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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나노 임프린트 리소그래피(nanoimprint lithography, NIL)는 단순한 공정으로 

면적화와 높은 생산성을 구현할 수 있는 차세  micro 및 nano 패턴 제조 

방법으로 각광받고 있다. 단순한 공정을 구현하고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을 안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석적 

연구의 필요성이 증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압 공정 하에서 디스펜싱 UV NIL 공정이 이루어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기포 결함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우선, 2차원으로 

가정할 수 있는 삼각 단면 line-and-space 패턴에 하여 유동 선단이 

전진하는 양상을 살펴보고, 기포 발생에 관여하는 요인들인 몰드 및 기판과 

레지스트가 이루는 접촉각, 패턴의 형상, 초기 레지스트의 도포 부피 변화에 

따른 잔류층 두께의 변화, 레지스트의 점도, 레지스트의 유입 속도에 따른 

기포 생성 경향성을 파악하였다. 삼각 단면 모델에 한 신뢰도 확보를 

위하여, 사각 단면일 때의 유동 선단 전진 양상과 비교하였고, 사각 단면에서 

기포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 기하학적 해석을 토 로 삼각 단면에 하여 

기하학적 해석 모델을 적용해 보았다. 한편, 2차원 기포 결함 연구를 

바탕으로 3차원 형상을 갖는 비반사 구조물에 하여 기포 생성 조건을 

파악해 보았다. 비반사 구조물은 광학적 특성상 큰 종횡비를 요구하게 

되는데, 이는 기포 결함을 발생시킬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비반사 구조물에 

하여 기포가 발생하는 기하학적 해석 모델을 적용해 보았고, 표적인 세 

가지 비반사 패턴에 하여 레지스트의 특성과 작업 공정에 관련된 무차원 

수 Ca 수의 변화에 따라 기포가 발생하는 경향성을 파악해 보았다. 

 먼저 삼각 단면에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각 단면과 유사하게 

기하학적 해석을 수행한 결과 기포가 발생하는 기하학적 조건들에 하여 

해석적 결과와 수치적 결과가 상당히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기포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에 따라 경향성을 파악해 본 결과, 기포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형성되었고, 패턴의 HWR(the pattern height-to-width ratio), 

레지스트의 점도, 유입 속도가 커질수록 기포가 생성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접촉각 측면에서는 몰드와 접촉각이 작을수록, 기판과 

접촉각이 클수록 기포 결함으로부터 안전하였고, 이는 이형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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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였을 때 서로 상치되는 결과이다. 무차원 수 Ca 수의 변화에 따라 

기포가 생성되는 경향성을 파악하여 Ca 수가 커질수록 기포 결함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짐을 확인하였고, 이형 과정을 고려하여 기판 및 몰드와 

레지스트 간 접촉각이 같아지는 임계 접촉각의 경우에 하여 기포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Ca 수는 접촉각이 커질수록 선형적으로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임계 접촉각이 90° 이상일 때 기포를 발생시키지 않는 Ca 

수가 존재하지 않는 결과를 보이므로 접촉각은 최 한 친수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한편, 삼각 단면 해석과 유사하게 원뿔 

형태의 비반사 구조물에 하여 단순한 평면의 방정식을 이용한 기하학적 

해석 모델을 적용해 본 결과 기하학적 형상에 따른 기포 생성 경향성을 잘 

추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횡비가 커질수록 기포가 생성되는 Ca 

수는 급격하게 감소하는 경향도 확인할 수 있었다. 원뿔 패턴은 기포 

결함으로부터 가장 취약함을 보였고, 삼각 단면과 비교하였을 때 같은 

종횡비에서 기포 결함이 더 잘 발생하였다. 고려된 세 가지 패턴 형상에서 

모선을 공유하는 원뿔 형태가 기포 결함으로부터 가장 안전하였고 종횡비가 

1.7 이상인 경우 기포 결함으로부터 안전한 영역은 확보할 수 없었다. 

 이상의 삼각 단면 및 비반사 구조물에 한 기포 결함 연구를 통하여 UV 

NIL 공정의 전반적인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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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1.1 Nanoimprint lithography (NIL) 소개 

 

 나노 공정(nanofabrication)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측면 치수가 100 nm 이하의 

크기를 갖는 임의 형상의 기능성 구조물을 제작하는 공정이다. 나노공정의 

가장 표적인 기술로는 광 리소그래피(photo lithography) 기술을 들 수 있는

데, 이 기술은 반도체 시 를 도래하게 했던 주역으로서 오늘날까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계 전반에 걸쳐 가장 범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핵심 기

술이다. 이 방식은 마스크(mask)를 이용한 빛의 선택적 조사, 이에 따른 선택

적 식각(etching)이 가능하다는 점에 기술의 핵심이 있다. 그런데 빛의 회절 

현상 때문에 분해능에 한계가 생기므로, 수십 nm 크기의 패턴(pattern)을 생성

하기 위해서는 고비용의 전자선 리소그래피(electron beam lithography) 혹은 엑

스레이 리소그래피(X-ray lithography)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밖에 없다. 

