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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Nanoimprint Lithography(NIL) 공정은 

기판(Substrate) 위에 폴리머(Polymer)를 도포한 
후, 나노 스케일의 패턴이 새겨진 몰드 템플릿 
(Mold template) 으로 폴리머를 눌러 패턴이 
폴리머 위로 전사되도록 하는 패터닝 기술이다. 
이 공정에서 폴리머가 패턴 내부로 충전된 후, 
경화 또는 냉각 과정을 통해 폴리머를 
고형화(Solidification)한다. 폴리머의 고형화가 
완료되면 몰드 템플릿과 폴리머를 분리하는 
이형과정(demolding process)를 거쳐 공정이 
완료 된다[1]. (Fig. 1 참조) 

 

 
Fig. 1 Schematics of Imprint and demolding process 
in nanoimprint lithography 

 
NIL 공정에서는 다양한 원인들에 의해 

결함이 발생할 수 있다. 그 중, 이형과정에서 
발생하는 패턴 손상도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형과정을 

유한요소해석을 통하여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Cohesive Zone 
Model(CZM)을 몰드 템플릿과 폴리머의 계면에 
적용하여 이형 과정을 모사하였다. 

 

2. 해석 모델 

이형과정에서 발생되는 패턴의 손상 
원인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번째는 고형화 
과정에서의 폴리머와 몰드템플릿 간의 수축률 
차이를 들 수 있고, 두 번째로는 폴리머와 
몰드템플릿 경계면에서의 부착력 (Adhesion 
Force)와 그에 기인한 마찰력을 들 수 있다. 
Fig.2 는 이형공정에서 패턴에 작용하는 힘들을 
보여주고 있다. 

 
Fig. 2 Adhesion and friction forces in demolding 
 
본 연구에서 는 Fig.3 의 단면 형상을 갖는 

라인 패턴에 대한 이형 공정을 상용 해석 
프로그램인 ABAQUS/CAE 를 이용하여 
모사하였다. 

 
Fig.3 Cross-section dimension of the line pattern 
 
몰드템플릿과 폴리머의 경계면에는 

Cohesive Zone Model이 적용되었으며[2], 이 때 

Cohesive Zone Model을 이용한 나노임프린트 리소그래피 
공정에서의 이형과정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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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된 경계면에서의 부착 특성은 Table 1 의 
값들을 적용하였다. 또한 해석에 사용된 
몰드템플릿과 폴리머의 물성은 Table 2 에 
제시되었다. 

 
Fig. 4 Cohesive zone model 

 
Table 1. Cohesive surface properties 

 
Table 2. Material properties  

 
 

3. 해석 결과 

Fig. 5 는 해당 모델을 이용한 해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응력 등고선(stress contour)을 
통하여 패턴의 Root 부분에서 가장 큰 응력이 
발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Fig. 5 Stress distribution from demolding simulation 

 
위의 해석모델을 바탕으로 몰드 템플릿과 

폴리머 경계면에서의 work of adhesion 변화, 즉 
표면 에너지 변화에 대한 이형 특성을 
분석하였다. Fig. 6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형력과 패턴에 나타나는 응력은 work of 
adhesion 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5 Demolding characteristics with respect to the 
work of adhesion 

4. 결론  
NIL 공정에서의 이형과정을 Cohesive Zone 

Model 을 적용한 유한요소 해석으로 
모사하였으며, 이를 통해 표면에너지와 
이형력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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