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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ano-micro hierarchical structures that nanoprotrusions were formed on the network-type microstructures 

were fabricated using an ultrasonic vibration forming technology. A commercial ultrasonic welding system 

was used to apply ultrasonic vibration energy. To evaluate the formability of ultrasonic vibration forming, 

nickel nano-micro hierarchical mold was fabricated and polyethylene (PE) was used as the replication 

material. The optimal molding time was 3.5 sec for PE nano-micro hierarchical structures. The molding 

process was conducted at atmospheric pressure.   

 

1. 서 론 

초음파진동은 20 kHz 이상의 진동을 말하며 접

촉 시 접촉면에서 수 초 내에 매우 높은 마찰열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기존의 산업에선 열가소성 고

분자 재료의 접합에 널리 사용되었다.(1) 초음파진

동을 이용한 공정은 공정 절차가 단순하고 공정 

시간이 수 초 내로 짧을 뿐 아니라 소재의 용융면

이 국소적이어서 가공 후 수축현상이 적다. 또한 

장비가 저렴하고 공정 환경이 청결하다는 이점을 

가진다. 이러한 이점으로 인해 최근엔 초음파진동

에너지를 나노/마이크로구조물의 성형에 이용하려

는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Xi-Qing Sun 등은 마이크로혼을 가공하고 이를 

이용한 초음파성형으로 실리콘과 유리를 직접 가

공하였다.(2) Chien-Hung Lin 과 Rungshun Chen 은 

나노임프린트 리소그래피와 초음파성형을 접목하

여 Ultrasonic Nanoimprint Lithography(U-NIL)를 제

안하였다.(3) 이 연구에서 그들은 초음파진동에너

지와 양각 형상의 실리콘 몰드를 이용하여 초음파

성형으로 나노 구조물의 성형이 가능한 것을 보여주

었다. Harutaka Mekaru 등은 핫엠보싱과 초음파성형

을 접목하여 Ultrasonic micro hot embossing(MHE) 기

술을 제안하였으며, 실리콘 몰드가 아닌 니켈 몰드

를 이용하였다.(4,5) 본 연구실의 선행 연구에서는 

대기압에서 음각 형상의 몰드를 이용하여 기둥 형

상의 폴리에틸렌을 성형하였다.(6) 기존의 나노/마

이크로성형에 널리 사용되던 캐스팅,(7,8) 엠보

싱,(9,10) 사출성형(11,12)은 나노와 마이크로 구조물 

복제 시 공기의 갇힘 현상을 피하기 위해 진공 분

위기가 필수적으로 필요했으나 초음파진동을 이용

하는 초음파성형은 진공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고

도 음각 형상의 몰드에서 고분자가 완벽하게 복제

됨을 보였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초음파성형의 원리를 설명한

다. 그리고 나노 니켈 몰드와 나노 마이크로 복합 

니켈 몰드를 각각 제작하고 초음파성형 기술을 이용

하여 폴리에틸렌 나노 돌기와 나노 마이크로 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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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을 복제한다. 니켈 몰드와 복제된 구조물을 

비교함으로 최적의 공정 조건에 대해 토의한다. 또

한 복제된 나노 마이크로 구조물에 탄화불소

(fluorocarbon)를 코팅해 초소수성 표면을 구현함으로

써, 초음파성형의 응용 가능성을 예시하고자 한다. 

2. 개념과 설계 

2.1 초음파성형의 원리 

Fig. 1 은 초음파진동의 발생 원리와 성형 절차를 
보여준다. 초음파 신호발생기는 20 kHz의 고주파 전
류신호를 발생한다. 고주파 전류신호는 압전세라믹

으로 만들어진 컨버터에 의해 수 µm 진폭의 초음파

진동으로 변환되고 부스터에 의해 다시 수십 µm 로 
증폭된다. 결국 부스터에 연결된 혼은 고진폭의 고
주파로 진동하며 에너지를 전달하게 된다.   

초음파진동의 단위 시간당 평균 에너지 손실 
'Q 은 싸이클당 전일량 W 를 단위 시간으로 나눈 

것과 같다.(13)  

ωπ2
' W

Q =                               (1) 

ω는 각주파수이다. 

단위 시간당 평균 에너지 손실은 성형에 이용된 
에너지와 같으며 이 에너지를 초음파진동에너지라

고 한다. 초음파진동에너지는 다음과 같이 고분자

의 온도 변화를 일으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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ρ 는 고분자의 밀도, pC 는 고분자의 비열이다. 

