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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there have been considerable attentions on nanoimprint lithography (NIL) by the display device and

semiconductor industry due to its potential abilities that enable cost-effective and high-throughput nanofabrication.

Although one of the current major research trends of NIL is large-area patterning, the technical difficulties to keep the

uniformity of the residual layer become severer as the imprinting area increases more and more. In this paper we focused

on the deformation of the 2nd generation TFT-LCD sized (370 × 470 mm2) large-area soft mold in the UV imprinting

process. A mold was fabricated with PDMS(Poly-dimethyl Siloxane) layered glass back plate(t0.5). Besides, the mold

includes large surrounding wall type protrusions of 1.9 mm width and the via-hole(7 µm diameter) patterend area. The

large surrounding wall type protrusions cause the proximity effect which severely degrades the uniformity of residual layer

in the via-hole patterend area. Therefore the deformation of the mold was calculated by finite element analysis to assess

the effect of large surrounding wall type protrusions and the flexiblity of the mold. The deformation of soft mold was

verified by the measurements qualita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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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나노 임프린트 리소그래피 (Nanoimprint Lithogra-

phy, NIL) 공정은 1990년대 중반에 최초 제안된 이래,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기존 고가의 포토 리

소그래피 공정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으로 활발한 연

구가 이루어지고 있다[1,2]. NIL은 몰드(혹은 스탬프)

에 기 형성되어 있는 나노 구조의 패턴 형상을 기계적

가압을 통해 반복적으로 기판에 전사시키는 기술로서,

사용되는 레지스트의 종류 및 경화시키는 방법에 따라

대체적으로 열 나노임프린트 리소그래피 (Thermal

NIL)와 자외선 나노임프린트 리소그래피(UV NIL)로

구별된다[3,4]. 이중 특히, UV NIL은 상온 및 저압 조

건에서 공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산성 면에서

Thermal NIL에 비해 강점을 갖는다. 

최근 임프린팅 공정의 상용화에 있어, 주요한 연구의

방향은 공정의 고속화와 대면적화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주로 웨이퍼 기반의 배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포토리

소그래피 공정에 비해, 임프린팅 공정은 롤(Roll) 기반의

연속 생산이 가능하여 고속화 측면에서 유리한 것으

로 알려져 있다. 반면 대면적화 측면에서는, 특히 임

프린팅 공정이 전면 가압 방식으로 이루어질 경우, 여

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임프린팅 면적이 증가할수록, 몰드 상면 전면적에 걸

쳐 균일한 압력으로 가압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 나

아가 상면에 균일한 압력을 가한다 할지라도, 몰드에 형

성되어 있는 패턴의 형상 및 크기가 일정치 않고 다양하

다면, 몰드와 기판 사이의 레지스트에 압력불균형이 발

생하고 이는 결국 기판에 전사되는 패턴의 잔류층 불균

일을 초래하게 된다[5]. 더욱이 기판의 두께 공차나 스테

이지의 편평도 공차를 고려한다면, 잔류층 불균일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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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 커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저강성의 유연(Soft) 몰드를 사용하여 종래의 전면 가압

과 달리 롤러(Roller)를 사용하여 가압하는 방법이 제안

되어 연구되고 있다[6,7]. 유연 몰드를 사용할 경우, 롤

공정으로의 적용이 쉬운 한편, 전면 가압 공정에서도 균

일 가압을 얻기 용이한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2세대 TFT-LCD 유리기판(370 × 470

mm2)을 대상으로 하는 전면 가압 방식의 임프린팅 공

정[8]에서, 가압시 몰드의 탄성변형으로 초래되는 전사

패턴 전체의 왜곡을 조사하기 위하여 대면적 유연 몰

드의 변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인덴

테이션 시험(Indentation Test)과 유한요소 해석과의 매

칭을 통하여 유연 몰드의 탄성계수를 구하였다. 한편

마이크로미터 스케일의 미세 패턴의 영향을 고려하여

수십 mm 스케일의 몰드 전면적의 변형을 계산하기 위

하여 유효 탄성계수[9]를 도입하였다. 마지막으로 몰드

전면적의 가압 방향의 탄성 변형 및 분포를 계산하고,

이를 실험치와 비교하여 해석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2. 인덴테이션 시험에 의한 탄성계수 추정

2.1. 대면적 유연 몰드 소개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임프린트용 몰드는 2세대형

TFT-LCD의 크기 즉, 470 × 370 mm2의 면적을 갖는다.

