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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anoimprint lithography (NIL) is the next generation photolithography process in which the photoresist is dispensed

onto the substrate in its liquid form and then imprinted and cured into a desired pattern instead of using traditional optical

system. There have been considerable attentions on NIL due to its potential abilities that enable cost-effective and high-

throughput nanofabrication to the display device and semiconductor industry. In this paper, a pressure vessel type

imprinting system was used to imprint patterns with two type pressure values (25 bar, 30 bar) and two type pressure

keeping times (5 min, 10 min). The height of transferred pattern and the thickness of residual layer were measured and

effects of pressurization conditions - pressure and pressure keeping time - on the pattern transfer in thermal NIL were

investig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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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나노임프린트 리소그래피 (Nanoimprint Litho-

graphy, NIL)공정은 나노미터 스케일의 패턴을 제작하

는 공정으로, 1990년대 중반 Chou 등에 의해 최초로

제안 되었다[1,2]. 이 방법은 공정의 단순성을 기반으

로, 고해상도의 패턴을 낮은 가격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포토 리소그래피 (Photo Litho-

graphy) 공정을 대체할 수 있는 차세대 기술로 각광 받

고 있다. 

나노임프린트는 레지스트와 경화방식에 따라 열 나

노임프린트 (Thermal NIL) 와, UV 나노임프린트 (UV

NIL) 로 나뉜다. 그 중 열 나노임프린트 방식의 공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실리콘 웨이퍼와 같은 기판 위

에 열 가소성 폴리머 레지스트를 스핀코팅 등으로 도

포하고, 소프트 베이킹 공정을 거쳐 솔벤트를 증발 시

켜 상온 고체상태의 레지스트를 형성한다. 유리천이온

도 (Glass transition temperature, Tg) 이상으로 온도를

높여 레지스트의 점도를 낮추고 패턴이 형성되어 있는

스탬프를 올려놓고 가압한다. 스탬프의 중공부에 점도

가 낮아진 레지스트가 충분히 충전 될 수 있도록 가압

시간을 가진 후, 유리천이온도 이하로 냉각한다. 냉각

시 가압 상태를 유지하여 레지스트의 변형을 최소화

한 후, 마지막으로 스탬프를 기판에서 분리하고 에칭공

정을 거치면 스탬프의 패턴이 기판에 전사된다.

전사된 패턴의 치수 정확도 및 잔류층 두께는 이후

수행될 식각 (etching) 및 리프트-오프 (lift-off) 등의 후

공정 (post process) 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단

히 중요하다. 고생산성의 대면적, 원스탭 공정을 지향

하는 NIL의 최근 기술적 추이를 고려할 때, 패턴의 질
†E-mail : wkimkug1@sch.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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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평가하는 성능 지표로서 패턴 균일도 (pattern

uniformity) 와 잔류층 두께 (residual layer thickness)

를 들 수 있다. 패턴 균일도는 전사된 패턴의 치수, 특

히 패턴 높이 혹은 잔류층 두께의 균일성을 나타내는

기준이다. 패턴 균일도를 저해하는 인자들의 예로, 임

프린팅 모듈의 가압 불균일 및 스탬프 패턴의 치수 불

균일 등을 거론할 수 있다. 이러한 인자들은 전사하고

자 하는 기판 및 스탬프가 대면적화 될수록 특히 심각

한 영향을 미친다. 잔류층은 이형공정 후 스탬프에 충

전되지 않고 남는 레지스트의 두께를 의미한다. 이 두

께가 낮을수록 식각 등 후 공정에 소모되는 시간을 줄

일 수 있고, 따라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Thermal NIL 의 충전공정에서 가압

조건 (가압력과 압력유지시간) 이 패턴전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가압 챔버 방식의 이중 구조로 되

어있는 임프린트 장비를 사용하였으며, 스탬프 패턴의

중공부 폭의 변화에 따른 잔류층 두께, 전사된 패턴의

높이 등을 측정하고 가압력과 압력유지시간 등의 영향

을 실험적으로 분석하였다.