 2011년 반도체 산업 협회(semiconductor industry association, SIA) 이 발간한 국

제 반도체 기술 로드맵(international technology roadmap for semiconductors, ITRS)

에 따르면[1], 2011년 현재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최소 물리적 게이트 길이는 

22 nm 이고, 향후 10년 이내에 10 nm 이내로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

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광 리소그래피 공정은 32 nm 이하의 공정을 저가

격으로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현 상황을 

고려하여 새로운 나노 패턴 제조 기술이 절실히 필요하다. ITRS에 의하면 32 

nm 이하의 공정에서 적용할 수 있는 유력한 기술로서 임프린트 리소그래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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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int lithography) 공정을 지목하고 있다. 이 주장은 2003년 ITRS에 처음 등

장한 이래 현재 버전까지 일관성 있게 지속되고 있으며, 공정의 단순성과 저

비용의 나노 패턴 제조를 최  강점으로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임프린트 리

소그래피 공정은 아직 연구실 레벨의 기술로서, 실용적인 량생산 기술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기술적 장벽들이 존재한다. 즉, 원-스텝 공정

의 어려움, 이형 공정 중의 결함(defect), 기 조건에서의 기포(bubble) 생성 

문제, 템플릿의 내구성 문제, 오버레이의 어려움 등을 해결해야 하는 당면 과

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1]. 

 나노임프린트 리소그래피(nanoimprint lithography) 공정은 유동성 있는 레지스

트(resist)를 몰드(혹은 스탬프(stamp)나 템플릿(template))의 패턴을 따라 충전

시키고 고형화 과정과 몰드 이형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나노 패턴을 얻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기술은 1995년 Stephen Y. Chou 등[2-5]에 의해 최초 

제안되었으며, 최소 10 nm 이하의 패턴까지도 제작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NIL은 사용되는 레지스트의 종류 및 경화시키는 방법에 따라 체적으로 

열 나노임프린트 리소그래피(thermal NIL)와 자외선 나노임프린트 리소그래피

(UV NIL)로 분류할 수 있다. 

 Thermal NIL은 전술한 바와 같이 Stephen Y. Chou 연구 그룹에서 제안한 방법

으로, 핫 엠보싱 리소그래피(hot embossing lithography, HEL)로도 불린다. 

Thermal NIL은 Fig. 1.1.1 ~ 1.1.2에 나타낸 바와 같은 공정 순서를 가지는데, 이

를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패턴을 전사하고자 하는 기판 위에 

용매(solvent)에 녹인 PMMA(polymethyl-methacrylate) 등의 열가소성 폴리머 재

료를 스핀 코팅(spin coating) 등의 방법을 이용해 도포하고, soft baking 공정을 

거쳐 용매를 증발시켜서 상온 고체 상태의 레지스트를 형성한다. 둘째, 기판

의 온도를 폴리머의 유리천이온도(glass transition temperature, Tg) 이상으로 가

열하여 폴리머 레지스트의 점도를 낮춘 상태로, 그 상면에 원하는 패턴이 기

형성된 몰드를 올려 놓고 가압한다. 이때 충분한 시간을 두고 가압하여, 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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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낮아진 액상의 폴리머가 몰드의 중공부로 완전히 충전되도록 한다. 몰드

의 패턴면은 이형시 폴리머와의 점착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점착 

방지 코팅(anti-sticking coating) 처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셋째, 온도를 유

리천이온도 이하로 충분히 냉각시켜 폴리머 레지스트를 경화시킨다. 냉각 중

에는 가압상태를 유지하여 경화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폴리머의 수축을 최소

화한다. 마지막으로 몰드를 기판으로부터 이형(de-mold 혹은 release)하고, 이

방성 에칭 공정을 수행하여 잔류층(residual layer)을 제거한다. 한편 thermal 

NIL 공정에서는 몰드에 고압이 걸린 상태로 가열-냉각 싸이클이 발생하므로 

몰드에 큰 응력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마모 및 내구성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또한, 사용되는 고분자 레지스트의 점성이 높고, 공정 중에 가열 

및 냉각 과정이 수반되므로, 공정 속도가 느린 문제가 있다. 

