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밀공학회 2007 년도 추계학술대회논문집  

 

 
1. 서론 

 
 

나노기술의 발전과 함께 차세대 반도체 식각 공정으로 
나노 임프린트 공정기술이 연구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
고 있다. 나노임프린트 공정기술은 나노구조물이 패턴된 
스템프(혹은 몰드)를 이용하여 적절한 기판 위에 나노 구조

물을 복제하여 패턴을 전사하는 기술이다. 1 
나노임프린트 공정을 위해서 사용되는 마스터 및 스템

프 재료로서 석영, 실리콘 웨이퍼, 니켈과 같은 재료가 많
이 사용되어진다. 그러나 마스터의 오염 방지를 위해서 이
형층(release layer)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패턴크기가 
수 십 나노 크기로 점점 작아짐에 따라, 몰드 표면과 표면

적의 증가로 점착력이 증가하여 패턴전사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는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

기 위해서는 스탬프 표면을 표면 처리하여 표면에너지를 
낮추어 접착력을 감소시켜야 한다.2 일반적으로 자기조립단

분자막(self Assembled Monolayers, SAMs)은 나노 두께의 얇
은 박막으로 표면에너지를 쉽게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불소(F)를 함유하는 자기조립단분자막 막이 
많이 사용 되어져 왔다. 대표적인 점착 방지막으로 
Trichloro-(1H,1H,2H,2H-perfluorooctyl) silane (FOTS)의 예를 
들 수 있다. 자기조립막을 형성하는 이런 실란-자기조립막

을 흔히 실란커플링제(Silane coupling agent)라 하며 이미 무
기 솔-젤(sol-gel) 화학에서 접착력 증가, 표면 기계적 성질 
증가, 분산안정제, 촉매 고정화 및 바이오 물질의 표면 고
정화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 되어 왔다. 가장 기본적인 구
조는 가수분해가 가능한 X 기와 긴 알킬 사슬로 된 링커

(Linker) 및 기능성 유기 그룹인 R 로 이루어져 있으며 X
부분은 주로 표면과 반응하는 부분이고 물에 의해 가수분

해 되어 수산기(-OH)로 된 뒤 실리카 입자와 같은 무기질 
표면의 -OH 기와 수소결합을 형성하며 R 그룹은 다음 반응

을 위한 기능성을 부여할 수 있다. X 기의 숫자에 따라서 X
가 세 개 일 때는 (X3) 트리알콕시실란(Trialkoxysilane) 이 
되고 X 가 하나 일 때는 모노알콕시실란(Monoalkoxysilane) 
이라 한다. 또한, R 기에 따라서 친수성, 소수성, 바이오 친
화성 등 여러 가지 성질을 부여 할 수 있다. 

한편, 효과적인 임프린트 공정을 위해서는 스템프의 이
형처리뿐 아니라 반대쪽의 기질위에 기질과 레진 사이에 
접착력 증가(adhesion promoter) 처리가 역시 매우 중요한 역
할을 한다. 이럴 경우 스템프의 표면처리와는 반대로 접착

력 증가 처리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레진과 친화력이 있는 
수십나노 두께의 고분자 및 유기물이 많이 사용되어져 왔
으나 잔류층두께 최소화 및 접착력 증가를 위해서 기능성 
관능기를 가지는 SAMs 더욱 관심을 받고 있다.3 

본 연구에서는 상온 저압 UV-NIL 공정을 위한 표면처리 
효과를 고찰하였다. 또한, 각각의 표면처리 효과를 정량적

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인스트론 테스트 셀을 제작하여 수
직 이형시의 접착력을 비교 분석하였다. 

 
2. 실험  

임프린트 실험에 사용된 스템프의 재질은 석영(quartz) 

이며 접착력 측정을 위해서 패턴이 없는 깨끗한 유리가 사
용되었다. 이형처리를 위해서 스템프를 황산-과산화수소(3:1 
vol ratio) 용액에 한 시간 세정 한 후 증류수로 세척하고 2
시간 동안 건조(Drying) 시켰다. 이형제로는 FOTS 가 기상

방법으로 처리되었다. 기상 처리 방법은 질소가스를 주입

시켜 챔버내의 공기를 제거한 후, 표면처리 용액을 100 ㎕ 
주입시켜 챔버내에서 80°C 에서 30 분간 증발시켜 실리콘 
표면위에 SAMs 증착시켰다. SAMs 처리 후 잔여물질을 제
거하기 위해 아세톤, 이소프로필알코올, 증류수 순서대로 
세정하여 상온에서 건조시켰다. 접착증가막으로

Gycidoxypropyl trimethory silane(GPTS), Acryloxypropyl methyl 
cichloro silane(APMDS), Aminopropyl triethoxy silane(APTS)이 
각각 스템프 반대편 기판에 이형제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

되어졌으며 표면처리하지 않은 기판, O2 플라즈마 기판의 
접착력이 비교되어졌다.  

