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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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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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th the rolling type imprinting process, a mold, placed

upon the 2nd generation TFT-LCD glass sized substrate(370 × 470 mm2), is rolled by a rubber roller to achieve a uniform

residual layer. The prediction of residual layer thickness of the photoresist by rolling of the rubber roller is crucial to

design the rolling type imprinting process, determine the rubber roller operation conditions - impressing force & feeding speed,

operate smoothly the following etching process, and so forth. First, using the elasticity theory of contact problem and the

empirical equation of rubber hardness, the contact length between rubber roller and mold is calculated with consideration of

the shape and hardness of rubber roller and the pressing force to rubber roller. Next, using the squeeze flow theory to photoresist

flow, the residual layer thickness of the photoresist is calculated with information of the viscosity and initial layer thickness of

photoresist, the shape of mold pattern, feeding speed of rubber roller, and the contact length between rubber roller and mold

previously calculated. Last, the effects of rubber roller operation conditions, impressing force & feeding speed, on the residual

layer thickness are analyzed with consideration of the shape and hardness of rubber ro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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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나노 임프린트 리소그래피 (Nanoimprint Lithography,

NIL) 공정은 상대적으로 단순한 공정과 10 nm 이하의

패턴전사 능력으로 인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에

서 기존 고가의 포토 리소그래피 공정을 대체할 수 있

는 대안으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1,2]. NIL

은 사용되는 레지스트의 종류 및 경화시키는 방법에

따라 대체적으로 열 나노 임프린트 리소그래피

(Thermal NIL)와 자외선 나노임프린트 리소그래피(UV

NIL)로 구별된다[3,4]. 이중 특히, UV NIL은 상온 및

저압 조건에서 공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산성 면에

서Thermal NIL에 비해 강점을 갖는다.  

최근 임프린팅 고속화와 대면적화에 많은 연구가 이

루어지고 있다. 웨이퍼 기반의 배치 방식으로 이루어지

는 포토리소그래피 공정에 비해, 임프린팅 공정은

Roll-to-Roll 혹은 Roll-to-Plate 등 Roll 기반의 연속 생

산이 가능하여 고속화 측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대면적화 측면에서도, 기존의 전면 가압 방

식은 몰드 상면의 균일한 압력부여 및 레지스트 잔류

막의 균일도 확보 등의 어려움[5] 때문에, 강성이 낮은

몰드와 롤러(Roller)를 사용하여 가압하는 방법이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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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연구되고 있다[6-8]. 저 강성의 몰드를 사용할 경

우, Roll 공정으로의 적용이 쉬운 한편, 전면 가압 공정

에서도 균일 가압을 얻기 용이한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2세대 TFT-LCD 유리기판(370 ×

470 mm2)을 대상으로 하는 롤링 방식의 임프린팅 공

정에서, 고무롤러의 가압력과 이송 속도에 따른 레지스

트 잔류층의 두께를 예측하고자 한다. 레지스트 잔류층

두께의 예측은 롤링방식 임프린팅 공정을 설계하고, 고

무롤러의 작동조건(가압력 및 이송속도)을 결정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정보이며 에칭과 같은 후속 공정

에도 중요한 변수가 된다. 먼저 탄성이론과 고무재료의

실험식을 이용하여 고무롤러의 형상 및 재질, 가압력

등에 따른 고무롤러와 몰드의 접촉길이를 계산하였다.

다음으로 스퀴즈 유동식을 이용하여 레지스트의 점성

및 초기두께, 몰드 패턴의 형상, 고무롤러의 이송속도

등이 고려된 레지스트 잔류층 두께를 계산하였다. 마지

막으로 잔류층 두께 계산식을 이용하여 고무롤러의 고

무경도 변화, 롤러반경 변화 등이 잔류층 두께에 미치

는 영향과, 고무롤러 가압력과 이송속도에 따른 잔류층

두께 변화를 분석하였다.   