 UV NIL은 1996년 Philips의 Hasima 등[6]에 의해 최초 제안된 기술로서 공정 

순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온에서 액상상태를 갖는 단량체(monomer) 분자

와 UV curable radical generator 등으로 구성된 레지스트를 기판 위에 디스펜싱

(dispensing) 혹은 스핀 코팅 등의 방법으로 도포한다. 둘째, 자외선에 투명한 

몰드에 점착 방지 처리를 하여 레지스트 상면에 올려 놓고 가압한다. 셋째, 

가압한 상태로 300 ~ 400 nm 정도의 파장을 갖는 자외선을 조사하여 몰드의 

나노 패턴에 충전된 레지스트를 중합하여 경화시킨다. 마지막으로 역시 몰드

를 이형하고, 형성된 고분자 박막에 이방성 에칭 공정을 수행하여 잔류층을 

제거한다. UV NIL은 thermal NIL과 달리 저점성 광경화성 수지를 사용하기 때

문에 상온 저압 조건에서 패턴 형성이 가능하고, 투명한 몰드를 사용하므로 

다층 정렬이 용이하여 량 생산에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몰드가 

투명해야 한다는 제한 조건은 사용 가능한 몰드의 재질을 제한하고, 자외선

을 이용해 경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은 적용할 수 있는 레지스트의 종류를 

제한한다. 

 Thermal NIL과 UV NIL 두 경우 모두 몰드 이형시 폴리머와의 점착에 의해 

손상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계면 에너지(surface energy)가 낮은 소재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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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해 몰드를 제조하거나, 몰드와 폴리머는 소수성(hydrophobic), 기판과 폴리

머는 친수성 특성을 가지도록 표면 처리를 해야 한다. 소수성 특성을 갖게 

되는 점착 방지 코팅은 흔히 불소계열의 자기 조립막(self assembly monolayer, 

SAM)을 사용한다. 또한, NIL 공정에 사용 되는 몰드는 재료의 강성에 따라 

하드(hard) 및 소프트(soft) 몰드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전자는 Si나 SiO2 혹

은 quartz나 금속재료 기판에 광 혹은 전자빔 피소그래피 공정을 통해 제조되

고, 후자는 PDMS 등의 재료를 사용해 마스터 몰드로부터 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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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1 Schematic of (a) thermal NIL and (b) UV NIL. 

 

 

Fig. 1.1.2 Typical process condition of NIL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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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동향 

 

 Thermal NIL 공정은 1995년 Chou 그룹에 의해 최초 제안되었다[2-5]. Chou 

등은 임프린트 후, 리프트-오프 공정을 통해 25 nm 크기의 형상을 70 nm의 

주기로 배열한 금속 패턴을 제작하여, 향후 NIL 공정이 집적회로와 나노 디

바이스를 제작하는데 있어 고생산성(high throughput)의 체적 리소그래피 공

정이 될 것임을 예견하였다. 1997년 Chou 그룹에서는 NIL 공정을 더 발전시

켜 실리콘 기판 위에 코팅된 PMMA 레지스트에 직경 6 nm, 주기 65 nm를 갖

는 구멍(hole) 패턴을 임프린트 한 후, 리프트-오프 공정을 거쳐 같은 크기의 

metal dot를 제작하였다. 이를 통해 NIL 공정이 10 nm 이하(sub-10 nm)의 패턴

을 제작할 수 있는 방법임이 입증되었다[4]. 이 방법은 공정이 간단하다는 장

점이 있어 적은 비용으로 높은 생산성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미세 패턴의 

량생산에 적합한 기술로 소개되었다. 그러나 한편 가열-냉각 싸이클과 고압

의 공정 조건에 의한 시간적 제약이 있으며 다층 정렬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UV NIL 공정은 1996년 Philips 연구소의 Hasima 등[6]에 의해 최초 제안되었

다. 1999년에는 Wilson 그룹[7]에서 반도체 공정에 적용하기 위한 기술로서 

step & flash imprint lithography(SFIL) 공정을 제안하였다. Thermal NIL에 비해 

SFIL은 100 kPa의 저압이 요구되며, 실험적으로 60 nm 해상도의 패턴을 구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NIL 공정이 전통적인 광 리소그래피 공정을 체할 안적인 나노 패턴 성

형 방법으로 확고하게 자리잡고 량 생산 시스템에 적용될 수 있기 위해서

는 몇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 첫째, 진공 조건이 아닌 저진공 상태 

및 기압 상태에서 공정을 진행할 때 기체가 패턴 내부로 유입되어 기포 결

함(bubble defect)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기포의 생성을 방지하고 생성된 기포