 
 

\ 
Fig. 1 Ultrasonic system for ultrasonic forming 

몰드가 고분자 기판에 접촉하면 초음파진동에너

지가 접촉면에 집중되어 마찰열이 발생한다. 그러

므로 용융은 접촉면에 국한된다. 용융된 고분자는 
혼에 의한 압력과 진동으로 압착유동(Squeezing 
flow)을 일으키며 확산한다. 결국 나노/마이크로 
몰드의 패턴 사이사이로 침투하게 되고 몰드의 역
상이 그대로 복제된다. (14, 15) 본 연구에는 상용 초
음파 융착기(Sonics Korea)가 사용되었으며 진폭은 
20 µm, 주파수는 20 kHz, 그리고 가압력은 690 N
이다. 

  

2.2 나노 마이크로 구조물과 몰드의 설계 

나노와 마이크로 구조물의 성형 조건을 설립하

고 각각의 면에서 표면의 젖음성을 비교하기 위하

여 나노 구조물과 나노 마이크로 복합 구조물(이
하, 나노 마이크로 구조물로 부름)을 설계하였다. 
Fig. 2(a)는 폴리머로 제작된 나노 구조물과 나노 
마이크로 구조물의 형태와 설계치수를 나타낸다. 
나노 구조물은 돌기 형태이며, 나노 마이크로 구
조물은 네트워크형의 마이크로 구조물 위에 나노 
돌기가 형성되어 있다. 이 같은 형태의 폴리머 구
조물을 성형하기 위해서는 이와 반대되는 형상의 
금속 몰드 제작이 필요하다. Fig. 2(b)는 폴리머 구
조물의 역형상으로 제작될 니켈 몰드의 형상과 설
계치수를 나타낸다.  
몰드를 제작한 후, 초음파 성형으로 폴리머 구조

물을 복제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몰드의 설계치

수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설명한다. 몰드에 형성될 
나노 홈을 제작하기 위하여 포토마스크에 1 µm × 1 
µm 크기의 패턴을 1 µm 간격으로 형성하였다.  
 

 
(a) 

 
(b) 

Fig. 2 Designs of polymer structures and nickel molds: 
(a) polymer nanostructures(left) and nano-
microstructures(right); (b) nickel nanomold(left) 
and nano-micromold(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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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패턴 크기와 간격을 정한 이유는 본 연구

진이 활용하고 있는 접촉식 노광기 (MA6/BA6 SUSS 
Microtek, Germany)에서 안정적으로 제작할 수 있는 
최소한의 크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응성이온식

각(RIE) 공정 중 실리콘의 언더컷 때문에(제작공정

은 Fig. 3 참조), 나노 홈의 크기는 포토마스크에 형
성된 패턴의 크기보다 작은 700 nm × 700 nm 이며, 
간격과 깊이는 각각 1.3 µm와 1 µm이었다. 나노 마
이크로 몰드에서 정사각형의 마이크로 필러 구조물

의 크기는 30 µm × 30 µm이고, 필러 사이의 간격은 
5 µm이며, 높이는 20 µm이다. 폴리머 성형 후, 몰드

의 마이크로 필러 구조물 부분은 함몰부가 되고, 필
러 사이의 간격은 격벽으로 복제된다. 

3. 실 험 

3.1 재료 

사용된 감광제는 AZ5214E(Clariant, Swiss)이고, 
(100) 방향의 6 인치 실리콘 웨이퍼(LG Siltron, 
Korea)를 사용하였다. 성형재료로는 폴리에틸렌(3A 
MEDES, Korea)을 사용하였으며, 니켈 몰드 제작을 
위하여 니켈 전주도금 용액(DisChem, USA)을 사
용하였다. 산화막과 실리콘 식각액은 Buffered 
oxide etchant(BOE)와 Potassium hydroxide(KOH)를 
사용하였으며, 공급사는 J.T.Baker(USA)이다. 크롬 

식각액(CR7SK)는 CYANTEK Corporation(USA)에서 

PDMS 는 Dow Corning(SYLGARD® 184, USA)에서 

각각 구입하였다. 또한 연구에 사용된 초순수는 

비저항이 18 MΩ�cm 이상인 초순수를 사용하였다. 
 
