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사몰드용 수지 조성물 및 이를 포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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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요

거래유형

•

라이선스

기술가격

별도 협의

본 기술은 전사 몰드용 수지 조성물 및 이를 포함하는 전사 몰드를 이용한 전사
방법에 관한 기술임

•

표면 에너지가 제어된 폴리우레탄과 아크릴레이트 기반의 전사 몰드를 이용하여
물질층을 전사하는 방법을 제공함

기존 기술대비
장점 및 비교 우위성

본 전사몰드 조성물 및 전사몰드 방법은 아래와 같이 구성됨

구현방법 및
대표도면

•

기재의 표면접촉각을 사전 측정하고 표면에너지를 계산하여 아크릴레이트 단량체를 선정

•

폴리우레탄 아크릴레이트, 광개시제, 아크릴레이트 단량체의 함량을 결정하여 조성물을
구성하고, 초음파를 이용하여 교반 함

•

준비된 전사몰드용 조성물을 전사몰드 준비 후 몰드 상에 전사시키고자 하는 물질을 코팅함

•

대상체 상에 전사된 물질로부터 전사 몰드를 제거함

[본 기술에 따른 전사몰드 제조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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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 몰드용 수지 조성물 및 이를 포함하는 전사 몰드를
이용한 전사 방법
스탬핑 기법을 이용한 태양전지의 중간층 제조방법

다양한 필름 원단 중 폴리우레탄계 필름이나 폴리우레탄계 수지를 이용한 광학패턴
을 형성하는 기술은 반도체 공정에서 활용되는 나노임프린트 기술과 광학기술을
접목시킨 필름가공 기술로 1차적으로 신발소재 원단에 적용이 시도되고 있음

•

최근 나노임프린트 기술은 롤 형상의 스탬프를 이용한 롤 나노임프린트기술 및
유연필름에 나노패터닝이 가능한 기술 등이 개발되었음

시장동향

•

나노임프린트 시장은 시장조사 기관인 Yole에 의하면, 2018년 기준 광전자 소자
분야에 28억 달러의 규모에서 2018년에서 2024년에 걸쳐 20%의 성장률을 기록
하여 2024년에는 3D 프론트 엔드 메모리 소자 분야에 새로운 27억불의 시장이
형성되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나노임프린트 기술 유망 분야 중 UV 기반 나노 나노임프린트 기술의 수요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는 OLED의 광반사층 제조 공정과 바이오센서 분야의
디바이스 제조 공정으로 파악됨

•

따라서, 이중 백혈병, 유행성 독갑 등 질병 진단 뿐만 아니라 환경 감시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 가능한 고감도 바이오칩 응용 제품의 성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됨

(출처 : Yole, Nano-imprint Technology Trends for Semiconductor Aplications 2019)
[나노 임프린트 세계 시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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