2. 롤링방식 UV 임프린팅에서의 접촉 압력

2.1. 롤링방식 UV 임프린팅

Fig. 1은 롤링방식의 UV 임프린팅 장비 개략도를 나

타낸다. 그림에서 굵은 화살표는 롤링 공정 중, 고무롤

러와 컨택 헤드의 이송 방향을 나타낸다. 공정 초기 기

판이 스테이지 상부에 놓이게 되고, 스테이지의 진공

흡착에 의해 고정된다. 이어서 기판에 UV 레지스트가

도포되고, 몰드가 좌측의 컨택 헤드를 통해 일정한 경

사를 유지하며 기판 위에 위치하게 된다. 고무롤러는

미리 정의된 초기 위치에서 Fig. 1(a)와 같이 가압장치

에 의해 하부로 가압되고, 이에 따라 몰드의 선단부는

기판에 접촉하게 된다. 이후 Fig. 1(b)에 보인 바와 같

이, 선형 운동 가이드(Linear Motion Guide) 등의 평행

이송 장치를 통해, 고무롤러는 몰드 상부를 가압하는

동시에 구름 운동을 함으로써 몰드 상부에서 롤링 공

정을 수행하게 된다. 롤링 공정 중에는 컨택 헤드가 하

부로 연동함에 따라, 롤링을 종료할 시점에는 몰드와

기판이 완전한 접촉을 이루게 된다. 롤링 공정을 수행

하는 동안에, 기판에 산재해 있던 UV 레지스트는 몰드

와 기판 사이의 모든 패턴 캐비티를 충전하게 된다. 롤

링 공정이 끝나면, UV조사를 통하여 레지스트는 중합

화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후 이형공정을 통해 몰드는

기판으로부터 분리되게 된다. 최종적으로 에칭공정을

수행함에 따라 기판에 패턴을 전사하게 되는 것이다.

Fig. 1(c)는 설계된 롤링방식 UV 임프린팅 장비를 나

타낸 그림이다.

2.2. 고무롤러와 몰드의 접촉 압력

고무롤러와 몰드의 접촉문제는 Fig. 2와 같이 두 개

의 실린더가 수직하중P에 의해 접촉하는 것으로 모델

링 할 수 있다. 그림에서 두 실린더의 반경과 탄성계수

는 각각 R1, R2, E1, E2 이다. 두 실린더가 접촉할 때

발생하는 압력분포는 Fig. 2(b)와 같이 접촉길이 a와 최

대압력값 Po에 의해 결정되는 타원형 분포를 이룬다. 

접촉길이와 최대압력값은 탄성이론에 따르면 다음과

Fig. 1. Schematics of rolling type UV imprinting pro-

cesses and system; (a) pressing, (b) pressing and

rolling, (c) system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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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유도될 수 있다[9]. 

(1)

(2)

여기서 v1는  v2각 실린더의 포아송비이며 L은 실린

더의 길이이다.

고무롤러와 몰드의 접촉문제의 경우 몰드의 반경이

무한대이며, 고무의 탄성계수에 비해 몰드의 탄성계수

가 수천 배 이상 높으므로 식(1), (2)는 다음과 같이 표

현될 수 있다. 

(3)

(4)

이로써 고무롤러에 가해지는 힘 P, 고무롤러의 반경

R1, 고무롤러의 탄성계수 E1 과 포아송비 고무롤러의

길이 L이 주어지면 접촉길이 a와 최대압력값 Po를 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고무재료의 포아송비는 0.5이다.

그런데, 고무업계에서는 고무의 물성으로 경도를 사

용하기 때문에 탄성계수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

그래서 고무의 경도와 탄성계수와의 관계를 밝히는 연

구가 다수 있었다. 이중 Gent[12]는 다음의 경험식을

제시하였다.

(5)

여기서 r은 경도측정기의 압입반경이며, 근사적으로

0.0515 cm의 값을 사용한다. Hr은 Shore 경도이며, 탄

성계수 E1의 단위는 kg/cm2이다. 상기식의 유용성은

저자의 이전 연구에서 입증된 바 있다[10]. 

