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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전사 공정(transfer printing)을 이용하여 3 차원 멀티

스케일 구조물 및 디바이스가 제작되고 있다(1,2). 전사 공
정을 이용한 디바이스 제작은 무기물 기반의 디바이스뿐만 
아니라 유기물 기반의 디바이스의 제작에도 적용할 수 있
으며, 유연 기판 등에도 디바이스를 집적하고 회로를 구성

할 수 있어, 차세대 유연 전자 소재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핵심 공정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전사 공정은 전사하고자 하는 대상을 스탬프와 접촉시

켜 기판(donor)으로부터 떼어내는 picking 공정과 떼어낸 대
상물을 원하는 다른 기판(acceptor)에 옮겨 놓는 placing 공
정으로 이루어진다. Picking 공정에서 스탬프를 이용하여 디
바이스를 기판으로부터 원활히 떼어내기 위해서는 스탬프

와 디바이스 사이의 점착력이 디바이스와 기판 사이의 점
착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커야 하며, 이와는 반대로 placing 
공정에서는 디바이스와 원하는 기판 사이의 점착력보다 상
대적으로 작아야 한다. 따라서 성공적인 전사 공정을 위해

서는 접촉하는 재료 사이의 점착력을 적절히 컨트롤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전사 공정에서 주로 사용되는 스탬프 재료는 
polydimethylsiloxane(PDMS)이며, PDMS 스탬프와 디바이스 
사이의 분리 속도를 조절함으로써 PDMS 의 점탄성 특성을 
이용하여 점착력을 제어하는 방법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3). 
최근 스탬프와 기판 사이의 평행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곡면의 PDMS 스탬프를 이용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
으며, 이러한 곡면의 PDMS 스탬프와 디바이스 사이의 점
착 특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일정한 
곡률 반경을 갖는 PDMS 렌즈와 Si 기판 사이의 점착 특성 
및 이에 대한 분리 속도와 렌즈의 곡률 반경의 영향을 조
사하였다. 

 
2. 실 험  

PDMS 와 실리콘 기판 사이의 점착력을 측정하기 위해

구형의 PDMS 렌즈와 실리콘 웨이퍼 조각을 준비하였다. 
일정한 곡률을 갖는 볼록 PDMS 렌즈를 제작하기 위해 
PDMS 몰딩 방법을 사용하였다. PDMS (Sylgard 184, Dow 
Chemical Co., Midland, MI)와 가교제를 10:1 로 섞어 준 뒤, 
일정한 곡률을 갖는 오목 렌즈 위에 부어주었다. 진공 펌
프를 이용하여 기포를 제거하고, 75 ℃의 오븐에서 3 시간 
동안 경화시킨 후에, 오목 렌즈를 경화된 PDMS 로부터 떼
어냈다. 곡률이 각각 10.3 mm 와 25.8 mm 인 오목 렌즈를 
몰드로 사용하였다. 제작된 렌즈를 평평한 유리판에 접착

시킨 후, 그 유리판을 실험기에 고정하였다. 실리콘 웨이퍼 
조각은 20 mm x 20 mm 크기로 자른 후, 실험 전에 이소프로

필알콜(isopropylalcohol)을 적신 솜으로 표면을 닦아 세척하

였다. 
Fig. 1 은 점착 실험에 사용한 시험기의 개략도를 보여준

다. 챔버 내에 3 축 스테이지가 고정되어 있으며, 그 위에 
점착력 측정을 위한 로드셀이 설치되어 있다. 로드셀 위의 
샘플 스테이지에 실리콘 기판이 놓여지게 된다. 챔버의 상
판에는 PDMS 렌즈가 고정되며, 렌즈 위쪽에 고속 CCD 카

메라가 장착된 현미경이 설치되어 있다. 현미경을 이용하

여 점착 실험 중의 접촉면의 형상 변화를 실시간으로 관찰

하였다. 챔버 측면에 챔버 내의 습도를 조절하기 위한 배
기 포트 및 챔버 내의 온습도를 측정하기 위한 온습도계가 
설치되어 있다. 