를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8-17]. 둘째, 레지스트가 신속하게 몰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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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부에 빈틈없이 충전될 수 있어야 한다[18-23]. 셋째, 반복되는 가압력과 

압력 불균형, 열응력 및 이형과정에서 작용하는 힘에 의한 기 형성된 패턴과 

몰드의 변형 및 파괴 문제이다[32-39]. 특히 레지스트에 의해 몰드에 가해지

는 압력 분포는 패턴의 형상 및 레지스트의 유동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며 

해석적인 측면에서 좀 더 엄밀히 접근하기 위해서는 구조-유동 연성 문제로

서 접근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넷째, 잔류층(residual layer)과 관련된 문제

이다[40-45]. 충전이 완료된 시점에서 몰드와 기판 사이에 레지스트의 얇은 

층이 존재하게 되고 이러한 잔류층은 이후의 공정 진행을 위해서 이방성 에

칭을 통해 제거되어야 한다. 잔류층이 두꺼울수록 이방성 에칭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증가하고 패턴 치수 정밀도가 악화(deterioration)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저진공 및 기압 상태 하에서 공정이 진행될 때 발생할 수 

있는 기포 문제에 하여 다룰 것이므로 NIL 공정과 관련된 많은 연구들 중 

특별히 기포 생성 문제와 레지스트의 유동 특성을 중심으로 연구 동향을 살

펴보도록 한다. 

 NIL 공정에서 진공 조건을 사용하게 되면, 진공 챔버(vacuum chamber)가 필

요하기 때문에, 더욱 큰 공간과 비용이 소모되고, 진공 상태를 설정하고 해제

하는 시간비용도 필요하게 된다. 그러므로 기압 조건에서 NIL 공정을 진행

하게 되면 매우 유리하지만, 기포(bubble) 결함 발생 문제를 피할 수 없다. 기

포 생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포가 발생하는 메커니즘을 파악하려는 노

력과 발생한 기포를 제거하는 방법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었다. 이러

한 연구들을 소개한다. 

 Hiroshima 그룹[8-12]은 기포의 생성 및 기포 결함 해결을 위해 많은 연구를 

수행해왔다. 먼저 기포가 생성되는 메커니즘에 해 연구하였다. 64 mPa s의 

점성을 갖는 고분자 레지스트를 620 ~ 2000 nm의 초기 두께로 도포하고 0.1 ~ 

0.5 MPa로 가압하였다. 그 결과 레지스트의 유량이 증가할수록, 패턴의 크기

가 작아질수록 기포 결함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공기 신 레지

스트에 한 용해도가 큰 trichrolofluoromethane을 기로 사용하여, 기포가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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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더라도 쉽게 용해되어 사라지게 하는 방식으로 결함 발생을 막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한편, trichrolofluoromethane의 경우에는 독성이 강한 기체이므로, 

용해도는 높으면서 독성은 낮은 체 물질로 pentafluoropropane을 제시하고 

이 기체를 이용하여 실험하여 적정한 기체 농도를 제시하였다. 또한 사각단

면의 줄무늬(line-and-space) 패턴을 고려하여 레지스트를 디스펜싱 하는 경우 

UV NIL의 충전 과정 중 발생하는 기포 생성 메커니즘을 수치적으로 연구하

였다. 레지스트의 물성은 물과 같은 1 cPs로 가정하고 몰드의 전진 속도는 40 

㎛/s로 고정한 채로 몰드와 기판 각각의 접촉각(contact angle)을 변화시켜가며 

기포 생성 메커니즘을 보여주었다. 

 Reddy 등[13-14]은 사각 단면을 가지는 줄무늬 형상의 충전 과정을 유동 선

단의 재구성(interface reconfiguration)과 윤활 이론(lubrication theory)을 적용하여 

설명하였고, 기포가 생성되는 조건을 기하학적 해석(geometric analysis)을 통하

여 보여주었다. 또한, 디스펜싱 되는 레지스트 액적이 합쳐지는 상황을 수치

적으로 모사(simulation)하고, 액적의 개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작은 부피 영역

에 분사할수록 충전 시간이 단축됨을 확인하였다. 

 Chou 그룹은[15] 기포 생성과 흡수(absorption)의 메커니즘에 하여 제안하

였다. 기포의 생성 방식은 첫째, 레지스트가 패턴의 돌출된 부분을 감아 돌아 

나가면서 기포가 생성되는 방식과, 둘째, 여러 개의 액적이 퍼지면서 중앙부

에 기체가 갇히게 되는 방식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분자확산 이론(molecular 

diffusion theory)과 유체역학(hydrodynamics)을 이용하여 기포의 레지스트에 

한 용해와 수축에 관한 이론 및 수치해석 모델을 개발하고, 기포의 수축시간

은 초기 기포의 크기, 임프린팅 압력, 공기 용해도, 레지스트의 잔류 두께 등

에 관련된다고 보고하였다. 

