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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원통형 롤 스탬프를 기반으로 한 유연 

기판의 패턴 전사 기술은 고속 및 연속 생산이 

가능한 장점으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나노미터 

크기의 패턴을 전사하기 위한 수단으로 열 

또는 자외선 기반의 롤 나노임프린트 

리소그래피 (Roll Nanoimprint Lithography)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1,2], 이를 위해서는 

원통형 롤 스탬프 제작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원통 표면에 나노패턴을 

제작하기 위해 광학빔, 전자빔, 이온빔 등을 

직접 조사하여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 

역시 곡률이 있는 큰 면적에 패터닝을 

수행해야 하므로 관련 시스템 제작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스탭앤플래시 임프린트 리소그래피  

(Step-and-Flash Imprint Lithography, SFIL)[3] 

기술을 응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즉, 종래의 

직접 패터닝 기술에 의해 제작된 소형 롤 

스탬프를 이용한 복제기술을 통해 대형 롤 

스탬프를 제작하는 것이다. 즉, 작은 크기의 

마스터 롤(Master Roll) 표면에 존재하는 패턴을 

대면적의 기판 롤(Substrate Roll)에 전사하는 

개념인데, 이를 위해 그림 1 과 같이 각각의 

롤을 회전하기 위한 수단을 비롯, 마스터 롤의 

좌우 이송과 가압을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 

 

 

Fig. 1 Conceptual drawing of a roll nanoimprint 

lithography system for the fabrication of a 

large-area roll stamp. 

 

2. 평행도 보상 메커니즘 
 

서론에서 언급한 두 개의 롤이 일정한 

가압력을 유지하며 선접촉을 이룬 상태에서 

패턴을 전사하기 위해서는 공정이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에서 정밀한 위치 및 평행도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패터닝이 이루어지는 

압력조건을 균일하게 유지하기 위해 

그림 1 에서 두 방향의 회전각, 즉 θY 및 θZ 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데, 이 중에서 θZ 의 

경우에는 두 롤의 중심이 나란하도록 정렬이 

된 이후에도 원통도 관리 정도에 따라 공정 

도중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  

탄성힌지 가이드를 이용한 롤 나노임프린트  
리소그래피의 평행도 보상 메커니즘 

Tilt Compensation Mechanism of the Roll Nanoimprint 

Lithography System Using a Flexure Hinge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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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Four-bar flexure hinge linkage mechanism for 

tilt compensation of the master roll 

 

 

Fig. 3 Calibration of the four-bar flexure hinge to 

minimize the initial tilt of the master roll 

 

보상에 따른 접촉면의 미끄러짐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상 과정에서 회전 중심은 

접촉면을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부품의 

간극(Clearance) 등에 의한 흔들림이 없어야 

하므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탄성 힌지(Flexure Hinge)를 

이용한 4 바 링크(Four-bar Linkage) 구조를 

제안하였다. 즉, 그림 2 와 같이 두 개의 

링크가 이들의 연장선상과 만나는 교점이 두 

롤의 접촉면 상에 위치하도록 하는 형태를 

취하도록 하는 구조이다.  
 

 

3. 조립 및 초기 위치정렬 
 

실제로 제작된 탄성힌지 가이드 구조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탄성힌지 가이드가 가져야 

할 각도 보상량의 한계를 최소화 하도록 

초기위치를 정렬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기하학적인 각도 보상이 이루어진 후에 

탄성힌지의 탄성력으로 인해 발생되는 

가압력의 차이를 최소화 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 그 힘은 탄성힌지의 탄성계수와 

보상된 각도의 곱에 비례하는 값이다. 따라서, 

그림 3 과 같이 구성된 시스템에서 탄성힌지 

고정부의 일측을 전후 방향으로 조정 함으로써 

초기 각도를 보상한 뒤, 잔존하는 각도 오차 

및 롤이 회전함으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각도 오차를 탄성힌지의 탄성 범위 내에서 

보상하도록 한다.  

 

4. 결론 
 

본 논문을 통해 대형 롤 스탬프 제작을 

위해 소형 롤 스탬프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패터닝 기술에 대한 연구 배경을 소개를 함과 

동시에 이를 위해 기구적으로 가장 필요한 

평행도 보상 메커니즘을 제안 하였으며, 초기 

각도 보상을 통한 조립을 수행함으로써 실제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하였다. 본 논문의 결과는 롤 

나노임프린트 리소그래피를 이용하여 롤 

표면에서 또 다른 롤 표면으로의 패턴 전사를 

수행하는 데에 중요한 요소 기술로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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