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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paper, we present a simple and robust fabrication method for mushroom-shaped microstructures using diverse

polymers with various modulus of elasticity. Through the repeated replica molding process, we fabricated the same PDMS

mushroom structure negative mold as the prepared silicon master mold. To evaluate the fabricating stability of the

fabricated PDMS negative mold, the mushroom-shaped structures were replicated from the mold using six types of polymer

resins with different elastic modulus and we measured superhydrophobic properties on the samples. All the fabricated

samples exhibited superhydrophobicity, and we proved the structural stability of the proposed replication method through

the measured SEM images, contact angles on the samples, and theoretical analysis based on the structural sh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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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자연계에서 볼 수 있는 미세 버섯 구조 표면에서 나타나는

초소수성 성질이나 건식접착 성질은 청정이송시스템, 소프트 로

봇시스템, 디스플레이, 의료 산업 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 적용되

고 있다. 이에 많은 연구진들이 이와 같은 기능성 마이크로/나

노 크기의 미세 버섯 구조 표면을 제작하기 위해 다양한 공정

기법을 제시하고 있다.1-8 그 중에도 레플리카 몰딩 공정 기법은

저비용으로 간단하게 대면적으로 제작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

에 이러한 버섯 구조 표면 제작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독특한 기능을 지니는 미세 버섯 모양 구조는 일반 마이크로 기

둥 구조와 다르게 구조 상단에 뿌리 기둥보다 지름이 크고 평평

한 모양의 얇은 팁이 있기 때문에 레플리카 몰딩 공정으로 제작

시 몰드로부터 고분자 구조를 분리할 때 더욱 큰 힘이 필요하게

된다. 이로 인해 분리되는 과정에서 팁을 포함한 구조가 파손되

NOMENCLATURE

SEM =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PDMS = Polydimethylsiloxane

PUA = Polyurethane acrylate

R = Diameter of mushroom tip

d = Diameter of mushroom pillar

s = Distance between the pillars


c = Contact angle of cassie state droplet on the structured

         surface

o = Contact angle of droplet on the flat surface 

1 = Fractional component of solid surface

2 = Fractional component of air g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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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분리된 직후에 개별 미세구조가 빠르게 튕겨져 나오며 인

접한 구조끼리 붙게 되는 등 공정상의 여러 결함이 발생할 수

있다.7 이러한 결함을 발생시키는 데에는 버섯 모양 구조가 지

니는 팁의 직경이나 구조의 높이, 재질의 탄성 계수 등이 영향

을 미칠 수 있다.4,7,9,10 특히, 실리콘 마스터를 몰드로 사용하여

레플리카 몰딩 과정을 진행하는 경우, 제작된 실리콘 마스터의

역상 형태의 버섯 모양 언더컷 형상으로 인하여 미세 버섯 구조

표면과 같이 팁 구조를 갖는 고분자 표면들은 일반적으로 PDMS

처럼 탄성 계수가 낮은 재질로 한정되어 제작되었다. 이는 다양

한 재료를 이용한 미세 버섯 구조의 제작에 대한 한계점으로 작

용되며 결국 다양한 표면으로의 응용가능성이 좁아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레플리카 몰딩 공정을 반복적으로 수행

하여 미세 버섯 구조와 같은 언더컷 구조 표면의 제작 한계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연구에 사용할

PDMS 고분자 미세 버섯 구조 표면을 제작하였고 PDMS뿐만

아니라 다양한 레진을 이용한 미세 버섯 구조의 효과적인 복제

를 위하여 기존의 실리콘 마스터 몰드가 아닌 PDMS를 이용한

레플리카 몰드를 제작하였다. 이를 통해 탄성 계수가 다른 여러

레진을 사용하여 복제한 샘플 표면을 제작하였다. 또한 일반적

인 고분자 레진뿐만 아니라 SiO2 나노 파티클이 포함되어 유연

하지 않고 Brittle한 고분자 레진으로도 대면적으로(1 × 1 cm2)

미세 버섯 구조를 팁 손상 없이 성공적으로 복제하였다. 복제한

표면이 기존의 버섯 구조와 동일하게 제작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사 전자 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으

로 촬영한 이미지를 비교하였다. 또한 복제한 표면이 기존의 버

섯 구조와 동일한 구조적 효과를 가지는지 판단하기 위해 구조

표면의 젖음성 특성을 측정하고 이론적으로 분석하였다.