2. 실 험

2.1. 점탄성 폴리머 레지스트

본 실험에서 사용하는 폴리머는 폴리메타크릴산 메

틸이라고 하며 가장 중요한 열가소성 플라스틱의 하나

이다. 표면 광택성과 내후성도 좋고, 굴절률도 높다. 또

한 무기 유리에 비하여 자외선 투과율은 현저하게 크

며 비중은 매우 작다. 전기 절연성이 우수하며, 딱딱하

고 광학적 투명도와 균질성이 좋고 경도가 높아 여러

분야에 널리 쓰이고 있다. 나노임프린트(NIL)에서 레지

스트로 사용되는 열가소성 폴리머 레진의 온도에 따른

거동은 Fig. 1과 같이 세 개의 구간으로 나뉜다[3-4].

Tg이하는 유리상태 (Glassy state) 로서 탄성계수가

일정한 이상적인 탄성체로 가정되며, Tg 이상에서는

고무상태 (Rubbery state) 로서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탄성계수와 점성은 급격히 감소되며 변형은 비가역성

을 띄게 되어, 점탄성체로 가정 될 수 있다. 고무상태

에서 온도가 더욱 높아져 유동온도(Flow Temperature,

Tf)이상의 유동상태 (Flow state) 가 되면, 응력 완화가

빨라져 탄성이 사라지게 된다. 따라서 폴리머의 거동은

유체와 같아진다. 일반적인 공정온도범위는 Tg < T <

Tg+80oC이다[5,6].

본 논문에서는 MRT사의 mr-I8000계열로, mr-I

8020R을 사용하였다. Film thickness는 200±15 nm,

dynamic viscosity는 3.7±0.5 mPa·s, glass transition

temperature는 105oC 이다. 

2.2. 실험장비

연구에 사용된 임프린트 장비는 NND사의 NANO-

SIS 6200 모델이다. 이 장비는 가압 챔버 방식의 이중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상부 챔버에 질소를

주입하여 Rubber 다이아프램을 통해 균일하게 몰드를

가압하도록 설계되었다. 1차적으로 챔버 내부를 진공

상태로 만들고, 진공상태인 챔버에 질소가스를 주입하

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진공상태에서 Rubber에 의해

몰드가 고정된 후 가압하기 때문에 균일한 가압이 가

능하며, 패턴 불량 등 공정상 결함을 줄일 수 있다. 이

장비는 최대압력 30bar, 최대온도 200oC, 최대 6인치

웨이퍼까지 실험할 수 있다. Fig. 2(a)는 가압 챔버 방

식의 개념도를 보여주고 있고 Fig. 2(b)는 임프린트 장

비 사진을 나타낸다. 

전사된 패턴의 형상 및 잔류층 두께를 측정하기 위

해 FE-SEM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

scope: 300000X) 을 사용하였고, 레지스트 코팅을 마이

다스시스템의 SPIN-1200D (300 rpm ~ 7000 rpm) 를 사

용하였다. 

2.3. 스탬프

실험에 사용한 스탬프는 line & space (LS) 의 사각

형 홈이 길게 뻗어있는 형상이다. Fig. 3은 실험에 사용

된 스탬프의 형상을 나타낸 그림이다. 스탬프는 수십

개의 섹션 (A) 들이 있으며 각 섹션에는 길이 방향으

로 긴 10개의 서브섹션 (B) 들이 존재한다. 10개의 서

브섹션 각각은 LS의 비 (스탬프의 중공부 폭과 돌출부

폭의 비) 가 일정하며 LS 1 : 1에서 LS 1 : 6까지10개의

비율이 존재한다. 각 서브섹션 내에는 중공부 폭의 길

Fig. 1. Typical deformation behavior of a thermoplastic

polymer as a function of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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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60 nm에서 200 nm까지 17종류의 패턴 (C) 들이

있으며, 각각은 다시 19개의 같은 패턴 (D) 이 있다. 