Fig.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몰드에는 전면에 걸쳐 2.2

inch TFT-LCD 크기의 패턴 셀(Cell)이 총 24개가 배치

되어 있다. 각 셀의 형상을 개략적으로 설명하면 다음

과 같다. 먼저 각각의 셀은 약 1.9 mm 폭의 대형 외벽

(Large Surroungding Wall) 형태의 돌출부(Protrusion)

로 둘러 쌓여 있고, 내부에는 직경 7 µm의 실린더형

도트 패턴(Dot Pattern) 돌출부가 등간격으로 배치되어

있다. 이 실린더형 도트 패턴은 최종 패턴에 비아홀

(Via Hole)을 형성한다.

한편 이 몰드는 그 크기상 극대면적의 임프린팅 몰드

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전면 가압에 의한 임프린팅

공정을 상정할 경우, 패턴 크기의 비정칙성, 몰드 및 스

테이지의 편평도 및 국소적인 두께 공차, 압력 불균일

등의 영향을 받아 최종 형성되는 패턴의 잔류층 균일도

를 심각히 저해할 수 있다. 이렇게 대면적 지향의 임프

린팅 공정에서는 압력 불균일을 해소하기 위하여 연신

율이 큰 PDMS(Poly-dimethyl Siloxane) 등의 유연성 있

는 재료를 사용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 사용된 몰드는,

Fig.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먼저 몰드 전체의 강성확보를

위하여 0.5 mm 두께의 평면 유리기판을 사용한다. 그리

고 이 유리 기판 위에 마스터 몰드로부터 임프린팅 공정

을 통해 형성된 두께 20 mm 미만의 PDMS 재질의 패턴

이 형성되어 있는 구조를 갖는다. 따라서 유리 기판을

통해 적절한 강성을 확보하고, PDMS 몰드의 높은 연신

율을 통해 잔류층 균일성을 도모할 수 있다. 

2.2 인덴테이션 시험에 의한 탄성계수 측정

2.1절에서 전술하였듯이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몰드

는 24개의 단위 셀을 가지고 있고, 각각의 셀에서 대형

외벽 형태의 돌출부가 내부의 미세 도트 패턴을 둘러

싸고 있다. 이 대형 외벽 형태의 돌출부는 TFT-LCD의

외부 배선을 위하여 패턴 형성시 반드시 필요한 부분

으로, 디스플레이, 센서 등 여타의 미세 패턴이 필요한

소자에는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기도 하다. 하지

만 이렇게 상대적으로 거대한 크기의 돌출부는 근접

효과(Proximity Effect)를 발생시켜 임프린팅 공정에 악

영향을 초래한다. 즉, 대형의 외벽 돌출부가 임프린팅

시 레지스트 물질의 대량 이동을 촉발시켜 대형 외벽

내부의 도트 패턴이 형성되어야 할 영역의 잔류층 및

가압 균일성을 심각하게 저해시키기 때문이다. 여기에

만일 강성이 낮은 유연 몰드를 사용한다면 몰드가 변

형된 채로 임프린팅 공정이 수행될 것이므로 최종 패

턴의 잔류층 두께를 더욱 불균일하게 만들 것이다. 따

라서 단위 셀 전체에서 유연 몰드의 변형에 의한 잔류

층 두께 분포를 계산하여 공정 변수를 최적화할 필요

가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하여 먼저 전면

가압 시 몰드에서 탄성 변형이 크게 발생할 것으로 예

상되는 PDMS 부분의 탄성 계수를 측정하기 위하여

인덴터(MTS Nano Indenter XP)를 이용하여, 비아홀

형성용 실린더형 돌출부에 인덴테이션 시험을 수행하

였다. 여기서 실린더형 돌출부의 지름은 7 µm, 두께는

Fig. 1. TFT-LCD 2nd generation sized large area glass

mold where PDMS patterns are lay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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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µm이며 돌출부를 제외한 PDMS 층의 두께는 각각