2. 본론

2.1 다양한 고분자를 이용한 온전한 머쉬룸 형상의 마이크로 구

조 제작

본 연구에서는 음각 형태의 버섯 구조를 지니는 실리콘 마스

터를 제작하고 이를 이용하여 여러 차례의 고분자 복제 공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음각 형태의 PDMS 몰드를 제작하였다. Fig. 1

에서와 같이, 먼저 식각 저지층(SiO2 Etchstop Layer)이 있는 실

리콘 웨이퍼에 포토리소그래피 공정을 통해 원하는 크기의 패

턴을 형성하고 이를 식각 마스크로 하여 건식 식각 공정을 통해

원기둥 형상의 마이크로 필라 구조를 제작한다. 이때, 식각 저지

층까지 마이크로 필라 구조를 형성하고 이후의 과도 식각 과정

을 통해 밑면이 평평하고 넓은, 전체적으로 버섯 모양인 구조의

역상(음각) 실리콘 마스터 몰드를 제작하였다. 과도 식각 과정

은 기존의 건식 식각 과정에서 수직 방향으로 진행되는 식각층

이 식각 저지층에 도달했을 때 식각 저지층을 식각하지 못하면

서 오히려 주변의 실리콘을 수평 방향으로 식각하며 들어가는

언더컷 현상을 말한다. 이를 응용하여 Fig. 1과 같이 음각 형태

의 버섯 구조를 지니는 실리콘 마스터를 제작할 수 있다.

제작한 실리콘 마스터 위에 PDMS 주재료와 경화제를 10 : 1

로 혼합한 중합체를 40 g 정도 부은 후 70oC에서 2시간 동안 열

경화 과정을 거치면 PDMS 고분자 버섯 구조를 제작할 수 있다.

제작된 PDMS 버섯 구조를 재차 몰드로 하여 광경화성 수지인

Polyurethane Acrylate (PUA) 레진을 도포한 후 PET 필름을

Substrate로 사용하고, 자외선을 조사하여 경화시킨 뒤 떼어내면

실리콘 마스터와 같은 구조인 2차 버섯 구조 역상 패턴을 얻을

수 있다. 2차 PUA 몰드의 표면에 미세하게 경화되지 않고 남은

레진을 UV를 장시간 조사하여 완전 경화시킨 후 이를 몰드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PUA 몰드도 PDMS에 비해 탄성 계수

가 높아 높은 탄성 계수를 갖는 레진의 몰딩은 높은 확률로 결

함이 발생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낮은 탄성 계수를 갖는

NOA73 레진을 2차 PUA 몰드에 도포한 후 PET 필름을 덮은

뒤 자외선을 조사하여 경화시킨다. 2차 PUA 역상 구조와 경화

된 NOA73 구조를 분리하면 1차 PDMS 버섯 구조와 동일한 구

조의 3차 NOA73 버섯 구조를 얻을 수 있다. 이를 마찬가지로

완전 경화 과정을 거친 뒤 마지막으로 3차 NOA73 버섯 구조

표면으로부터 PDMS를 다시 복제하면 4차 PDMS 버섯 구조 역

상을 제작할 수 있는데, Fig. 2(b)는 4차 PDMS 몰드를 통해 제

작한 NOA73 5차 버섯 구조 표면이다. 제작된 4차 PDMS 몰드

는 수차례 재사용이 가능하였으며, NOA73 이외에도 PDMS를

몰드로 사용하는 다양한 레진을 사용하여 버섯 구조를 제작할

수 있다. 각 단계별 제작 과정 중에 버섯 구조 형상을 지니는 대

표적인 표면의 SEM 사진이 Fig. 2에 정리되어 있다.