본 연구에는 LS 1:6 비율의 스탬프 형상(Fig. 3에서

서브섹션 B)에 대해 실험결과를 분석하였다. 스탬프

패턴의 크기는 중공부 높이는 300 nm로 일정하고 중

공부 폭은 60 nm부터 200 nm까지 17가지 (60, 65, 70,

75, 80, 90, 100, 110, 120, 130, 140, 150, 160, 170,

180, 190, 200 nm) 이고 돌출부 폭은 LS 1:6의 서브섹

션이므로 중공부 폭의 6배의 값 (최소 360 nm, 최대

1.2 mm) 이다.

2.4. 실험조건

Thermal NIL 공정은 Heating - Pressure - Holding -

Cooling - Vent 순서로 공정이 진행된다. 가압력과 압

력유지시간에 따른 패턴전사 실험 결과를 알아보기

Table 1과 같은 조건으로 실험하였다. 각 조건에서 온

도는 200oC 이다. 

Fig. 4는 임프린트 공정에서 가압력과 압력유지시간

을 보여주고 있다. 초기 가압 시 유리천이온도 이상의

공정온도에서 질소가스가 챔버 내로 유입되면 챔버온

도가 내려가 불안정한 상태를 만든다. 챔버 내 온도가

다시 오르기까지 약 5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가

압 초기 5분의 안정화 시간을 설정하였다. 압력유지시

간은 초기 안정화 5분 이후 각 5분, 10분 등으로 설정

하였다. 

3. 결과 및 논의

Fig. 5는 기판 위에 폴리머 레지스트를 코팅한 사진

이다. 250 rpm의 회전속도로 코팅한 후 전자현미경으

Fig. 2. Imprint equipment: (a) schematic of the pressurized

chamber type; (b) NANOSIS 6200.

Fig. 3. Shape of stamp for NIL.

Table 1. Conditions of experiment

Conditions of experiment

Coating- speed Pressure Keeping time Temperature

2500 rpm

25 bar
5 min

200
oC

10 min

30 bar
5 min

10 min

Fig. 4. Imprint pressure cur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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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측정한 결과 약 220 nm의 코팅두께를 확인할 수

있었다.

Fig. 6은 25 bar의 압력으로 5분 동안 가압한 경우

기판에 전사된 패턴의 형상이다. (a) ~ (d)는 각각 스탬

프 LS 1 : 6의 중공부 폭 120 nm, 130 nm, 140 nm,

150 nm 의 패턴이 전사된 사진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공정조건이 같더라도 패턴의 중공부 폭이 Ü†

을수록 전사된 패턴의 높이가 높아지며 잔류층의 두께

가 얇아진다. 다른 가압조건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얻었

다. 중공부 폭이 넓은 경우 돌출부 폭 역시 비례적으로

넓으며 이로 인해 폴리머 레지스트가 중공부 폭이 넓

은 곳으로 먼저 이동해서 충전하기 때문이라 생각되며

이전의 여러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

다[5,6].

Fig. 7은 압력변화에 따른 잔류층 두께를 스탬프 중

공부 폭 (90 nm ~ 200 nm) 에 대해 나타낸 그래프이다.

그래프에서 25 bar, 30 bar 의 데이터들은 각각 압력유

지시간 5분, 10분 데이터들의 평균값이다. 25 bar의 경

우 중공부 폭이 넓어질수록 잔류층 두께가 감소하는

Fig. 5. FE-SEM image for the initial polymer resist.

Fig. 6. Shapes of transferred pattern with the conditions of 25 bar, 5 min and 200oC: (a) 177 nm pattern height, 50.9

nm residual layer thickness; (b) 205 nm pattern height, 42.9 nm residual layer thickness; (c) 276 nm pattern

height, 41.3 nm residual layer thickness; (d) 281 nm pattern height, 37.5 nm residual layer thickness.



열 나노임프린트 공정에서 가압조건이 패턴전사에 미치는 영향 19

Journal of KSDT Vol. 12, No. 4, 2013

경향을 보이지만, 30 bar의 경우 거의 일정한 값을 보

이고 있다. 압력차에 따른 잔류층 두께의 변화는 매우

뚜렷하며, 25 bar 에 비해 30 bar 에서의 잔류층 두께

가 4 nm ~ 10 nm 얇게 형성된다. 