이상의 내용을 검증하기 위하여, 일정 하중에 대하

여 고무롤러와 몰드의 접촉길이를 측정하고 이를 이론

식과 비교하였다. 접촉길이의 측정은 먹지(Carbon

Paper)를 이용하여 고무재료의 접촉 면적을 백지에 전

사하고 이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다[7]. 본 연

구에서는 10 ~ 30 kgf의 하중에 대한 접촉길이를 3회

측정한 후, 앙상블 평균을 취하였다. 사용된 고무롤러

의 직경은 40 mm이고, 길이는 290 mm이다. 고무의 재

질은 실리콘이며 Duro 40의 경도를 가진다. Duro 40

롤러의 측정치와 Duro 30 ~ Duro 50까지의 계산치를

비교하여 Fig. 3에 나타내었다.

측정값과 계산값을 비교하면, 비교적 잘 일치하며

하중의 증가에 따라 접촉길이가 증가하는 추세가 잘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비선형 탄성체인 고무를 선

형으로 가정하였고, 탄성계수를 재료시험으로 구하지

않고 Gent의 실험식으로 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계산

값은 매우 유용함을 알 수 있다. 고무롤러의 경도가 증

가함에 따라 몰드와의 접촉길이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

이고 있다. 

3. 잔류층 두께 예측

3.1. 롤링가압 모델링

고무롤러는 가압과 동시에 구름 운동을 함으로써 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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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ntact case of two cylinders of (a) different radii

R1 and R2, and different moduli of elasticity E1

and E2, (b) pressure distribution.

Fig. 3. Contact length of rubber roller and mold, comparison

between calculation and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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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상부에서 롤링 공정을 수행하게 된다. 이 때 몰드는

부분적인 변형을 하면서 기판 위의 UV레지스트에 몰

드의 패턴을 전사하게 된다. Fig. 4는 롤링가압의 개략

도를 보여주고 있다. 

고무롤러에 가해지는 힘은 고무롤러와 몰드의 접촉

부를 통해 전달되는데, 접촉길이가 수 mm 임에 비해

몰드 패턴부는 수 마이크로 혹은 서브 마이크로의 크

기를 가진다. 즉 고무롤러에 의해 몰드가 부분적인 변

형을 할 때, 수천 혹은 수만 개의 패턴이 레지스트에

패턴전사 작용을 하게 된다. 따라서 몰드의 패턴 형상

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고무롤러와

몰드의 접촉압력이 균일하다고 가정한다면, 대칭성을

고려한 단위패턴형상을 Fig. 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ho는 레지스트의 초기 두께, s 는 몰드의 돌

출부 너비, w는 동공부 너비, Pm은 임프린팅 압력이며

P/aL로 계산된다.

임프린팅 공정 시의 레지스트 흐름이 이상적인 점성

유동을 따르며 비압축성이라 가정하고 스퀴즈 유동을

따른다면 잔류층 두께 h는 다음과 같이 간단히 계산된

다[4,5].

(6)

여기서 F는 몰드가 레지스트에 가하는 하중, ηO는

레지스트 점성, t는 가압시간이다. 

레지스트에 가하는 하중 F와 몰드 상면의 압력 Pm

사이에는 다음의 식이 성립한다.

F = Pm(s + w)L (7)

s/t를 롤러의 이송속도 U라 하면 최종적으로 식(6)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8)

혹은

(9)

롤링방식 임프린팅 공정에서 잔류층 두께를 계산하

는 과정을 정리하면 Fig. 6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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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chematic diagram of pressing & rolling rubber

roller.

Fig. 5. Schematic diagram of unit pattern shape of rolling

type imprinting process. 

Fig. 6. Flow chart for calculating residual layer thickness

in rolling type imprint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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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잔류층 두께 계산

앞에서 유도된 잔류층 두께 계산식을 이용하여 다양

한 조건에서의 잔류층 두께 계산과 여러 가지 변수가

잔류층 두께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해보기로 한다. 고무

롤러의 경도는 Duro 40, 반경 R1은 20 mm, 고무롤러

길이 L은 290 mm 이고, 레지스트의 초기 두께 ho는

200 nm, 레지스트 점성 ηo는 0.03 Pas, 몰드 패턴부의

돌출부 너비 s는 200 nm, 중공부 w도 200 nm인 경우,

고무롤러에 가하는 힘 P를 30 kgf, 고무롤러의 속도 U

를 5 mm/s 로 설정하면, 잔류층의 두께는 7.07 nm로

계산된다.

