러한 도메인 분리 해석의 장 은 격자 구성이 

비교  자유롭다는 미세구조의 차원 해석에서 , 3

계산 양이 크지 않다는 따라서 미세구조 성형, 

에 한 엄 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이다 다만 . 

미세구조에 한 해석을 수행 할 때 경계조건으로 

바닥 의 해석 결과를 연계해야 하며 이러한 과정, 

에서 몇 가지 가정들을 도입하여야만 한다.

표 으로 Yu et al. 은 (2004) Fig. 에 소개된 2

바와 같이 Hele-Shaw 가정을 통해 바닥 에 한 

성형 해석을 하고, 이 결과를 토 로 미세구조에  

하여 차원 해석을 따로 수행하 다3 [10] 이와 유. 

사하게 Lee et al. 과 (2010) Choi and Kim 역(2011) 

시 도메인 분리를 통해 효과 인 성형 해석을 수행

하 다[11,12].

Fig. 2 Mesh system for domain decomposition 
method. Ground plate is discretized by 
triangular elements for Hele-Shaw flow 
analysis and micro-structures can be 
discretized by either 3D elements for 
full 3D analysis or by 1D and 2D 
elements for Hele-Shaw flow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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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엠 싱 해석기술4. 

핫엠보싱 공정은 Fig. 에 나타난 바와 같이 크3

게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이  첫 번째 단계인 . 

가열 단계는 특별한 해석을 요하지 않고 두 번째 , 

엠보싱 단계와 세 번째 냉각  이형(demolding) 

단계가 주된 해석 상이 되고 있다.

핫엠보싱은 사출성형에 비해 공정이 단순하며, 

문 해석 로그램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핫. 

엠보싱 공정의 해석은 기존 구조해석 혹은 사출성

형 해석 상용 로그램들을 활용하거나 특별한 , 

경우 해석 로그램을 직  개발하는 경우도 있

다 본 논문에서는 상용 로그램을 활용한 연구. 

와 직  로그램을 개발한 경우에 하여 각각 

아래에 정리하 다.

상용 해석 프로 램 활용4.1 

핫엠보싱 공정  발생하는 라스틱 재료의 

변형과 열 달 상은 비교  간단하여 상용 해석

로그램을 활용하는 방법이 많이 보고되었다. 

Juang et al. (2002)은 구조해석 로그램인 

DEFORM을 활용하여 엠보싱 단계에서 충진 패턴, 

응력분포 변형율 분포 등을 해석하 다, [13] 형 . 

벽면에서의 경계조건으로 slip 조건과  no-slip 조건 

을 비교하 으며 실험결과와 비교하여 , slip 조건

이 더욱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Worgull과 는 사출성형 해석 문 Heckele (2004)

로그램 의 사출 압축 성형 모듈을 활용Moldflow -

하여 엠보싱 공정을 해석하고 의 구조해, ANSYS

석 시스템을 활용하여 이형단계까지 해석하 다
[14] 특히 이형  발생하는 미세구조 내 응력 분. 

포와 손에 하여 몇 가지 실험 결과와 함께 소

개하 다.

은 Song (2007) ANSYS를 활용하여 냉각 이형  -

발생하는 미세구조 내 응력 분포와 변형에 하여 

분석하 다[15] 라스틱 재료의 구성 방정식으로 . 

분형태의 선형 탄성 모델을 용한 것이 특징

이다 이형 속도 이형 각도  미세구조의 종횡비. , 

(aspect ratio 에 따라 응력 분포 특성을 분석하 다) .

마지막으로 은 의 구조Liu et al. (2010) ANSYS

해석 모듈을 활용하여 엠보싱 단계  라스틱의 

변형 거동  응력 분포를 해석하 다[16] 이 연구. 

에서 엠보싱 단계  발생하는 변형을 크게 두 단

계로 나 었으며 각 단계에서 일어나는 변형 특, 

성을 비교하 다. 

해석 프로 램 개4.2 

상용 해석 로그램에서 다루지 못한 상들을 

해석하기 해 몇 가지 해석 로그램 개발 연구

가 진행된 바 있다 표 인 몇 가지 결과를 소. 