접착력 테스트 실험을 위해서 Fig. 1 과 같은 테스트 셀
이 제작 사용 되어졌다.  

 
 
 
 
 
 
 
 

 
Fig. 1. Experimental scheme for the measurement of adhesion forc

e using the proposed Instron tesile test.  
 
접착력 테스트를 위해서 위쪽 기판은 FOTS 처리되어졌

으며 아래의 기판은 GPTS, APTS, APMDS, O2 Plasma, Bare 
Glass, FOTS 등이 처리되어 비교되어졌다. 실험에 사용된 레
진은 자외선 경화형 레진으로 아크릴레이크 반응형 레진인

Supernova (VERMES Technik)가 사용 되어졌다. 레진 코팅 
면적은 25mm*25mm 로 유지하였으며 레진코팅후 자외선 
(365nm) 램프로 2 분간 경화하였다.  

 
 
 
 
 
 
 
 
 
 
 
 

 
Fig.2. Tensile load (separation force) measured by the 

proposed Instron tesil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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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화후 접착력 측정을 위해서 인스트론에 수직으로 고

정한 후 수직방향으로 이형하면서 두 기판 사이가 떨어질 
때 걸리는 힘을 측정하였다. 기판의 이동속도는 0.2mm/min 
로 일정하게 유지하였다. 이렇게 측정된 접착력의 예는 Fig. 
2 와 같다.  

 
3. 결과 및 고찰  

FOTS 처리된 기판은 처리하지 않은 유리기판에 비해 
물 접촉각이 37° 에서 114° 로 크게 증가하였고 이형처리가 
효과적으로 됨을 간접적으로 확인 할 수 있다.  

이형제와 접착증가막의 접착력의 측정결과는 Fig. 3 과 
같다. 

 

 
Fig. 3. The Summary of Adhesion force measured by tensile load 

test on a different surface treatment 
 
그림 3 에서 볼 수 있듯이 FOTS 는  1.12 MPa, Baresms 

2.08 MPa, 산소프라즈마의 경우 3.39MPa, APTS 는 3.57 
MPa, GPTS 는 4.02 MPa, APMDS 는 5.12 MPa 로 측정이 
되었다. 각각의 값은 5 번의 실험의 평균값을 나타내었다. 
예상되로 이형제인 FOTS 가 표면에너지가 가장 낮고 

접착력이 낮아서 가장 낮은 접착력을 보였다. 표면처리 하
지 않은 것에 비해 약 1/2 의 값을 나타내었다. 접착증가막

으로 사용된 APTS, GPTS, APMDS 의 경우 모두 처리하지 
않은 것에 비해 그 접착력이 증가함을 알 수 있으며, 특히 
APMDS 의 경우 접착력이 가장 큼을 알 수 있다. APTS 의 
경우 amine group(-NH2), GPTS 의 경우 Glycidyl group(-
OCH2CH2), APMDS 의 경우 아크릴 말단 그룹 
(CH2=CCH3COO-) 을 가지고 있는데 APMDS 의 경우 Fig. 4
와 같이 아크릴레이트 커플링반응에 의한 강한 공유결합형

성이 가능해 접착력이 크다고 판단 되어진다. 
 

 
 
 
 
 
 
 
 
 
 
 
 
 

 
 

Fig. 4. Reaction mechanism of acrylate resin and APMPS silane 
SAMs 

 
 

 
 
 
 
 
 
 
 

 
Fig. 5. SEM image of imprint patterns fabricated using proper 

SAM treatment 
Fig. 5 는 스템프 이형제 처리와 기판 APMDS 처리를 한 

상태에서 나노임프린트 공정을 수행한 결과로 다양한 크기

의 패턴들이 결점없이 잘 전이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나
노 임프린트 공정시 압력은 125mbar, 가압 시간은 120s, 노
광 시간(exposure time) 180s, 노광 세기(exposure intensity) 
12mW/㎠의 조건으로 경화하였다. 

 
4. 요약  

FOTS 를 이용한 나노임프린트 공정의 이형제 처리와 
APTS, GPTS, APMDS 등의 다양한 접착증가막 처리 효과를 
알아보았다. 표면처리 효과의 상대적 값을 비교하기 위해

서 인스트론을 이용한 접착력 셀을 제작하였고, 정량적인 
상대값을 측정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접착증가막중에서 
APMDS 가 아크릴레이트와 가장 강한 결합을 형성함을 확
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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