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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나노임프린트리소그래피(Nanoimprint Lithography, NIL)는 

1995년 Stephen Y. Chou 교수[1]에 의해 소개된 후 다양한 형

태로 발전하며 기존의 포토리소그래피(Photolithography) 공

정에 의존해 오던 반도체 등 각종 소자 제조방법의 다른 

형태로 자리잡고 있다. 주로 웨이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포토리소그래피와는 달리 임프린트리소그래피는 롤 기반 

연속 생산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롤 기반의 나노임프린트

리소그래피 역시 1998 년 Chou 교수[2]에 의해 소개되었고 

국내외에서 다양한 형태로 연구되고 있지만[3,4], 여전히 해

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다. 특히 나노임프린트리

소그래피 공정의 필수 요소인 스탬프 제작을 위해 웨이퍼 

등 평면 기판을 기반으로 한 전자빔리소그래피(E-beam 

Lithography, EBL) 공정 등에 의존해야 하므로, 이를 롤 기

반의 나노임프린트리소그래피 공정에 적용하기 위해서 별

도의 수단에 의한 롤 스탬프의 제작이 필요하다. 이와 유

사한 롤투롤(Roll-to-roll) 프린팅 기법은 유연한 기판을 기반

으로 태양광 발전 및 디스플레이 분야에 생산성을 향상시

키는 방안으로써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어 오고 있다[5-7]. 결

국 평면 기판에 존재하는 패턴을 유연기판으로 전사하는 

공정은 향후 롤 기반 나노임프린트리소그래피를 구현함에 

있어 필요한 기술이며,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방법의 구현

을 위한 핵심요소인 롤 기반 가압 메커니즘에 대해 소개하

고자 한다. 
 

2. 유연기판의 나노임프린트리소그래피 장치 
 

일반적인 롤 기반의 프린팅 혹은 나노임프린트리소그래

피 장치는 스탬프 롤러를 포함한 두 개의 롤러를 맞대어 

회전시키며 그 사이로 기판이 통과하도록 하여 스탬프 롤

러 패턴의 기판 전사를 수행하는데, 이는 시스템 구성이 

비교적 용이하고 기판의 유연성과 무관한 시스템 구성 또

한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롤러 형태의 스탬프를 제작

해야 하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

림 1 과 같이 평면 형태의 스탬프에 존재하는 패턴을 직접 

유연기판에 전사시킬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이

는 유연기판에 대해서만 적용이 가능한 시스템이며 원형 

또는 사각형 등 평면 형태의 실리콘, 유리와 같은 스탬프

를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평면 형태의 

가열장치 또는 UV 조사장치에 직접 적용이 가능하다. 
 

 
Fig. 1 Conceptual drawing of nanoimprint lithography system for 

flexible substrate 

그림 1 의 가압롤러 이동 방법을 보면, 가압롤러(Press 

roller)의 전후에 가이드롤러(Guide roller)가 위치하며 가이드

롤러를 통해 유연기판이 수평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가압

롤러가 이동하는 경우에도 유연기판의 길이 변화가 발생하

지 않게 된다. 

 

3. 가압 메커니즘 
 

일반적인 가압롤러와 달리 본 시스템의 가압롤러는 가

압의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수평 이동이 가능해야 하므

로 수평 및 수직 이송이 가능한 이송장치에 가압롤러가 탑

재되어야 한다. 따라서, 수직 이송장치의 이동 거리에 의해 

가압하는 힘 또는 압력을 발생해야 하므로 수직 이송 거리

에 대한 힘의 변화, 최대 발생 가능한 힘의 크기 등이 중

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한편, 평면 스탬프와의 평행도 유

지를 위해서는 가압롤러가 이송장치를 기준으로 회전이 가

능하도록 해야 한다. 

그림 2 는 가압롤러 및 가압롤러의 수직이송을 위한 이

송장치에 대한 개념도를 보여준다. 가압롤러는 베어링에 

의해 가압롤러 홀더에 장착이 되어 회전하며 가압롤러 홀

더 또한 가압롤러용 슬라이더와 회전이 가능하도록 구속이 

되어 있다. 가압롤러용 슬라이더와 수직 이송장치 사이에

는 스프링이 삽입되어 있어 가압하는 힘의 세기를 조절할 

수 있게 된다. 그림 3 은 가압롤러의 자중(M), 장착된 스프

링의 탄성계수(kt, kb),수직 이송장치의 이동 거리(Δz)와 가

압하는 힘(F)의 관계를 보여준다. 가압이 이루어지기 전 가

압롤러의 자중에 의한 힘의 관계를 포함, 가압이 이루어지

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프링상수와 힘의 관계는 (1)식 및 

(2)식과 같이 표현되므로, 결국 (3)식과 같이 얻어진다. 
 

bibtit lklkMg −=−    (1) 

( ) ( )zlkzlkMgF bibtit ∆−−∆+=−  (2) 

( ) zkkF bt ∆+=    (3) 

 

 
Fig. 2 Mechanism of the press ro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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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Force equilibrium of the press roller 

 

여기서 lti 와 lbi 는 각각 가압 롤러의 자중에 의한 초기 

변형의 정도이며, 스프링 고정부의 설계 치수에 따라 변형

량의 합 lti+lbi 를 결정할 수 있다. (2)식의 경우 스프링의 변

형량이 허용 가능한 압축 길이 이상으로 변형하거나, 초기 

길이 이상으로 인장되어 가압롤러 홀더로부터 스프링이 이

탈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송 장치

의 이동 거리를 적절한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 
 

Table 1 Design Parameters of the press mechanism 
 

Parameter Designed value 

Press roller Weight (M)  7.8 kg 

Stage Stroke  10 mm 

Upper Spring  

Length (lt)  40 mm 

Stiffness(kt)  1 kgf/mm * 4 = 4 kgf/mm 

Initial deformation (lti)  0.8 mm 

Lower Spring 

Length(lb)  40 mm 

Stiffness(kb)  0.3 kgf/mm * 4 = 1.2 kgf/mm 

Initial deformation(lbi)  9.2 mm 

Force  

Resolution  52 gf / 10 um 

 Maximum force 
 52 kgf 
(at 10 mm deformation) 

 
본 논문을 통해 실제 제작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경우 

가압할 수 있는 힘의 크기를 50 kgf, 최대 이동거리를 10 

mm 로 두었으며 이를 만족하기 위한 조건으로써 표 1 과 

같은 설계 변수를 도출할 수 있었다. 가압용 스프링은 전

후 및 좌우방향으로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각 4 개씩 

적용하였다. 표 1 에서 얻어진 스프링상수, 초기 길이 및 최

대 이동거리 등 설계변수를 근거로 그림 4 와 같이 가압 메

커니즘을 제작하였다. 
 

4. 결론 
 

롤 기반 나노임프린트리소그래피 시스템은 다양한 소재 

및 부품의 제작에서 가장 중요한 생산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전도유망한 방법이다. 또한 유연 디스플레이, 

유연 태양전지 등의 생산 공정에 적합한 방법이다. 스탬프

와 기판 사이에 적절한 압력이 가해지도록 하는 롤러의 가

압 메커니즘은 이를 위한 핵심 기술요소 중 하나이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설계 변수를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압 메커니즘을 제작하였다. 본 가압 메커니즘은 그림 1

에서 제안한 형태 외에도 유연 스탬프와 유연 기판간의 패

턴 전사, 유연 스탬프와 실리콘 기판 간의 패턴전사, 롤 스

탬프와 유연 기판간의 패턴 전사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Fig. 4 Pictures of press roller mechanism for nanoimprint 

lithograph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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