개하고자 한다.

은 라스틱 재료Erickson and Rasmussen (2005)

의 유변학  특성에 따른 미세구조의 성형 특성을 

연구하 다[17] 분형 선형 탄성 모델을 용하. 

으며 탄성 거동 특성을 표하는 데보라 수, 

에 따라서 미세구조를 충진하기 (Debora Number)

한 거리를 비교하 다 수치해석 기법으로는 사. 

출성형에서 다루었던 도메인 분리 해석과 유사하

게 멀티 스 일 해석 기법을 용하 다.

은 면  핫엠보싱을 Worgull et al. (2008) 8-in 

한 차원 해석 로그램을 개발하 다3 [19] 분. 

형 선형 탄성 구성방정식을 용하 으며 형, 

과 라스틱의 면에서의 경계 조건으로 마찰

력을 고려한 이 특징이다 이 연구에서 용된 . 

면에서 작용하는 마찰력은 Worgull et al. 

에 의해 실험 으로 연구된 바 있다(2008) [19]. 

은 미세구조 충진에 한 이Taylor et al. (2009)

론 인 모델을 개발하 고 이를 통해 기존의 직, 

 수치해석보다 효율 인 해석을 가능하게 하

다[20] 해석의 정확도는 실험 결과와 비교하여 충. 

진 높이의 오차가 이내로 매우 정확한 것으로 7% 

나타났다.

Kang and Kwon (2007)은 엠보싱 단계에 하여 

차원 수치해석을 수행하 다3 [21] 표면장력의 향. 

Fig. 3 Hot embossing process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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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포함하여 연구한 것이 특징이며 냉각에 따른 , 

미 충진에 하여도 분석하 다.

Park et al. (2011)은 비선형 탄성 모델을 도입

하여 엠보싱 단계를 해석하 다[22] 단일 모드의 . 

비선형 탄성 모델을 용하여 실제 재료의 물성

과 다른 한계가 있으나 엠보싱 속도에 따른 탄성 , 

변형 특징에 하여 설명하 다. 

Kim et al. 은 나노 구조에 한 엠보싱 (2011)

단계를 해석하 으며 표면장력의 향을 포함하, 

다[23] 나노 구조의 형상 변수와 공정 변수의 . 

향을 실험과 함께 비교하며 연구하 다.

결  론5. 

본 리뷰 논문에서는 미세구조의 사출성형과 핫

엠보싱 공정에 한 표 인 수치해석 연구들을 

정리하 다.

일반 인 사출성형 해석의 경우 나 Moldflow 

등 상용 로그램이 잘 개발되어 있다Moldex3D . 

하지만 이를 미세구조의 해석에 직  용하기에

는 한계가 있으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한 , 

표 인 방법으로 도메인 분리 해석 기법이 많이 

연구되었다. 

반면 핫엠보싱의 경우 문 해석 로그램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ANSYS, Moldflow, DEFORM 

등의 해석 로그램을 활용하면 기 인 해석이 

가능하다 다만 표면장력이나 탄성 등의 향을 . 

엄 히 해석하기에는 상용 로그램의 한계가 있

었다. 

본 논문에 소개된 연구 외에도 다양한 연구가 

있었으나 기본 인 수치해석기법은 여기에 소개, 

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앞으로 미세사출성. 

형의 해석기술에 한 망으로는 도메인 분리 , 

해석 기법에 한 사용자 편의성을 도입한 상용 

로그램으로의 환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 편 

핫엠보싱의 해석기술의 경우 형의 거칠기 등과 

같은 표면 특성을 고려한 해석 최종 성형품의 특, 

성 측 등의 분야가 남은 과제라고 볼 수 있다.

재 미세구조 성형의 수치해석 기술은 많이 

발달된 것으로 보이며 실제 제품 생산과 연계한 , 

공정 조건 최 화 등에 활용될 정도의 기술 수

에 이른 것으로 단된다 최근 국내외 산업계에. 

서 미세구조를 활용한 제품들이 많이 개발되는 추

세임을 고려하면 앞으로 미세성형 공정 해석 기, 

술이 여러 분야에서 활용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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