점착 실험은 고정된 PDMS 렌즈에 대해 실리콘 웨이퍼

를 접촉시켰다가 떼어내는 방법으로 수행된다. Fig. 2(a)는 
점착 실험의 개략도를 보여주며, Fig. 2(b)는 시간에 따라 측
정된 하중을 보여준다. Fig. 2(b)에서 보여지듯이 PDMS 렌즈

와 실리콘 웨이퍼를 일정 시간 동안 접촉시켰다가 떼어낼 
때 작용한 최대 인장력을 점착력으로 정의하였다. 모든 실
험에서 설정 접촉 하중은 약 11 mN 으로 일정하게 하였으

며, 점착력에 대한 분리 속도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분
리 속도를 1 ~ 1000 µm/s 로 변화시켜 가며 실험을 수행하였

다. 실험 조건은 표 1 에 기재되어 있다.  
 

Table 1 Experimental conditions for adhesion test 
 

Contact materials PDMS, Si 

Radius of curvature of PDMS lens (mm) 10.3,  25.8 

Approach speed, vapp (µm/s) 20 

Dwell time (s) 5 

Separation speed, vsep (µm/s) 1 – 1000 

Load (mN) 10 – 12  

Temperature and  relative humidity in the 
chamber 

21±1oC, 40±2% 

 
 

3. 결과  고찰 및 
Fig. 3 은 분리 속도에 따른 점착력의 변화를 log-log 스

케일로 보여준다. 렌즈의 곡률반경에 상관없이 1 – 1000 μ
m/s 의 분리 속도 범위에서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점착력이 
선형적으로 증가하였다. 렌즈의 곡률반경이 증가하면, 점착

력 또한 증가하였다. 렌즈의 곡률반경이 25.8 mm 인 경우, 
속도에 따른 점착력의 증가율은 0.27 이고, 곡률반경이 10.3 
mm 인 경우에는 0.31 이었다. 즉, 렌즈의 곡률반경이 큰 경
우에 증가율은 약간 감소하였다. 

탄성계수가 작은 재료 사이의 접촉 해석에 많이 적용되

는 JKR 접촉 이론을 이용하면 식(1)을 이용하여 점착일

(work of adhesion, Wad)을 계산할 수 있다. 점착일은 접촉한 
두 재료를 서로 완전히 떼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의미

한다.  
 
Wad=Fpull-off  / (1.5π R)   (1) 
 
여기서 Fpull-off는 측정된 점착력이며 R은 렌즈의 곡률 

반경이다. 
식 (1)을 이용하여 측정된 점착력 결과로부터 점착일을

계산하였으며, 분리 속도에 따른 점착일의 변화는 Fig. 4 에

서 보여지는 것과 같다. 곡률 반경이 10.3 mm 인 경우의 점
착일이 25.8 mm 인 경우보다 모든 분리 속도 조건에서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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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나타났다. 또한 분리 속도가 작은 경우에는 점착일의 
차이가 크지 않지만, 분리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차이가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리콘 웨이퍼의 탄성계수는 PDMS 의 탄성계수보다 약
100 배 이상 크다. 따라서 PDMS 가 실리콘 웨이퍼와 접촉

하면 PDMS 렌즈가 변형하여 넓은 접촉 면적이 형성되며, 
점착 특성은 PDMS 의 변형 및 점탄성 특성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점착 실험 동안, 시간에 따
른 하중 변화뿐만 아니라 접촉면의 변화도 실시간으로 저
장되었다. 하중 및 접촉면적의 변화를 분석하여 속도에 따
른 점착력 및 점착일의 변화 메커니즘을 분석할 것이다. 

 
4. 결론  

다양한 분리 속도 조건에서 PDMS 렌즈와 실리콘 웨이

퍼 사이의 점착력을 측정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분리속도가 1 ~ 1000 µm/s 범위 내에서 PDMS 렌즈와 실리

콘 웨이퍼 사이의 점착력은 log-log 스케일에서 속도 증가

에 따라 선형적을 증가한다. 렌즈의 곡률반경이 증가하면 
점착력 또한 증가하며, 속도에 따른 점착력의 증가율은 곡
률이 작은 렌즈가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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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diagram of adhesion te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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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Fig. 2 Schematic diagram of adhesion test (a) and an example of 

test dat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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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ull-off force as a function of separation velo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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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Work of adhesion as a function of separation velocity 
 

 
 
 

7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