Fig. 2(c)는 복제 공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구조의

Fig. 1 Illustrated schemes of repeatable replication process for

mushroom-shaped microstructure using diverse poly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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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축이 발생한 것을 시각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Figs. 2(a)와

2(b)를 겹쳐 놓은 모습이다. 이미지상에서 구조의 뿌리 직경을

측정한 결과 뿌리 직경은 약 13.9%의 수축이 있었으나, 상단 팁

의 직경은 거의 유사하여 기존 버섯 구조의 젖음성 성질을 유지

하는 것에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PDMS 패턴과 5차 NOA73 패턴의 전체적인 형상에서는 차

이를 보이지 않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고분자를 이용하여 여러

번의 복제 공정을 거치면서도 대면적으로 버섯 구조 패턴이 성

공적으로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제작한 실리콘 마스터 몰드는 언더컷 구조를 갖고 있어

유연하지 않은 재질의 고분자를 이용하여 복제 공정을 수행하

면 고분자 경화 이후 이형 시 버섯 구조의 가장 윗부분인 팁이

파손될 수 있다. 실리콘 마스터 몰드뿐만 아니라, Fig. 3에서 볼

수 있듯이, 강성이 높은 고분자 재료인 2차 PUA 몰드에서도

Brittle한 고분자 레진으로 버섯 구조 제작 시 팁이 파손될 수 있

다. 최종 형상에서 팁이 파손된 고분자 구조는 처음 설계했던

기능을 상실하기에 공정상의 실패로 간주된다. 즉, 실리콘 마스

터와 2차 PUA 몰드와 같은 탄성 계수가 높은 물질로 이루어진

버섯 구조의 음각 몰드에서는 PDMS와 같이 탄성 계수가 낮은

고분자 물질의 복제만 가능하게 된다.7,8 이는 물질의 다양성을

제공하지 못하는 단점으로 지적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본 논

문에서는 탄성 계수가 낮은 4차 PDMS 음각 몰드를 제작하였고

Fig. 3에서와 같이 이를 이용하여 최종 구조물을 제작할 때, 다

양한 고분자 물질을 사용하더라도 팁 부분이 손상되지 않고 온

전히 이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4에 정리된 SEM 사진은 SiO2 나노 파티클이 포함된

PUA 레진으로 제작한 버섯 구조를 각각 2차 PUA 몰드와 4차

PDMS 몰드에서 제작한 결과물을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Fig.

4(a)는 2차 PUA 몰드로 제작한 나노 파티클 레진 버섯 구조로

거의 대부분의 팁이 파손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Fig. 4(b)는 4차 PDMS 몰드로 제작한 같은 재질의 패턴으로 팁

손상 없는 대면적 버섯 구조를 제작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Fig.

4(c)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파손된 팁 단면을 확대하여 살펴보

면 나노 파티클이 레진과 분리되며 돌출되어 있다. 해당 PUA 레

진은 SiO2 나노 파티클이 포함되어 있어 다른 레진에 비해 유연

Fig. 2 SEM images of (a) 1st PDMS pillars, (b) 5th NOA73 pillars

and (c) Shrinkage of pillars

Fig. 3 Schematic illustration showing the difference in replication

process using 2nd PUA 301 mold and 4th PDMS mold

Fig. 4 SEM images of the fabricated microstructures using (a) 2nd

PUA301 mold and (b) 4th PDMS mold. The magnified SEM

image of broken structure and mold are shown in (c) and (d),

respectively. The magnified SEM image of whole structure

and mold are shown in (e) and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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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고 이로 인해 복제 공정 과정에서 팁이 더욱 쉽게 깨질