12, 17 µm로 2종류이다. 따라서 돌출부를 포함하는

PDMS패턴층의 총 두께는 각각 14.6 µm 및 19.6 µm로

서, 이 2종류의 패턴에 대해 인덴테이션 시험을 수행하

였다. 인덴터 팁의 형상은 실린더형을 사용하였다. 다

수의 시험결과로 취득된 하중-변위 곡선에서 제하

(Unloading) 곡선의 최대하중부분에서 측정된 탄성계

수는 약 3000 MPa 정도의 값을 보였다. 

측정된 탄성계수가 PDMS 몰드의 탄성거동을잘 나타

내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여 실린

더형 평면 팁의 인덴테이션 시험 결과와 비교하였다. 해

석에는 상용 유한요소해석 소프트웨어인 MARC를 사용

하였다.

해석상의 가정 및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고려하고 있는 유연몰드의 패턴은 주기적 형

태로 형성되어 있으므로 대형 외벽을 제외하면 x, y축

대칭형태이다. 따라서 유한요소모델은 Fig. 2와 같이 면

내1/4 대칭형 모델(In-plane quarter symmetric model)을

취하였다. 이에 따라 유한요소모델의 옆면은 각각 x축,

y축 대칭 경계조건을 부여하였다. 둘째, 유리기판-

PDMS 패턴층의 2중 구조의 유연몰드에서 유리기판은

PDMS 층에 비해 충분히 강성이 크므로 본 해석에서는

유한요소모델에서 제외하고, PDMS와 유리기판의 접합

부의 가압축 방향(z 축) 변위를 구속하였다. 셋째, 인덴

터를 모사하는 접촉면(Contact Surface)을 생성하여 비

아홀 형성용 실린더형 돌출부를 인덴테이션 시험과 같

이 0에서 7 mN까지 순차적으로 가압하였다. 마지막으

로 PDMS재료는 선형 등방성 탄성체로 가정하였다. 본

연구의 대면적 임프린팅 공정에서 고려하고 있는 임프

린팅 압력은 3 bar 미만의 값이다. 이때 발생하는

PDMS층의 변형은 신장률 110 % 내외로 소변형에 해

당되어 비선형성이 작기 때문에 Mooney-Rivlin이나

Ogden의 초탄성 구성방정식[10]으로 고려하지 않고, 해

석의 편의상 선형 탄성 가정을 도입하였다. 

이상과 같은 유한요소모델, 경계 및 하중 조건을 사

용하여 인덴터의 가압력 변화에 따른 PDMS 층의 변형

을 계산하여 인덴테이션 시험 결과와 함께 Fig. 3에 나

타내었다. 탄성계수는 인덴테이션 시험결과로 구해진

3000 MPa을 포함하여 1000~3000 MPa 범위의 3~4 개

Fig. 2. In-plane quarter-symmetric finite element model of

a patterned PDMS layer

Fig. 3. Comparison between the results of indentation test

and isotropic linear finite element analysis when

the thickness of PDMS layer is (a) 14.6 µm and,

(b) 19.6 µ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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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값을 선택하였다. 

