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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프레넬 렌즈는 기존의 렌즈에 비하여 얇고 

가벼운 장점이 있어 LED 조명, 디지털 카메라 

그리고 태양전지와 같은 다양한 응용분야에 널

리 사용되고 있다[1]. 일반적인 프레넬 렌즈제

작공정은 플라스틱 재료의 사출성형으로 제작

단가가 낮고 공정이 간단한 장점이 있다. 그러

나, 플라스틱  재료의  낮은  열적, 화학적 , 기계

적, 그리고 광학적 특성으로 인하여 높은 내광

성 ,  열저항성 ,  안정성이  요구되는  응용분야의 

적용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러한 응용분야에서 

유리 프레넬  렌즈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유리 광소자의 기본적인 가공방법은 연삭공정

이나, 이는 제작 단가가 높고 마이크로 프레넬 

렌즈와 같은 미세 패턴 제작에 한계를 갖는다. 

유리 광소자의 또다른 가공방법인 유리 성형은 

최종형상의 음각형태를 갖는 몰드 상에 유리재

료를 위치시키고 고온에서 가압하여 몰드의 형

상을 복제하는 공정으로 경제적이고, 대량생산

에 적합하다. 유리 성형 공정으로 유리 마이크

로 프레넬 렌즈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고온경도 

및 고온치수안정성이 높은 몰드의 제작이 필요

하다. 일반적인 유리 성형용 몰드는 텅스텐카

바이드 초경합금을 기계 가공하여 제작되지만

[2], 초경합금을 이용한 마이크로 패턴을 갖는 

프레넬 렌즈용 몰드의 제작에는 기계가공의 한

계가 있어 새로운 몰드 제작방법이 요구된다. 

한편, 비정질 탄소 재료는 비흑연화 탄소 구조

로써 높은 고온내구성 및 고온 경도를 가져 유

리 성형의 몰드 재료로써 사용될 수 있다. 또

한 마이크로/나노 복제공정으로 제작된 고탄소 

고분자 구조체의 탄화 과정을 통해 마이크로/

나노 구조의 비정질 탄소 몰드 제작이 가능하

다[3]. 본 연구에서는 복제공정 및 탄화과정으

로 제작된 비정질 탄소 몰드를 이용한 마이크

로 프레넬 렌즈의 유리 성형 공정의 가능성을 

분석한다. 

 

2. 비정질 탄소 몰드 제작 공정 
 

대면적 비정질 탄소 마이크로 몰드를 저가 

제작하기 위하여 고탄소 열경화성 수지를 이용

한 복제공정 및 탄화공정이 사용되었다. Fig. 1 

은 비정질 탄소 몰드의 제작공정 및 이를 이용

한  유리  프레넬  렌즈의  제작공정을  보여준다 . 

본 연구에서는 상용  플라스틱  프레넬  렌즈를 

마스터로 몰드 제작을 수행하였다. 1 차 몰드 

제작에 있어 일반적으로 열적, 화학적 안정성

이 뛰어나고 표면 점착성이 낮아 마이크로 복

제공정에 널리 사용되는 Polydimethylsiloxane 

(PDMS)을 몰드 재료로 선정하였다. PDMS 용액

을 프레넬 렌즈 마스터 위에 도포하고 상온에

서 24 시간 경화 하여 PDMS 몰드를 제작하였

다. PDMS 몰드의 음각 형상을 반전하기 위해  

 

Fig. 1 Schematic of fabrication process for glass 

Fresnel lens using VC m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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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 and (b) are the microscopic images and (c) 

is the picture of the molded glass Fresnel lens. 
 
UV 임프린팅 공정을 통한 폴리머 몰드가 제작

되었다. 퓨란 전구체의 제작을 위해 89.8 wt%의 

퓨란 수지와 0.2 wt%의 p-toluenesulfonic acid m

onohydrate (CH3C6H4SO3H H2O, PTSA) 그리고 

10  wt%의  에탄올의 혼합물을 폴리머 몰드에 

도포하고 열경화를 수행하였다. 경화과정은 퓨

란 수지 내에 있는 기포가 충분히 배출되도록 

5 일간 상온에서 1 차 경화를 수행하였으며, 2

차 경화 과정은 내부응력 증가와 급격한 경화

에 의한 내부 가스 배출 통로 차단을 최소화하

기 위해 진공 오븐에서 0.1℃/min 의 느린 승온

속도와, 매 5℃상승마다 60 분씩 온도를 유지하

며, 최고온도 100℃로 수행되었다. 탄화 과정에

서는 열분해시 내부 가스의 급격한 분출로 인

한 결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활성 기체 분위

기의 퍼니스에 퓨란 전구체를 넣고 600℃까지 

1℃/min 로 가열하며, 매 60℃상승마다 60 분씩 

온도를 유지하였으며, 이후 1 0 0 0℃까지  1℃

/min 의 느린 승온속도로 서서히 가열한 후, 10

00℃에서 일정 시간을 유지하였다.  

 

3. 마이크로 프레넬 렌즈 유리 성형 공정 
 

제작된 비정질 탄소 몰드를 이용한 유리 

성형을 통해 마이크로 프레넬 렌즈를 제작하였

다. 유리 소재는 K-PG375 (Sumita Optical Glass, 

Inc., Japan)가 사용되었다. 유리 전체의 충분한 

열전달을 위하여 성형 온도인 380℃에서 200

초간 예열단계를 거쳤으며 금형과의 충돌로 인

한 유리재료의 파손을 막기위하여 금형의 접근

속도는 15mm/min 으로 제한하였다. 유리와 금

형의 접촉 후 2MPa 의 압력으로 80 초간 가압

하였으며, 완성된 유리 프레넬 렌즈는 급 냉각

으로 인한 파손을 막기 위해 250℃까지 냉각 

한 후 렌즈를 이형하고 상온에서 공냉 하였다. 

Fig. 2 의 (a)와 (b)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형

된 유리 프레넬 렌즈의 패턴 (a)중심부와 (b)외

곽부를 현미경으로 측정한 것이다 .  Fig.  2 의 

(c)는 2×2cm2 크기로 제작된 유리 프레넬 렌

즈의 사진으로 볼록렌즈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탄화단계에서 필연적으로 발생

하는 열분해에 의한 수축으로 인하여 렌즈 외

곽부분의 해상도가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하였

으나, 반복적인 실험결과 탄화과정의 수축률이 

항상 일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향후 본

기술의 실제 적용시 마스터 설계단계에서 탄화

과정에서의 수축을 보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마이크로  복제공정과 탄화 

공정을 이용한 비정질 탄소몰드 제작방법을 이

용하여 유리 마이크로 프레넬 렌즈의 성형 가

능성을 분석하였다. 적절한 퓨란 수지의 배합 

비율, 두 단계의 경화공정 제어 및 탄화공정제

어를 통해 고품위의 비정질 탄소 몰드를 제작

하였으며, 이를 이용한 유리성형공정을 성공적

으로 수행하였다. 탄화과정에서의 정확한 수축 

예측을 위한 수치 해석적 모델의 개발과 이를 

통한  마스터  패턴 보정을 통한 고해상도 유리 

프레넬 렌즈의 개발이 진행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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