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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recent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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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ajor

disadvantage of thermal NIL is the thermal cycle, that is, heating over glass transition temperature and then cooling below

it, which requires a significant amount of processing time and limits the throughput. One of the methods to overcome

this disadvantage is to improve the cooling performance in NIL process. In this paper, a numerical analysis model of

cooling system in thermal NIL was development by CAD/CAE program and the performance of the cooling system was

analyzed by the model. The calculated temperatures of nanoimprint device were verified by the measurements. By using

the analysis model, the case that the cooling material is replaced by liquid nitrogen is investig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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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나노임프린트 리소그래피 (Nanoimprint lithography,

NIL) 공정은 단순성을 최대 강점으로 저비용 나노패턴

을 가능하게 한다. 10 nm이하의 패턴까지 제조 할 수

있고 고해상도의 패턴을 저가격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뿐만 아

니라 LCD 등의 디스플레이 산업에서도 기존 광 리소

그래피 공정을 대체 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2].

나노임프린트 리소그래피는 레지스트 종류와경화 방

식에 따라 열 나노임프린트 리소그래피(Thermal NIL)

와 자외선 나노임프린트 리소그래피(UV NIL)로 나뉜

다. 이중 Thermal NIL은 패턴을 전사하고자 하는 기판

위에 주로 PMMA (Polymathyl-methacrylate) 등의 열

가소성 폴리머 재료를 스핀 코팅 등의 방법을 이용해

도포하고 소프트 베이킹 공정을 거쳐 솔벤트를 증발시

켜서 상온 고체 상태의 레지스트를 형성한다. 기판의

온도를 폴리머의 유리천이 온도(Glass transition tem-

perature) 이상으로 가열하여 폴리머 레지스트의 점도

를 낮춘 상태로, 그 상면에 윈하는 패턴이 기형성 된

몰드를 올려놓고 가압한다. 이때 충분한 시간을 두고

가압하여, 점도가 낮아진 액상의 폴리머가 몰드의 중공

부로 완전히 충전되도록 한다. 몰드의 패턴 면은 이형

시 폴리머와의 점착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점

착 방지 코팅(Anti-sticking coating) 처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온도를 유리천이온도 이하로 충분히 냉각

시켜 폴리머 레지스트를 경화시킨다. 냉각 중에는 가압

상태를 유지하여 경화 중 발생 할 수 있는 폴리머의 수

축을 최소화 한다. 마지막으로 몰드를 기관으로부터 이

형하고, 이방성 에칭 공정을 수행하여 잔류층(Residual

layer) 를 제거한다.

Thermal NIL공정에서는 폴리머 레지스트를 유리천

이온도 이상으로 가열했다가 다시 냉각하는 가열-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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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따라서 Thermal NIL의 생

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3-5]. 

본 연구에서는 Thermal NIL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

여 냉각시스템의 개선을 도모하였다. 먼저 실험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임프린트 장비의 냉각시스템에 대하여,

CAD/CA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열해석 모델을 개발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물을 냉매로 사용하는 기존 수

냉식시스템의 냉각성능을 해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냉

각시스템의 성능향상을 위하여 액체질소를 냉매로 사

용하는 경우에 대해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2. 임프린트 장비 구조

본 해석은 사용 된 임프린트 장비는 NND사의

NANOSIS 6200모델로 Thermal NIL과 UV NIL 모두

가능한 모델이다. 이중 챔버의 압력용기 방식으로 스탬

프와 기판을 균일하게 가압하게 되어 있으며, 최대

150 mm 직경의 기판을 사용할 수 있다(Fig. 1 참조). 

이중 챔버 구조의 임프린트 구조를 자세하게 설명하

면 다음과 같다. Fig. 2의 (a)는 이중챔버의 단면으로

상부챔버(1)와 하부챔버(2)로 구성되어있고 하부챔버에

히터(3)와 수냉식 쿨러(4)가 포함 되어있다. 상부챔버

에는 고무판(Rubber)이 설치되어 있으며 고압의 질소

가스를 상부챔버에 주입하면 고무판을 통하여 스탬프

에 균일한 압력을 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하부

챔버는 잠금장치 역할로서 진공파이프, 히터, 수냉식

쿨러로 구성 되어 있으며 챔버 안을 진공으로 만들어

기판을 균일하게 가압하며 최고 200 까지 가열 및 냉

각을 할 수 있다. Fig. 2의 (b)는 수냉식 쿨러의 내부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가운데 입구로 물이 유입되어

물길을 따라 원형으로 흐르며 히터의 열을 빼앗아 외

곽의 출구로 물이 빠져나가는 구조이다. Fig. 3은 상부

챔버와 하부챔버를 나타내고 있다.