먼저 각각의 두께에 대해 3회씩 수행된 인덴테이션

시험 결과를 살펴보면, 위로 볼록한 부분이 재하

(Loading) 곡선을, 오목한 부분이 제하(Unloading) 곡

선을 나타낸다. 재하 곡선의 경우, 고무유사재료

(Rubber-like Material)의 전형적인 초탄성 거동(Hyper-

elastic Behavior)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유한요소

해석결과를 살펴 보면, E = 3000 MPa인 경우가 PDMS

층의 두께(돌출부 포함) 14.6 µm 및 19.6 µm 모두에

대해, 제하 및 재하의 초기 거동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유한요소해석 결과는 선형탄

성체 가정 하에 수행된 것이므로 PDMS 재료의 초탄

성 거동을 완벽히 모사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전술하였

듯이 본 연구의 대면적 임프린팅 공정에서는 임프린팅

압력이 3 bar 미만으로 작기 때문에 실제 임프린팅시

의 변형을 추정하는데 상대적으로 오차가 매우 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3. 대면적 유연 몰드의 변형

3.1. 유효물성치 계산

본 연구의 주요 목표는 Fig. 1에 나타낸 대면적 몰드

에서 전면 가압 임프린팅 공정 중 발생하는 몰드의 변

형을 계산하는 것이다. 이것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24 개의 셀 중, 하나의 변형을 계산하는 문제로 대치될

수 있다. 그런데 이 단위 셀은 너비 1900 µm 의 대형

외벽(Large Surrounding Wall) 돌출부가 내부의 직경

7 µm 의 비아홀 형성용 실린더형 미세 패턴을 둘러싸

고 있는 형태를 갖는다. 따라서 기하학적 스케일 차가

너무 커서 모든 기하학적 요소를 정확히 고려하여 변

형 해석을 수행할 수는 없다. 

이에 따라 유효 탄성계수(Effective Elastic Modulus)

를 도입하여 단위 셀 내부의 미세 패턴의 효과를 고려

하였다. 여기서 유효 탄성계수라 함은 미세 패턴에서

발생하는 변형과 동일한 크기의 변형이 미세 패턴이

없는 벌크 형상에서 발생하도록 조정된 탄성계수를 의

미한다. 이 탄성계수를 고려하면 미세 패턴을 고려하지

않고 평판 형상만을 고려하여도 z 축 방향의 변형을

큰 오차 없이 구할 수 있다. 

유효물성치를 계산하는 방법을 개략적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동일한 가압 조건 하에 비아홀 형성

용 실린더형 돌출부가 형성된 몰드 패턴(Fig. 4a)과 대

형 외벽 돌출부의 평판 형상(Fig. 4b)에 대해서 접촉

경계조건을 고려한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여 가압력

방향(z 축)의 변형을 계산한다. 둘째, 가압력에 따른 몰

드 전면의 변형 분포를 계산할 때, 실린더형 돌출부의

미세 패턴을 모두 고려할 수는 없고, 이를 평판으로

고려하기 위해서는 첫번째 단계의 Fig. 4b에 계산한

벌크 형태에 대해 실린더형 돌출부의 미세 패턴과 같

은 크기의 변형이 발생하는 유효탄성계수를 계산하는

것이다. Figure 4는 전술한 방법에 의거, 19.6 µm의

총 두께, 2 bar의 임프린팅 압력조건, E = 3000 MPa,

υ = 0.37을 고려하여 수행된 유한요소해석 결과를 나

타낸다. 

비아홀 형성용 패턴(Fig. 4a)과 대형 외벽 돌출부

(Fig. 4b)의 z축 방향 변형은 각각 35 nm와 0.74 nm정

도로 계산되었다. 따라서 비아홀 형성용 패턴 형상을

대형 외벽 돌출부와 같은 벌크 형상으로 고려하기 위

해서는 동일 압력하에 양자간 변형이 같아져야 하므로

유효탄성계수 Eeffective= 63.4 MPa로 계산되었다.

