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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핫 엠보싱은 폴리머를 유리전이온도 이상으로 

가열하여 부드러운 상태에서 금형(stamp)을 이용

하여 미세구조를 찍고 냉각하여 경화시키는 기술

로 마이크로 이하 규모의 극초미세 패턴가공이 

가능한 신기술로 최근 각광받고 있다. 핫엠보싱은 

핫플레이트를 이용하여 마이크로 및 나노 사이즈

의 패턴을 생성하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플레

이트 방식의 핫엠보싱 공정은 최대 폭 400mm 정도

로 제한되고 있는 등 대면적화에 제한이 많은 단점

이 있다. 이를 극복하고자 최근 들어 롤투롤 방식 

핫엠보싱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1-4]. 
롤투롤 핫엠보싱 공정은 롤위에 새겨진 패턴을 

열과 압력을 이용하여 폴리머 필름위에 각인하는 

공정으로써, 온도와 압력이 패턴의 품질에 직접적

으로 영향을 주는 주요한 인자가 된다. 따라서, 
핫엠보싱 공정을 통해서 고품질의 미세패턴을 얻

기 위해서는 온도와 압력에 대한 제어가 정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기존의 연구를 보면, 대부분 압력

은 가압 실린더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제어가 

가능한 반면, 온도의 경우는 히팅 수단만 겸비하여 

전기 히터나 고온의 기체 혹은 액체 등의 열매체를 

이용하여 가열하는 공정만 제어하게 되며, 냉각이 

필요할시에는 자연냉각을 사용하여 왔다. 이에 따

라, 공정 탐색, 공정 변환시 롤이 목표 온도에 도달

하기 까지 공정을 멈추어야 하므로 많은 시간을 

소비하여야만 한다. 
본 논문에서는 롤투롤 핫엠보싱 공정에 적용할 

목적으로 히팅 뿐만 아니라 냉각 기능도 가지는 

롤을 개발하였으며, 그 개발 및 연구에 대해 논하고

자 한다. 

2. 하이브리드롤의 제작

본 연구에서 하이브리드롤이란 하나의 롤에 히

팅과 냉각의 기능을 모두 가지는 롤을 말한다. 하이

브리드롤은 기존 히팅 기능만 있는 히팅롤, 또는 

냉각 기능만 있는 냉각롤과 달리 히팅과 냉각 기능

을 한 몸체에서 구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를 

통해 공정과 소재에 따라 히팅롤 또는 냉각롤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공정의 설계 및 구현이 보다 

유연해지고, 온도 제어 범위도 넓으므로 다양한 

곳에 활용이 가능하며, 공정 설계도 자유로워진다. 
본 연구에서는 냉각을 위해서 수냉방식을 적용하

였으며, 가열은 유도가열 히팅롤을 사용하였다. 
. 

Fig. 1 Structure of the Hybrid roll.

Fig.1에 하이브리드롤의 기본 구조를 보여주고 

있으며, 가열을 위해서는 내장형 유도가열 히터를 

사용하며, 냉각을 위해서 수냉방식을 사용한다. 
먼저, 내장된 유도가열 히터에 의한 가열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서 전자장 해석을 

통하여 유도전류 밀도 분포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

였으며, 유도전류 분포에 대한 결과를 입력으로 

하여 다시 열전달 해석을 수행하여, 최종적으로 

가열에 대한 온도 분포 결과를 획득하였다.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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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Fig. 2에 표시되어 있으며, 롤 표면을 따라 온도분

포가 균일함을 알 수 있다. 

Fig. 2 Induction heating performance. 
다음으로, 냉각수에 의한 냉각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초기 온도가 150도 인 경우에서 30
분 후의 온도분포 결과가 Fig. 3에 나타나 있다. 

Fig. 3 Water cooling performance. 
위의 해석을 통해서 고안된 롤은 가열과 냉각 

기능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해석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가열과 냉각이 가능

한 하이브리드롤을 제작 하였으며, 개발된 롤에 

대해서 가열과 냉각 실험을 수행하였다. Fig. 4에 

온도 측정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Fig. 
5에 가열과 냉각시의 온도 변화를 시간에 따라 

보여주고 있다. 측정결과가 그림. 5에 나와 있으며,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개발된 롤은 가열과 냉각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 결론

본 연구에서는 가열과 냉각이 동시에 가능한 

롤투롤 핫엠보싱공정용 롤에 대한 연구를 하였으

며, 실험결과를 통하여 개발된 롤이 가열과 냉각을 

동시에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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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Measurement of temperature. 

(a)Heating 

(b) Cooling
Fig. 4 Measurement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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