3.2 제작 

Fig. 3 은 나노 마이크로 몰드의 제작 및 복제를 
위한 공정 절차를 도식적으로 보여준다. 공정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실리콘 모델의 제작
(Fig. 3(a)-(g)), 니켈 몰드의 제작(Fig. 3(h)-(j)), 그리
고 폴리에틸렌(PE)의 복제(Fig. 3(k)-(l))이다. 
실리콘 모델 제작 공정으로 먼저 6 인치 실리콘 

웨이퍼 위에 나노 돌기 제작을 위한 첫 번째 사진
공정을 수행하고(Fig. 3(a)), 반응성이온식각(RIE) 
시스템(Plasmalab80plus, Oxford Instrument, UK)을 이
용하여 1 µm 깊이로 실리콘을 식각한다(Fig. 3(b)). 
다음으로, 마이크로 구조물 제작을 위하여 두 번
째 사진공정을 수행하고(Fig. 3(c)), 심도반응성이온

식각(DRIE) 시스템(STS Multiplex ICP, UK)을 이용

하여 20 µm 깊이로 실리콘을 식각한 다음(Fig. 
3(d)), 잔여 감광막을 제거한다(Fig. 3(e)). 이 후, 
DRIE 공정으로 인해 실리콘 마이크로 구조물의 
벽면에 생긴 나노 스캘럽을 제거하기 위해 산화로

에서 습식으로 500 nm 두께의 실리콘 산화막을 성
장시킨 다음(Fig. 3(f)), 산화막을 제거한다(Fig. 3(g)). 
실리콘 산화막의 성장과 제거를 통해 나노 스캘럽

이 제거된 매끈한 실리콘 벽면을 얻을 수 있으며, 
이러한 벽면은 성형된 폴리머 구조물이 니켈 몰드

에서 손상 없이 쉽게 분리되도록 한다.(16)  
니켈 몰드 제작 공정에서는 먼저, 스퍼터링 시스

템(Atech, Korea)을 이용하여 실리콘 구조물의 표면

에 크롬 (1000 Å)과 구리 (1000 Å)를 증착한다(Fig. 
3(h)). 크롬/구리 층은 다음 공정에서 전주도금을 

위한 전도 씨앗층으로 사용된다. 다음으로, 니켈 

전주도금을 수행하고 난 다음(Fig. 3(i)), 실리콘 기

판과 크롬/구리 씨앗층을 제거하여 니켈 몰드를 완

성한다(Fig. 3(j)). 제작된 니켈 몰드는 혼의 장착에 

적합하도록 7 mm × 7 mm의 크기로 절단된다. 

폴리에틸렌 성형 공정에서는, 두께 0.5 mm, 넓
이 2 cm × 2 cm인 폴리에틸렌 기판을 니켈 몰드에 
밀착하여 초음파 성형한다(Fig. 3(k)). 본 실험에서

는 가압력과 진동수, 진폭을 고정하고 혼을 통해 
진동을 가하는 가진 시간(welding time)만을 변화시

켰으며, 나노 마이크로 구조물 성형을 위해 가진

시간을 2.5초에서 4.5초까지 0.5초 간격으로 증가

시켰다. 마지막으로 성형된 폴리에틸렌 기판을 니
켈 몰드로부터 분리시킨다(Fig. 3(l)). 
 

 
 

Fig. 3 Fabrication process of the nickel nano-micromold: 
(a) 1st lithography(for nanoprotrusions); (b) RIE; 
(c) 2nd lithography(for microstructures); (d) 
DRIE; (e) removal of photoresist; (f) oxidation; (g) 
removal of silicon dioxide; (h) Cr/Cu deposition; 
(i) nickel electroforming; (j) silicon wet etching; 
(k) ultrasonic forming; (l) separation of the 
replicated polymer substrate from the m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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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 구조물이 없는 나노 몰드의 제작 공정

은 나노 마이크로 몰드의 제작보다 간단하다. 나
노 몰드 제작공정에서는 마이크로 구조물 제작공

정(Figs. 3(c)~3(g))이 불필요하므로, 반응성이온식각

(Fig. 3(b)) 후 잔여 감광막을 제거한 다음, 곧바로 
크롬/구리 씨앗층을 증착하고 전주도금으로 몰드

를 제작하면 된다. 나노 몰드의 깊이는 나노 마이

크로 몰드의 깊이보다 낮으므로, 가진시간을 0.5
초에서 2.5초까지 0.5초 간격으로 증가시켰다.   