수 있다. NOA73 몰드로 제작 시에도 Fig. 4(d)와 같이 높은 확

률로 몰드에 팁이 박혀서 버섯 구조 몰드로써의 사용이 불가능

하였다. 하지만 Fig. 4(e)에서 보이는 것처럼 4차 PDMS 몰드를

통해 제작하면 SiO2 나노 파티클이 포함된 PUA 레진이라 하더

라도 팁이 안정적으로 형성되고 Fig. 4(f)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사용 후의 4차 PDMS 몰드도 재사용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2.2 다양한 고분자로 제작된 머쉬룸 형상 구조 표면에서의 젖음

성 비교

제작된 4차 PDMS 몰드의 제작 안정성을 증명하기 위해

Table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PDMS를 제외하고 다양한 탄성 계

수를 갖는 UV 경화성 고분자 레진을 사용하여 동일한 4차

PDMS 몰드를 통해 버섯 구조를 순차적으로 제작하였다.11,12 기

본적으로 미세 버섯 구조를 가지는 표면은 초소수성(CA > 150o)

성질을 지니게 된다.1-3 그러나 1차 PDMS 버섯 구조와 레플리

카 몰딩 공정을 반복하여 제작한 5차 버섯 구조를 비교하면 공

정 과정에서 발생한 수축으로 인해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제작된 5차 버섯 구조 표면이 1차 PDMS 버

섯 구조와 동일하게 안정적으로 초소수성 성질을 가지는지 확

인하기 위해 제작된 샘플에 물방울을 떨어뜨려 접촉각을 측정

하였다. 이때 재질에 따른 접촉각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제작된

6개의 샘플과 동일한 재질의 아무 구조가 없는(Bare) 샘플도 각

각 제작하여 접촉각 비교 실험에 사용하였다.

Fig. 5는 제작된 총 6개의 샘플과 같은 재질의 Bare 샘플에서

의 표면상에서의 접촉각을 그래프로 표시한 것이다. 제작된 버

섯 구조 표면상에 맺혀 있는 물방울의 광학 이미지를 함께 표시

하였다. Fig. 5에 보이듯이 제작된 1차 PDMS 미세 버섯 구조에

의해 접촉각이 증가하여 해당 표면에서 초소수성 성질을 지니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어서 다양한 5차 버섯 구조 샘플들

도 재질에 상관없이 모두 초소수성을 나타냈다. 특히 PUA 재질

에서는 고유 접촉각이 PDMS와 달리 90o보다 작더라도 버섯 구

조를 형성한 표면에서는 동일한 초소수성을 나타냈다. 이는 제

작된 샘플에서 접촉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구조가 지배적

이기 때문이며 제작된 5차 구조는 1차 구조와 같은 젖음 특성을

갖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실험 결과를 해석하기 위해 이론적으로 분석하였다.

표면의 젖음성을 대표적으로 설명하는 이론으로 Cassie/Wenzel

공식이 있다. 표면상의 구조물과 액적 사이의 공기층으로 인해

젖지 않았을 때의 접촉각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본 연구에서는

구조 표면에서 초소수성을 나타내므로 Cassie 상태로 접근하였

다. Cassie 상태의 방정식은 아래 식(1)과 같다.

cosc = 1cos
o
 2 = 1(cos

o
+1)1 (1)

이때 c는 구조 위에서의 액적의 접촉각이고 o는 이론적으로

거칠기가 없는 표면에서의 고유접촉각이다. 1는 구조와 액적이

접촉하고 있는 면적과 전체 사영면적의 분율을 의미하고 2는

액체와 접촉한 나머지 영역의 분율을 나타낸다. 이때 제작된 버

섯 구조 표면에서의 1을 표현하면 다음 식(2)와 같다.