Fig. 7은 고무롤러의 경도 3가지(Duro 30, 40, 50)

에 대해 고무롤러에 가하는 힘을 5 ~ 50 kgf로 변화시

킬 때 잔류층 두께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경도와 하중

을 제외한 다른 값들은 위에서 설정한 값들을 사용하

였다. 그림에서 보듯이 고무롤러에 가하는 하중이 증가

할수록 잔류층은 낮아지고, 잔류층 두께의 변화율은 점

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고무롤러의 경

도가 높을수록 잔류층의 두께가 감소하는 결과를 볼

수 있다. 이는 식(3)에서 보듯이 고무롤러의 경도가 높

을수록 고무롤러와 몰드의 접촉길이가 감소하며 이에

따라 몰드 상면에 가해지는 임프린팅 압력이 증가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Fig. 8은 고무롤러의 반경 3가지(10 mm, 20 mm,

30 mm) 에 대해 고무롤러의 속도를 1 ~ 10 mm/s로 변

화시킬 때 잔류층 두께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고무롤

러의 경도는 Duro 40, 고무롤러에 가하는 힘은 30 kgf

이며 몰드와 레지스트 관련된 값들은 앞에서 설정한

값들을 사용하였다. 그림에서 보듯이 고무롤러의 속도

가 증가할수록 잔류층은 높아지고 있다. 이는 고무롤러

의 속도가 증가하면, 몰드상면을 임프린팅하는 시간이

줄어들어 잔류층이 높아지는 결과를 보인다고 판단된

다. 또한 고무롤러의 반경이 클수록 잔류층의 두께가

증가하는 결과를 볼 수 있다. 이는 앞에서와 마찬가지

로 식(3)에서 보듯이 고무롤러의 반경이 클수록 고무롤

러와 몰드의 접촉길이가 증가하며 이에 따라 몰드 상

면에 가해지는 임프린팅 압력이 감소하기 때문이라 판

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를 통해 다음의 결론을 얻을 수 있다.

(1) 롤링방식 UV 임프린팅 공정에서 고무롤러와 몰

드의 접촉압력 및 접촉길이를 탄성이론과 고무경도의

실험식으로부터 이론적으로 계산할 수 있었다. 고무롤

러의 형상 및 경도정보와 고무롤러에 가하는 하중으로

부터 계산되는 접촉길이는 측정값과 잘 일치하는 결과

를 보였고, 따라서 접촉길이 계산방법의 타당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2) 레지스트에 가해지는 힘과 변형에 대하여 스퀴즈

유동식을 이용하여 레지스트 잔류층 두께를 계산할 수

있었다. 이 때 레지스트의 점성 및 초기두께, 몰드 패

턴의 형상, 고무롤러의 이송속도 및 고무롤러와 몰드와

의 접촉길이 등의 정보들이 고려되었다.

(3) 잔류층 두께 계산식을 이용하여, 고무롤러에 가

하는 하중의 변화에 따른 레지스트 잔류층 두께의 변

화를 고찰하였다. 하중이 증가할수록 잔류층의 두께는

얇아졌으며, 두께의 변화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 함께 고무롤러의 경도가 높을수록 잔류층의 두께

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4) 잔류층 두께 계산식을 이용하여, 고무롤러의 이

송속도 변화에 따른 레지스트 잔류층 두께의 변화를

고찰하였다. 속도가 증가할수록 잔류층의 두께는 두꺼

웠으며, 고무롤러의 반경이 클수록 잔류층의 두께가 증

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Fig. 7. Residual layer thickness variation according to

pressing forces with rubber rollers of 3 different

hardness. 

Fig. 8. Residual layer thickness variation according to roller

velocity with rubber rollers of 3 different rad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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