4. 결과 및 토의 

4.1 니켈 몰드 

Figs. 4(a)와 4(b)는 각각 제작된 나노 몰드와 나
노 마이크로 몰드를 보여준다. 나노 몰드와 나노 

마이크로 몰드는 음각 형상이기 때문에 제작된 몰

드의 구조물의 형상과 크기를 직접 측정하는 것이 

어렵다. 음각 형상의 나노 마이크로 구조물의 크

기를 측정하기 위해 PDMS 캐스팅을 이용하였다. 

PDMS 캐스팅 공정은 참고문헌과 동일하다.(17) 

PDMS 캐스팅은 1 nm 의 복제분해능을 가지며 고

분자 복제 기술 중 가장 정교하다.(18) Fig. 4 의 주
사전자현미경(SEM) 사진은 복제된 PDMS 구조물

에 나노 돌기와 나노 마이크로 구조물이 잘 형성

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나노 돌기의 모서리가 

둥글고 크기가 설계한 값보다 작은 것을 볼 수 있

다. 이런 변화는 사진공정 중의 빛의 퍼짐과 RIE 
공정 중의 언더컷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19) 

 
 

 

 
(a) 
 

 
(b) 
 

Fig. 4 Photographs and SEM images of the fabricated 
nickel micromolds: (a) nanomold and replicated 
PDMS; (b) nano-micromold and replicated PDMS 

복제된 PDMS 나노 돌기의 크기는 Color 3D 

laser confocal microscope(KEYENCE VK-9710, Japan)

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시편 중앙에서 5 개의 

나노 돌기를 측정하여 그 평균값을 얻었다. 복제

된 PDMS 나노 돌기의 크기는 너비가 0.65 µm, 간

격이 1.35 µm, 그리고 높이가 0.7 µm이었다.  

 

4.2 나노 몰드를 이용한 PE 복제 

본 실험에서 사용된 초음파기기는 본래 초음파 
융착을 목적으로 개발된 것으로 혼의 주파수와 진
폭이 각각 2 kHz와 20 µm으로 고정되어 있고 가
진시간만 제어할 수 있다. 나노 몰드를 이용한 PE 
복제를 위해 가진시간을 0.5 초에서 2.5 초까지 0.5
초 간격으로 증가시켰다.  
Fig. 5 는 복제된 PE 나노 돌기의 SEM 사진을 

보여준다. 모든 SEM 사진은 제작된 시편의 중앙

부분에서 촬영되었다. 가진시간이 0.5 초 일 때(Fig. 
5(a)), PE 가 녹기 시작한다. 가진시간이 1 초일 때
(Fig. 5(b)), PE 나노 돌기가 성형된 것처럼 보이지

만 시편 모서리의 어떤 부분은 완전하게 성형되지 
않았다. 가진시간이 1.5초 일 때(Fig. 5(c)), PE 나노 
 

 
(a)                      (b) 

 
(c)                      (d) 

  
(e) 

Fig. 5 SEM images of the PE nanoprotrusion replicated using 
the nickel nanomold according to the molding time: (a) 
0.5 sec; (b) 1 sec; (c) 1.5 sec; (d) 2 sec; (e) 2.5 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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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기가 가장 정교하게 복제되었다. 가진시간이 2
초 일 때(Fig. 5(d)), PE 나노돌기가 늘어지는 현상

이 있었으며 이런 현상은 몰드의 나노 홈 벽면과 
PE 나노 돌기와의 점착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가진시간이 2.5 초 일 때(Fig. 5(e)), 복제

된 PE 나노 돌기의 몇 부분이 떨어져나간 것이 
관찰되었다. 비교적 긴 가진시간 때문에 지나치게 
용융된 PE 가 니켈 나노 몰드에 강하게 점착함으

로 인해 복제된 PE 나노 돌기가 부분적으로 파괴

된 것으로 사료된다. PE 나노 돌기의 형상과 크기

는 가진시간이 1.5 초 일 때, 니켈 나노 몰드와 가
장 유사하게 복제되었다.  
Fig. 6은 가진시간이 1.5초 일 때 성형된 PE 시편

의 사진과 지정된 각 위치의 SEM 사진을 보여준다. 
네 개의 모서리 점은 각 모서리로부터 약 0.2 mm정

도 떨어진 위치이다. Fig. 6 의 SEM 사진들은 PE 나
노 돌기가 시편의 모든 영역에서 동일하게 복제된 
것을 보여준다. PE 나노 돌기의 크기 측정을 위해 
성형된 다섯 개의 시편 중앙 부분에서 각각 다섯 개
의 나노 돌기의 너비와 높이를 측정하여 너비 581 
nm, 높이 823 nm의 평균값을 얻었다. 