3. 냉각 시스템 해석

3.1. 해석 모델 개발

Fig. 4는 Thermal NIL의 공정순서를 나타낸 그림이

다. 먼저 코팅된 기판과 스탬프를 챔버 안에 넣은 다음

가열한 후 어느 정도 유지시간을 가진다. 다음 가압하

고 충분한 충전시간을 주기 위해 역시 수분간 유지시

Fig. 1. A pressure vessel type imprinting system.

Fig. 2. CAD model of chamber, heater and cooler: (a)

cross section of chambers; (b) cooler shape.

Fig. 3. The chambers in Nanoimprint device.

Fig. 4. Thermal NIL process (from heating to coo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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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을 가진다. 마지막으로 냉각하고 챔버 내 남은 가스

를 배출한다.

본 해석은 냉각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단계즉, 가

열과 가압을 한 후 히터를 끄고 압력만을 가한 상태에

서 냉각시키는 공정부분을 해석 하였다. 

가압이 끝난 후 냉각이 시작되는 시점에서의챔버의

온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챔버 각 부분의 온도를 측정

하여 해석의 초기 온도로 설정하였다. Fig. 5 와 같이

각 부분별로 열전대와 적외선 온도측정기(HS33CT,

Measuring range: 32 ~ 300oC)를 이용하여 4 곳(상부

챔버, 하부챔버, 히터, 쿨러)의 온도를 측정하였다. 

열 유동 해석을 위하여 3차원 CAD 프로그램인

Solidworks와 Solidworks의 Flow simulation을 이용 하

였다. 챔버의 형상은 비교적 단순한 형태로 모델링 하

였다. 측정한 외부 온도를 초기 조건으로 적용하였으며,

Fig. 6에서와 같이 (a) 상부챔버 60oC, (b) 하부챔버 70
oC, (c) 히터 190oC, (d) 쿨러 70oC 로 입력하였다.

상부챔버 안은 질소가스, 쿨러 안은 물로 채워져 있

다고 설정하였다. 챔버의 재질은 히터를 제외한 모든

부분을 Stainless steel 321로 입력하고 히터의 재질은

티타늄으로 설정하였다. 

경계조건으로 외부 대기 온도는 25oC, 쿨러 내로 유

입되는 물의 초기 온도와 속도는 각각 23oC및1 m/s 이

다. 냉각 시 물과 각 부분간의 열교환에 의해 점차적으

로 물의 온도는 상승하게 된다. 또한 챔버에서 외부대

기로 빠져나가는 대류 열교환을 고려하였다. 대류 열전

달계수(자연대류)는 다음의 식을 이용하여 계산하였고

2.118 W/m2K의 값을 얻었다.

(1)

(2)

(3)

여기서 

= Nusselt 수 

=대류 열전달계수 

=점성 

=열전도율 

= Prandtl 수

= Rayleigh 수

=온도

=열확산율

=팽창계수

해석에 사용된 공기의 밀도는 1.184 kg/m3, 동점성계

수는 15.712 × 10−6 m2/s, 열확산율은 22.236 × 10−6 m2/

s, 열전도율은 26.14 × 10−3 W/mK, 팽창계수는

0.0034 K−1, Prandtl 수는 0.71 이다. 물의 밀도는

997.5 kg/m3, 비열은 4182.8 J/kgK, 동점성계수는

0.9461 × 10−6 m2/s, 열확산율은 0.14 × 10−6 m2/s 열전도

율은 607.4x10-3 W/mK, 팽창계수는 237.22 × 10−6 K-1,

Prandtl 수는 6.47 이다.

Mesh는 Fig. 7에서 보는 것과 같이 cell형식으로 이

루어져 있다. 챔버 외부 열유동을 고려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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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Measure of temperature.

Fig. 6. Initial temperatures of chamber: (a) upper chamber

60 oC; (b) lower chamber 70 oC; (c) heater 190 oC;

(d) cooler 70 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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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b)와 같이 가능한 큰 계산영역을 설정하였다. 계

산영역의 경계에서 온도구배 및 유동구배는 0이다.

Total cells는 36,783으로 Fluid cells과 Solid cells로 이

루어져 있다.

3.2. 해석 결과

해석 결과 히터 중심부의 온도가 약 40oC 까지 냉각

되는 시간은 600 초로 나타났다. Fig. 8에 시간에 따른

히터 중심부의 온도변화 그래프를 나타내었는데, 냉각

직후 온도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약 200초 이후에

서는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온도감소가 이루어지는 것

을 알 수 있다. 