Fig. 4. Deformation of (a) via hole pattern area and (b)

large surrounding wall area in z-dir. by imprinting

pressure of 2 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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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유한요소해석에 의한 몰드 변형 계산

3.1 절에서 계산된 유효물성치에 근거하여 Fig. 1의

몰드 전면적에서 24개의 단위 셀 중 하나에서 임프린

팅 시에 발생하는 몰드 변형을 계산하고자 한다. 본 연

구에서는 몰드의 변형을 계산할 때, UV 레지스트는 제

외하였다. 실상 임프린팅 공정 중 몰드의 변형은 가압

시 UV 레지스트와 유연 몰드 간의 상호 작용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정확한 몰드의 변형을 계산하기 위해

서는 UV 레지스트를 모델에서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 고체와 유체의 연성 해석이 필요하므로 모델

링이 복잡하고 계산시간이 매우 많이 걸리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 전초 단계로 임

프린팅 압력에 의한 몰드의 변형만을 먼저 계산하여

이의 전사된 최종 패턴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며, 몰

드와 레지스트를 복합적으로 고려하는 연성 해석은 향

후 수행하고자 한다.

유한요소모델에 대해 설명한다. Figure 1에 보인 바

와 같이, 본 연구에서 고려하는 대면적 몰드는 유리기

판에 PDMS 패턴 층을 올린 2층 구조이다. 인덴테이션

시험과는 달리 14.6 µm와 19.6 µm의 총 두께를 갖는 2

개의 PDMS 층 중에서 19.6 µm 총 두께의 패턴만을

고려하였다. 모델링 시 미세 패턴이 있는 영역에 대해

서는 Fig. 4b와 같이 벌크 형상의 평판 형태로 모델링

하되 유효탄성계수를 부여하여 미세 패턴의 역학적 영

향을 고려한다. 최종 구성된 유한요소모델을 Fig. 5에

나타내었다. Figure 5는 Fig. 1의 24개의 단위 셀 중 하

나의 유한요소모델이다. 기하학적 대칭성을 고려하여

면내 1/4 대칭형 모델(In-plane Quarter Symmetric

Model)로 모델링 되었으며, 전술한 바와 같이 미세 패

턴이 존재하는 영역에 유효탄성계수를 부여하였다. 

이와 같은 모델링 방법으로 몰드의 PDMS 패턴층

변형을 예측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먼저 전면

가압(2 bar) 조건 하에 Fig. 5의 모델에 대해 탄성 변

형해석을 수행한 후 단위 셀의 중간지역에 발생한 z

축 변형 혹은 변형률을 구한다. 그리고 이 결과를 Fig.

4a에 나타낸 비아홀 형성용 실린더형 돌출부의 단위

모델에 대해 동일 임프린팅 압력하에 발생하는 z 축

변형 혹은 변형률을 계산한 결과와 비교하여 그 차이

를 확인한다. 여기서 그 결과의 차이가 만일 크지 않

다면, 유효물성치를 고려한 모델링의 정당성을 확인할

수 있다. 

유효물성치를 고려한 유한요소모델을 통해 몰드의

변형을 계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총 두께 19.6

µm를 갖는 PDMS 층의 경우, 비아홀이 형성되는 미세

패턴영역 중앙 부위에서의 변형은 0.0349 µm 로 계산

되었다. 이 경우, z 축 방향 변형률은 34.9/19600

= 0.1781% strain 으로 계산되었다. 한편 Fig. 4a의 비

아홀 형성용 실린더형 돌출부 즉, 미세패턴을 고려한

단위모델에서 동일 압력하에 발생한 z 축 방향 변형은

35.0 nm였는데, 이 경우 z 축방향 변형률은 35.0/19600

= 0.1786% strain 이다. 원래의 물성치를 고려한 단위

모델과 유효물성치를 고려한 몰드 전체 모델이라는 양

자간의 모델링 차이에도 불구하고, 변형률의 차이는

0.28% 이하로 나타나, Fig. 5의 유효물성치를 고려한

몰드 전체의 유한요소모델이 미세 패턴의 z 축 방향

변형을 잘 예측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Fig. 1의 2세대 TFT-LCD 사이즈의 유리

기판-PDMS 패턴층 몰드의 단위 셀 1/4 대칭 모델에

대해 z 축 방향 변형을 계산하여 Fig. 6에 나타내었다. 