 

 
(a) 

 
                      (b) 
Fig. 6 Photographs(a) and SEM images(b) of the PE 

nanoprotrusion replicated using the nickel 
nanomold in molding time of 1.5 sec  

4.3 나노 마이크로 몰드를 이용한 PE 복제 

나노 마이크로 몰드를 이용한 PE 복제를 위해 가
진시간을 2.5초에서 4.5까지 0.5초 간격으로 증가시

켰다. Fig. 7은 각각의 가진시간에서 제작된 PE 나노 
마이크로 구조물의 SEM 사진을 보여준다. 모든 
SEM 사진은 복제된 시편의 중앙 부분에서 촬영되었

다. 가진시간이 2.5초 일 때(Fig. 7(a)), 마이크로 구조

물의 용융이 시작되었다. 가진시간이 3 초 일 때(Fig. 
7(b)), 마이크로 구조물은 잘 성형된 것처럼 보이지

만 나노 돌기는 성형되지 않았다. 가진시간이 3.5 초 
일 때(Fig. 7(c)), 마이크로 구조물은 물론 나노 돌기

까지 잘 성형되었다. 가진시간이 4초일 때(Fig. 7(d)), 
역시 나노 돌기까지 잘 성형되었으나 열변형에 의해 
마이크로 구조물이 휘어지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가
진시간이 4.5초일 때(Fig. 7(e)), 제작된 PE 나노 마이

크로 구조물은 부분적으로 떨어져나가는 현상이 관
찰되었다. 비교적 긴 가진시간 때문에 지나치게 용
융된 PE가 니켈 나노 마이크로 몰드에 강하게 점착

함으로 인해 복제된 PE 나노 마이크로 구조물이 부
분적으로 파괴된 것으로 사료된다. 가진시간이 3.5
초일 때, 제작된 PE 나노 마이크로 구조물이 니켈 
나노 마이크로 몰드와 가장 유사한 형상과 크기를 
가졌다.  
 

 
(a)                     (b)  

(c)                     (d) 

                            
(e) 

Fig. 7 SEM images of the PE nano-microstructures 
replicated using the nickel nano-micromold 
according to the molding time: (a) 2.5 sec; (b) 3 
sec; (c) 3.5 sec; (d) 4 sec; (e) 4.5 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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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은 가진시간 3.5초에서 제작된 PE 시편의 
사진과 지정된 각 위치의 SEM 사진을 보여준다. 
네 개의 모서리 점은 각 모서리로부터 약 0.2mm
정도 떨어진 위치이다. Fig. 8의 SEM 사진들은 PE 
나노 돌기가 시편의 모든 영역에서 균일하게 복제

된 것을 보여준다. PE 나노 돌기의 크기 측정을 
위해 성형된 다섯 개의 시편 중앙 부분에서 각각 
다섯 개의 나노 돌기의 너비와 높이를 측정하여 
너비 595 nm, 높이 774 nm의 평균값을 얻었다. 

초음파진동은 아주 짧은 시간에 공정이 완료되

며 대기압에서 PE 복제가 가능하다. 초음파진동에 
의한 짧은 용융 시간뿐 아니라 용융된 PE 의 활동

적인 확산 유동 때문에 진공 없이 빠르고 정밀한 
성형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된다. 캐스팅과 엠보싱, 
사출성형을 포함한 기존의 나노/마이크로 복제 기
술과 비교할 때, 초음파성형 기술은 불과 수 초안

의 짧은 공정시간만이 요구되며 진공 없이도 나노 
마이크로 구조물의 복제가 가능하다. 진공 유닛이 
불필요함으로 장비가 저렴해지며 진공 분위기를 
조성하는 공정시간이 없음으로 공정 주기 또한 상
당히 짧아진다. 그러므로 초음파성형은 고분자 나
노 마이크로 구조물의 대량생산에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다.  
 