Fig. 7. (a) Mesh of solid (b) Mesh of Computational

domain

Fig. 8. Temperature variation of the center of heater plate.

Fig. 9. (a) Temperature distribution of the heater plate, (b)

Temperature variation according to distance from

center of heater plate in 600 s with water cooler.

Fig. 10. Temperature distribution of the chambers in 600 s

with water coo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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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와 Fig. 10은 각각 냉각 시작 후 600초 시점에

서 히터와 챔버 전체의 온도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히

터의 경우 대부분의 영역에서 온도분포가 균일하게 나

타나고 있으며, 중심부의 온도는 약 42oC 이다. Fig.

9(b)는 히터 중심에서 반경방향으로의 온도그래프를 나

타낸 그림이다. 상부챔버의 경우도 전체적으로 균일한

온도를 나타내며 약 50oC 정도의 온도를 보이고 있다.

하부챔버의 경우 비교적 큰 온도 편차가 존재하며 50

~ 60oC 사이의 온도분포를 보이고 있다. 

해석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 임프린트 공정을 수행하

고 챔버의 외부온도를 측정하였다. 냉각 시작 후 600

초 시점에서 상부챔버, 하부챔버, 히터의 중심부 등을

열전대와 적외선 온도측정기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Fig. 11은 측정 포인트를 나타내고 있으며, Table 1에

측정값과 계산결과를 나타내었다. 측정결과를 비교하

면 해석결과가 타당함을 알 수 있다.

3.3. 액체질소를 냉매로 사용한 경우

열나노임프린트 공정의 냉각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냉매를 -196oC 의 액체질소로 사용

하는 경우에 대해 열유동 해석을 수행하고 물의 경우

와 비교해 보았다. 

액체질소의 밀도는 807.69 kg/m3, 비열은 2039.8 J/

kgK, 동점성계수는 20.173 × 10−6 m2/s, 열전도율은

146.57 × 10−3 W/mK 이다.

해석 결과 히터 중심부의 온도가 40oC 이하까지 내

려가는 시간은 210초 이다. 물을 사용하여 냉각하였을

때와 비교하면 냉각시간이 약 1/3로 줄어 들었음을 알

수 있다. Fig. 12는 냉각 시작 후 210초 시점에서 히터

의 온도분포 및 반경방향으로의 온도변화를 보이고 있

다. Fig. 9와 비교해 보면, 균일한 온도 영역이 조금 작

지만 전체적으로 유사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중심부의

온도는 약 33oC이다.

물이 냉매일 때 쿨러 온도가 23oC 이므로 챔버의 온

도분포는 완만하게 변화되지만, 액체질소를 냉매로 사

용 하였을 때는 쿨러 온도가 −196oC 이므로 챔버는 급

격한 온도차이를 보이게 된다. 이는 한번의 공정 후 다

시 공정을 시작할 때 히터의 중간 이하 부분이 극저온

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재가열 시 가열 시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냉각 시간이 약 1/3 정도로 줄었고

히터상부의 온도는 약 40oC 이기 때문에 재가열 시 영향

은 미미할 것으로 생각된다.

Fig. 11. Measurement positions of upper chamber, lower

chamber and heater in 600 s with water cooler

Table 1. Comparison with measured values and calculated

values.

Measured Calculated

upper chamber 45oC 49.9oC

lower chamber 54oC 52.7oC

heater 44oC 43.6oC

Fig. 12. (a) Tempweature distribution of the heater plate,

(b) Temperature variation according to distance

from center of heater plate in 210 s with liquid

nitro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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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Thermal NIL의 냉각시스템을 해석하

였으며, 액체질소를 냉매로 사용하는 경우의 효과에 대

해서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다음의 결론을 얻

을 수 있다.

1. 실험실에서 보유한 나노임프린트 장비를 대상으

로 열유동 해석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냉각

시스템의 온도변화를 해석하였다. 또한 장비의 온도를

측정함으로써 해석결과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2. 냉매로 액체질소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였다. 기존 수냉식의 경우 히터의 중심부 온도가

냉각 시작 후600 초에서 40oC 가 되었다. 액체질소로

냉각을 하면 210초 만에 히터 중심부 온도가 40oC 가

되었다. 냉매로 액체질소를 사용하는 경우 기존의 수냉

식에 비해 냉각효과는 뛰어났으나 냉각 후 다시 진행

되는 가열공정에 미치는 영향과 장비의 급격한 온도변

화에 따른 문제점 들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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