임프린팅 압력 2 bar에 대해 강성이 높은 대형 외벽

돌출부의 변형은 미미하고 상대적으로 강성이 낮은 비

아홀 형성용 미세 패턴 영역을 위주로 변형이 발생함

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몰드의 단위 셀 중앙부의 장

Fig. 5. Finite element model for the calculation of mold

deformation at (a) front-side view and (b) back-

side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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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을 가로질러 z 축 방향 변형을 계산하여 Fig. 7에 나

타내었다. 여기서 몰드의 변형은 일반적으로 몰드 패턴

에 대형의 외벽 돌출부가 존재할 경우, 근접효과에 의

해 발생하는 잔류층 불균일의 형태와 매우 닮아 있다.

즉, 미세 패턴이 존재하는 중앙 영역에서는 잔류층이

비교적 균일하지만 대형 외벽과 잔류층으로 이어지는

대형 외벽 돌출부의 근접 영역에서는 잔류층에 큰 변

화가 생기는 것이다. 

실험과의 비교를 위하여 동일 몰드를 기준으로 단위

셀에 대하여 2 bar의 같은 크기의 임프린팅 압력의 전

면 가압을 기준으로 임프린팅 공정을 수행하였다. 최종

전사된 패턴에 대해 K-MAC사의 박막 두께 측정기를

이용하여 잔류층 두께를 측정하였고, 이를 Fig. 8에 나

타내었다. 

잔류층 분포를 보면 Fig. 7의 몰드의 변형 분포와 다

소 차이점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유연 몰드의 낮은 강성과 대형 외벽 형태

의 돌출부가 잔류층 불균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단, 잔류층의 두께와 몰드 변형의

정량적인 값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몰드의 변형을 계산할 때, UV 레지스트의 영

향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2세대 TFT-LCD 크기의 유리기판-

PDMS 패턴 2중 구조의 대면적 유연 몰드(370 × 470

mm2)를 대상으로 하는 전면 가압 방식의 임프린팅 공

정에서 발생하는 유연 몰드의 변형을 계산하였다. 

먼저 7 µm 직경의 비아홀 형성용 실린더형 미세 패

턴이 존재하는 총두께 14.6, 19.6 µm의 PDMS 패턴층

의 탄성계수를 인덴테이션 시험을 통해 측정하고 유한

요소해석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본 논문에서 사용된 몰

드의 PDMS 재료는 약 3000 MPa의 탄성계수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몰드 패턴에 포함되어 있는 대형 외벽 형태의

돌출부는 대량의 물질이동에 의한 근접 효과를 발생시

켜 미세 패턴 영역의 잔류층 균일도를 심각하게 저하

시킨다. 더욱이 본 논문에서와 같이 유연 몰드를 사용

할 경우 몰드 변형에 의해 잔류층 불균일의 양상이 더

욱 복잡해 진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임프린팅 공

정에서 발생하는 몰드 전면적의 변형 분포를 유한요소

해석을 통하여 계산하여 그 양상을 살펴보았다. 유한요

소모델링시 유효 물성치를 도입하여 미세 패턴의 효과

를 고려할 수 있었다. 그 결과 몰드의 변형 분포는 실

험으로 측정된 전사 패턴의 잔류층 두께 분포와 정성

적으로 잘 일치하여 서로 상관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유연 몰드를 사용하는 대면적 임프린팅

공정에서 잔류층 균일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임프린팅

공정의 공정 변수를 최적화하는데 몰드 변형의 영향을

Fig. 6. Deformation of PDMS layer of the mold at out-

of-plane direction(z-dir.) under the imprinting

pressure of 2 bar by finite element analysis, where

PDMS layer thickness is 19.6 µm.

Fig. 7. Calculated deformation distribution of PDMS

layer of the mold at out-of-plane direction(z-

dir.) under the imprinting pressure of 2 bar by

finite element analysis; Dashed blue lines mean

the width of large surrounding wall protrusions,

where PDMS layer thickness is 19.6 µm.

Fig. 8. Measurement of the residual layer thickness of the

transferred pattern under the imprinting pressure

of 2 bar, where PDMS layer thickness is 19.6 µ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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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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