 
(a) 
 

 
(b) 
 

Fig. 8 Photographs(a) and SEM images(b) of the PE 
nano-microstructures replicated using the nickel 
nano-micromold in molding time of 3.5 sec 

5. 적 용 : 나노 마이크로 구조물을 이용

한 초소수성 표면 개질 

나노 마이크로 구조물이 소수성을 증대시키는데 
아주 유용함은 잘 알려져 있다.(19-24) 실제로, 연잎의 
표면은 나노 돌기로 뒤덮인 마이크로 돌기 형상이다. 
이러한 표면 형상과 표면을 덮은 소수성의 밀랍 물
질은 연잎이 초소수성을 띠게 하며 항상 깨끗한 표
면을 갖게 한다. 이를 자가세정 기능이라 하며 연잎

효과로 잘 알려져 있다.(25) 인공적인 초소수성 표면

은 나노 마이크로 구조물을 성형하고 표면을 소수성 
물질로 코팅함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표면의 나노 마이크로 구조화에 따른 초소수성으

로의 표면 개질 정도를 관찰하기 위하여 세 가지 서
로 다른 표면을 가진 PE 시편을 제작하였다. Fig. 9(a), 
9(b), 9(c)는 매끄러운 표면, 나노 돌기가 형성된 표면, 
그리고 나노 마이크로 구조물이 형성된 표면을 각각 
나타낸다. 제작된 시편에 소수성박막을 코팅하기 위
하여 심도반응성이온식각(deep reactive ion etching, 
DRIE) 시스템을 이용하여 1 nm 두께의 탄화불소

(fluorocarbon)를 코팅하였다. 접촉각 측정을 위하여 
접촉각측정기(SEO phoenix series, Korea)를 이용하였다. 
접촉각 측정 시 3 µl 체적의 초순수를 사용하였으며, 
접촉각은 5회 측정한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Fig. 9(a), 
9(b), 9(c)에서와 같이 각 표면에서의 접촉각은 106°, 
138°, 그리고 158°로 측정되었다. 이 결과는 나노 돌
기가 물방울과 구조화된 PE 표면 사이의 접촉 면적

을 줄였기 때문이다. 접촉 면적의 감소는 표면 에너

지 감소를 야기한다. 그러므로 Fig. 9(c)와 같이 물방

울과 접촉하는 나노 돌기의 수가 매우 적을 때에는 
표면이 초소수성으로 개질된다. 성형 소재로 PE 대
신 소수성을 띠는 폴리머를 선택한다면 추가적인 소
수성 필름의 코팅 없이 초음파성형 공정만으로 초소

수성 표면을 얻을 수 있다.  
 

 
(a)            (b)            (c) 

 

Fig. 9 SEM images of the fabricated structures and water 
drop images on each surface to measure the contact 
angles: (a) smooth PE surface with a contact angle 
of 106°; (b) surface modified with nanoprotrusions 
with a contact angle of 138°; (c) surface modified 
with nano-microstructures with a contact angle of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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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 론 

초음파성형을 통해 PE 나노 돌기와 네트워크 
형상의 마이크로 구조물 위에 나노 돌기가 형성된 
나노 마이크로 구조물을 제작하였고, 이를 응용하

여 초소수성 표면을 구현하였다. 초음파성형에서 
나노 돌기와 나노 마이크로 구조물의 복제를 위한 
최적의 가진 시간은 각각 1.5 초와 3.5 초였다. 초
음파성형이 대기압 환경에서 이루어짐에도 나노 
돌기와 나노 마이크로 구조물이 성공적으로 복제

되었다. 진공 분위기를 형성하지 않고도 음각 형
상의 니켈 몰드에 용융된 PE 가 빠르고 치밀하게 
채워지는 현상은 초음파 진동에 의한 PE 의 빠른 
용융뿐 아니라 용융된 PE 의 활발한 확산 때문이

다. 초음파성형은 진공 없이 수 초안에 음각 형상

의 몰드로 나노 마이크로 구조물을 복제 할 수 있
으므로, 캐스팅, 엠보싱, 사출성형과 같은 여타 나
노 마이크로 제작기술에 비하여 대량생산 관점에

서 비교우위를 점할 수 있는 새로운 제작기술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나노 마이크로 구조화된 
PE 기판에 탄화불소를 코팅하여 접촉각을 측정한 
결과 158° 로 측정되었다. 이는 매끈한 표면에서 
측정한 106°에 비하여 52° 증가한 것으로써, 본 
공정을 이용하여 폴리머의 표면을 손쉽게 초소수

성으로 개질할 수 있음을 예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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