2 = = (2)

따라서 제작된 표면에서의 Cassie 방정식을 다시 표현하면,

(3)

으로 표현할 수 있다.2

이렇게 얻은 버섯 구조 표면에서의 Cassie 상태의 이론적 접

촉각과 실험적으로 측정한 각 재질에서의 고유접촉각, 실험적으

로 측정한 버섯 구조 표면상의 접촉각을 Table 2에 정리하였다.

이를 보면 Cassie 방정식으로 구한 접촉각보다 실험 결과가 더 큰

접촉각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Cassie 방정식에서는

droplet contact area

projected area of the composite interface

R
2

d s+ 
2

-----------------

cos
c

R
2

d s+ 
2

----------------- cos
o

1+  1–=

Table 1 Elastic modulus of six-different materials using in the

experiment

Polymer (Commercial name) Elastic modulus (E) [MPa]

Polydimethylsiloxane 10 : 1

(Sylgard 184)
2.61±0.021

Polyurethane acrylate type A

(301RM)
- 19.8

Polyurethane acrylate type B

(311RM)
> 320

Norland optical adhesive

(NOA63)
1,655

Norland optical adhesive

(NOA73)
11

Polyurethane acrylate with SiO2

particle (NDR9600)
-

Fig. 5 Measured contact angles of DI water on the fabricated

surfaces using six-different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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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기둥 구조에서의 값과 버섯 구조에서의 값이 차이가 없게

된다. 따라서 버섯 구조의 팁에 의한 효과를 정확히 설명할 수

없다. 기둥 구조 표면에서 구조물과 액체 사이의 공기층은 구조

와 구조 사이의 Meniscus에 의해 결정된다. Fig. 6에 보이는 바

와 같이 일반 기둥 구조에서 고유접촉각이 90°보다 크면 아래로

볼록한 Meniscus가 형성되어 액체의 모세관 힘은 위로 작용하

며 공기층이 유지될 수 있지만, 90°보다 작으면 Meniscus는 위

로 오목하게 되어 액체의 모세관 힘은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여

Wenzel 상태가 된다. 

반면 버섯 구조에서는 팁에 의해 구조 끝단의 각도가 90°보

다 작아지게 된다. 그에 따라 고유접촉각이 90°보다 작을 때도

Meniscus가 아래로 볼록하게 형성되어 Cassie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2,3 이에 따라 PUA에서의 고유접촉각은 90°보다 작지

만 PUA로 제작된 구조 표면에서도 Cassie 상태를 유지하며

PDMS 버섯 구조와 마찬가지로 초소수성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

하였다. 

이러한 실험 결과를 통해 언더컷 구조를 지니는 제작된 4차

PDMS 몰드로 미세 버섯 구조가 안정적으로 제작되어 그에 따

른 초소수성 성질을 갖는 표면을 다양한 탄성 계수의 재질로 제

작할 수 있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3. 결론

본 연구를 통해 다양한 탄성 계수를 갖는 미세 버섯 구조의

제작 방법을 제시하였다. 실험에 사용할 미세 버섯 구조의 음각

실리콘 마스터를 MEMS 공정을 통해 제작하고 이를 반복적인

고분자 복제 공정에 사용하여 유연한 PDMS 음각 몰드를 제작

하였다. 제작된 PDMS 음각 몰드의 제작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서로 다른 탄성 계수를 갖는 5종류의 고분자 버섯 구조 샘플을

PDMS 음각 몰드를 통해 제작하고 초소수성 실험을 진행하였다.

제작된 버섯 구조는 고유접촉각에 상관없이 초소수성 성질을 나

타냈다. 이는 언더컷 구조인 팁에 의해 구조각이 바뀌어 Meniscus

가 변하며 Cassie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에 의한 결과로

제작된 샘플의 팁이 온전히 제작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

서 본 연구를 통해 건식접착이나 초소수성 성질 등을 갖는 미세

버섯 구조를 다양한 고분자를 이용하여 복제 가능한 공정 방식

을 제시하였고 이를 통해 여러 분야로의 응용 가능성을 확대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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