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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전자제품 등의 소형화와 고기능화의

추세에 기인하여 마이크로 부품의 활용도가 높

아지고 있다. 금속 마이크로 부품의 성형을 위

해서는 마이크로 엠보싱,(1) 마이크로 펀칭,(2) 마

이크로 압출(3) 등의 공정이 개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롤금형에 미세패턴을 각인

한 뒤 금속박판에 미세패턴을 복제하는 롤투롤

(Roll-to-roll; R2R) 성형공정에 대한 연구를 진

행하고자 한다. 롤투롤 성형은 주로 전자인쇄 

공정이나 고분자 필름상에 미세패턴을 복제하

는 데 사용되어 왔으며,(4) 최근 금속 박판에 적

용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본 연구자의 선행연구 결과 금속박판의 롤

투롤 성형에서는 주름(Wrinkling) 결함이 발생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5) 이를 개선하기 위해 

롤금형에 유동안내부(Flow guide)를 가공하여 

유동의 균형을 개선할 수 있었다.(6) 본 연구에

서는 상기 결과를 발전시켜 유동안내부의 최적

설계를 통한 주름의 개선에 활용하고자 한다. 

  

2. 롤투롤 성형에서의 주름발생 고찰 
 

Fig. 1 에 롤투롤 성형공정의 개요도를 도시

하였다. 한 쌍의 롤을 사용하였으며, 상부 롤에 

미세패턴을 각인하여 사용하였다. 롤의 직경은 

150 mm 이며, 금속박판의 두께는 0.2 mm 이다. 

미세패턴의 깊이는 50 μm, 피치는 200 μm 로 가

공하였으며, 상부롤의 피치각(θ)은 0.2°, 롤의 

각속도는 0.035 rad/s 로 설정하였다. 

θ

0.160.05

0.20

0.20

(Unit : mm)

20o

 
Fig. 1 Schematic view of the R2R forming process 

 

 
Fig. 2 Patterned metal sheet through the R2R process 

 

Fig. 2 에 롤투롤 공정을 통해 성형된 금속

박판의 형상을 도시하였다.(6) 미세패턴은 성공

적으로 성형된 반면 전체적으로 주름이 발생함

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주름 방지를 위한 롤형상 최적설계 
 

상기 주름의 방지를 위해 Fig. 3 과 같이 롤

금형 외측에 유동안내부를 추가하였다. 유동안

내부의 설계인자는 안내부 거리(d), 폭(w), 깊이

(h), 및 잔여길이(l)로 설정하였다. Fig. 4 에 초기

설계(d: 0.5 mm, w: 0.2 mm, h: 0.05 mm, l: 0.5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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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적용한 유한요소해석 결과를 도시하였으며, 

이때 패턴부 끝단간의 길이편차(δ)는 64.5 μm

로 예측되어 유동안내부가 없는 경우(142.8 μm)

에 비해 절반 이하로 감소되었다.(6) 상기 길이

편차의 감소는 소재흐름의 균일도를 향상시켜 

주름의 발생을 방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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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chematic illustration of the flow guide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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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Deformed shape with detailed velocity profiles 

during the R2R process with the flow guide 

 

Table 1 CCD design table with responses (unit: mm) 

Guide distance (d) Guide width (m) Deviation (δ) 

0.138 0.40 0.013 

0.20 0.20 0.059 

0.20 0.60 0.002 

0.35 0.117 0.085 

0.35 0.40 0.030 

0.35 0.683 -0.005 

0.50 0.20 0.057 

0.50 0.60 0.014 

0.562 0.40 -0.050 
 

상기 유동안내부의 최적화를 위해 실험계

획법을 적용한 반응표면분석을 사용하였다. 실

험계획은 중심합성법(Central Composite Design; 

CCD)을 사용하였으며, Table 1 에 직교배열표와 

유한요소 해석결과를 요약하였다. 상기 결과를 

토대로 반응표면 분석을 실시한 결과 롤금형 

유동안내부의 최적 설계안(d: 0.45 mm, w: 0.56 

mm, h: 0.05 mm, l: 0.5 mm)을 도출할 수 있었으

며, 이를 적용하여 추가해석을 실시한 결과 길

이편차를 5.1 μm까지 감소시킬 수 있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롤투롤 성형을 이용한 금속

박판 미세패턴 성형공정에서 유동안내부를 도

입하고 형상을 최적화하여 길이편차를 초기설

계 대비 8% 수준으로 감소시킬 수 있었다. 상

기 최적설계안을 적용하여 성형시 주름발생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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