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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다공성 물질은 기존의 동일한 재료보다 구멍이 

많아 단위부피당 무게가 작고, 단열성과 흡음성이 

우수하다. 그리고 기존 폴리머보다 더 넓은 표면적

을 가지기 때문에 광흡수성 등 센서의 민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되고 있고 최근 생명공학에

서는 다공성 물질 위에 세포배양이나 인공조직을 

제작 등 여러 분야에서 응용되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주로 활용되고 있는 마이크로-나노 

다공성 폴리머의 제조방법들은 나노 임프린트

(nano imprint), 양극 산화법(anodic oxidation meth-
od), 포토 리소그래피(photography), 핫 엠보싱(hot 
embossing), 교차결합을 이용한 방법 등이 있다. 
이러한 공정들은 복잡하여 시간소요가 길고, 재료

가 제한적인 경우도 많다.
본 논문에서는 폴리머 재료에 간단하고 선택적

으로 마이크로 다공성 구조를 구현하기 위하여 

레이저와 발포제를 이용한 마이크로 다공성 폴리

머 박막을 제작하는 새로운 공정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실험적으로 구현하였다.

2. 실험

본 논문에서는 내부에 발포제를 포함하고 있는 

폴리머에 레이저를 조사하여 발포제에 에너지를 

가하고, 이로 인해 발포제가 폴리머 내부에서 순간

적으로 폭발함으로써 마이크로 다공성 폴리머 박

막을 구현하는 공정을 제안하고 실험을 수행하였

다. 즉 조사된 레이저의 에너지양이 폴리머에 포함

된 발포제의 분해에너지 이상이 되면 발포에 의한 

마이크로 다공 구조층이 생성된다. 
실험에 사용된 발포제는 Cellcom-AC Series이며 

입자의 직경은 3~20 μm, 분해온도는 201~205 ℃, 
그리고 가스량은 280~300 ml/g이다. 폴리머는 기계

적 성질이 우수한 폴리이미드(Polyimide)를 사용하

였다.  폴리이미드는 액상 상태로 발포제와 혼합하

였으며, 혼합물은 스핀코터(Spincoater)를 이용해 

25~35 μm 두께의 박막 형태로 폴리이미드 필름 

위에 증착시켰다.  그리고 증착된 혼합물의 건조를 

위해 오븐에서 80 ℃로 100 분 동안 열처리하였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완전히 건조된 폴리이미드/발
포제 혼합물 박막에 레이저를 조사하여 다공성 

구조를 제작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레이저는 355 
nm 펄스 레이저이고 갈바노 스캐너와 F-θ 렌즈를 

사용하여 레이저빔을 재료 표면에 포커싱

(focusing)하였다. 그리고 제작된 마이크로 다공성 

구조는 SEM(Scanning Electron Microscope) 측정을 

통하여 관찰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발포를 위한 레이저의 조사 조건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a), (b)의 경우 낮은 레이저 강도에서 

오랜 펄스 조사 횟수에 따른 변화를 관찰하기 위하

여, 조리개(iris)를 닫은 상태에서 마크 딜레이(mark 
delay)를 길게 하였다. 반면 Table 1 (c), (d)의 경우 

조리개를 연 상태에서 짧은 마크 딜레이로 조사함

으로써 높은 에너지 상태에서 펄스 조사 횟수에 

따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Table 1 Laser shot condition for porous forming

Mark delay(μsec) Iris

(a) 1000 closed

(b) 3000 closed

(c) 150 opened

(d) 200 ope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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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1 SEM pictures of micro porous structures of 

polyimide. (a) mark delay 1000 μsec and iris 
closed, (b) mark delay 3000 μsec and iris closed, 
(c) mark delay 150 μsec and iris opened and (d) 
mark delay 200 μsec and iris opened. 

Fig. 1는 Table 1의 실험 조건에서 제작된 각각의 

샘플의 SEM 측정 결과이다. Fig. 2 (a), (b)의 경우 

낮은 레이저 강도에서 펄스 조사 횟수에 따른 차이

를 보여주고 있다.  (a)의 경우 적은 수의 단일 기공

(pore)이 생성된 반면 (b)의 경우 다수의 기공이 

생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각각의 기공이 합쳐지면

서 덩어리 형태의 다공성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Fig. 1 (c)와 (d)의 경우 높은 레이저 강도에서 

펄스 조사 횟수에 따른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마크 딜레이가 증가함에 따라 기공의 밀도가 증가

함을 관찰할 수 있다.
따라서 상기의 실험 결과로부터 레이저 강도가 

낮은 경우 기공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고 솟아오른 

모양의 닫힌 기공(closed pore)이 형성되며, 레이저 

강도가 높은 경우 기공이 열리면서 여러 기공이 

연결된 형태의 열린 기공(opened pore)의 다공성 

구조가 생성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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