Fig. 8은 압력유지시간 변화에 따른 잔류층 두께를

스탬프 중공부 폭 (90 nm ~ 200 nm) 에 대해 나타낸

그래프이다. 그래프에서 5분, 10분의 데이터들은 각각

압력유지시간 25 bar, 30 bar 데이터들의 평균값이다.

압력유지시간 5분의 경우 중공부 폭이 넓어질수록 잔

류층 두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10분의 경우

뚜렷한 경향을 보이지는 않는다. 압력유지시간 변화에

따른 잔류층 두께 변화 역시 뚜렷하게 나타나며, 10분

에서의 잔류층 두께가 5분에 비해 약 7 nm ~ 20 nm 정

도 얇게 형성된다.

Fig. 9는 압력변화에 따른 전사된 패턴의 높이를 스

탬프 중공부 폭 (90 nm ~ 200 nm) 에 대해 나타낸 그

래프이다. 그래프에서 25 bar, 30 bar 의 데이터들은 각

각 압력유지시간 5분, 10분 데이터들의 평균값이다.

25 bar, 30 bar 모두 중공부 폭이 넓어질수록 전사된

패턴의 높이는 증가하다가 스탬프 중공부 폭 180 nm

이상부터 거의 일정한 값을 보이는데, 30 bar의 경우

스탬프 중공부 높이인 300 nm와 유사한 값을, 25 bar

의 경우 300 nm 보다 약간 작은 값을 보이고 있다. 30

bar의 경우 중공부 폭이 180 nm 이상에서 폴리머 레지

스트가 중공부를 완전히 충전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압력차에 따른 전사된 패턴의 높이 변화는 매우 뚜렷

하며, 30 bar에서 충전공정이 더 잘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Fig. 10은 압력유지시간 변화에 따른 전사된 패턴의

높이를 스탬프 중공부 폭 (90 nm ~ 200 nm) 에 대해

나타낸 그래프이다. 그래프에서 5분, 10분의 데이터들

은 각각 압력 25 bar, 30 bar 데이터들의 평균값이다. 5분,

10분 모두 중공부 폭이 넓어질수록 전사된 패턴의 높

이는 증가하다가 스탬프 중공부 폭 150 nm 이상부터

변화량이 미미해지는데, 압력유지시간 10분의 경우 거

의 일정한 값을 보이며, 압력유지시간 5분의 경우 아주

미소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압력유지시간에 따

른 전사된 패턴의 높이 변화는 매우 뚜렷하며, 압력유

Fig. 7. Residual layer thickness with the conditions of 25

bar and 30 bar.

Fig. 8. Residual layer thickness with the conditions of
5 min and 10 min.

Fig. 9. Height of transferred pattern with the conditions

of 25 bar and 30 bar.

Fig. 10. Height of transferred pattern with the conditions

of 5 min and 10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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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간 10분이 5분에 비해 충전공정이 더 잘 이루어졌

음을 알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열 나노임프린트 공정에서 가압조건

이 전사된 패턴의 높이와 잔류층 두께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

었다.

1. 25 bar의 가압력과 5분의 압력유지시간으로 패턴

을 전사한 결과 스탬프 패턴의 중공부 폭이 넓을수록

전사된 패턴의 높이가 높아지며 잔류층의 두께가 얇아

진다. 다른 가압조건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중공부 폭이 넓은 경우 돌출부 폭 역시 비례적으로 넓

으며 이로 인해 폴리머 레지스트가 중공부 폭이 넓은

곳으로 먼저 이동해서 충전하기 때문이며 이전의 여러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보고되었다.

2. 전사된 패턴의 높이와 잔류층 두께를 측정함으로

써, 폴리머 레지스트가 스탬프 중공부를 채우는 충전공

정은 중공부가 넓을수록 (돌출부가 넓을수록), 압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압력유지시간이 길수록 충전이 잘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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