 Kim 등[16]은 연속된 사각 단면을 갖는 2차원 줄무늬 형상에서 몰드와 레지

스트 및 몰드와 기판의 접촉각의 변화에 따른 기포 생성 경향성에 하여 파

악하였다. 여기서, 몰드 중공부의 벽면에 해당하는 옆면과 몰드의 윗면을 구



9 

 

분하여 접촉각 조건을 다르게 부여하였다. 유동 선단의 전진 양상을 도식적

으로 표시하여 전진 양상을 보여주었고, 기판과의 접촉각이 커질수록 기포가 

생성되기 시작하는 몰드와의 접촉각 조건은 일정한 값을 가지다가 일정 순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몰드 중공부 옆면을 따로 표

면처리를 하여 접촉각 조건을 다르게 부여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실현이 불

가능 하다는 문제점이 제시된다. 

 Lee 등[17]은 사각 단면 line-and-space 패턴 내부로 충전이 이루어질 때 기포

가 발생하는 과정에 하여, 몰드 및 기판과 레지스트와의 접촉각, 패턴의 종

횡비, 레지스트의 점도, 패턴 내부로 유입되는 속도 등에 한 민감도 조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패턴의 종횡비, 레지스트의 점도, 유입되는 속도가 커질

수록 기포가 발생할 확률이 증가하고, 공정 변수와 관련된 무차원수 capillary 

number와 Weber number가 커질수록 기포가 발생할 확률이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NIL 공정 중, 레지스트가 몰드 패턴의 중공부 내부를 충전하는 과정에서 

레지스트의 유동 특성에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도록 한다. 

Rowland 등[18-19]은 자유 경계(free boundary)와 이동 경계(moving boundary) 

기법을 이용해 NIL의 충전 공정을 해석하였다. 이들은 capillary number와 새

롭게 정의된 directional flow ratio, polymer supply ratio의 세가지 무차원 매개변

수를 통해, 이전까지의 연구들에 해 패턴의 중공부로 충전되는 폴리머의 

유동 모드를 분류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Capillary number는 유동의 형태가 

주로 모세관력 주도(capillary driven)인지, 점성 주도(viscous driven)인지를 결정

하고, direction flow ratio는 폴리머 자유표면의 형태가 단일피크로 생성되는지 

혹은 이중 피크로 생성되는지에 관여한다. 마지막 인자 polymer supply ratio는 

유동 특성이 스톡스 유동(Stokes flow)인지 스퀴즈 유동(squeeze flow)인지를 결

정한다. 

 Jeong 등[20]은 표면 장력(surface tension) 효과를 고려한 뉴턴 유체(Newton 

fluid)의 유한 요소 해석(finite element simulation)을 통해 중앙부의 휘어진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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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모세관력에 의한 효과라는 것을 보였다. 몰드의 중공부에 형성되는 폴리

머의 자유 표면은 capillary force에 의해 오목한 형태를 가지게 되는데 만약 

이 힘을 제거하게 되면 중공부의 모서리 부분에서 완전한 충전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Rowland와 King[23]은 높이를 고정하고 너비를 변화시킨 중공부에 하여 

PMMA 레지스트의 초기 코팅 두께를 충분히 두껍게 하여 충전 공정 중 폴리

머의 공급이 제한되지 않게 하는 조건으로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너비

가 증가됨에 따라 단일 피크(single peak)의 변형에서 이중 피크(dual peak)의 

변형으로 변화함을 보여주었고, 이는 면찰 담화(shear thinning)에 의한 영향이

라고 설명하였다. 이중 피크의 경우 온도가 낮을 때 관찰되는데, 이는 낮은 

온도로 인하여 점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라 주장하였다. 

 Lee 그룹[24-27]은 고정 격자계(fixed grid system)에서 VOF(volume of fluid) 방

법을 이용하고, 표면장력을 고려하여 thermal NIL 및 UV NIL의 충전 및 자유

표면의 양상을 예측하였다. 몰드의 가압 속도가 느린 경우, capillary force에 의

해 폴리머가 벽면에 점착(wall adhesion)되어 자유표면이 오목한 형태를 가지

지만, 가압속도가 빠른 경우, 스퀴징 유동이 증가하여 관성력이 커짐에 따라 

capillary force는 무시할 수 있으며 자유표면의 형태가 볼록한 형태를 가짐을 

보였다. 또한 온도가 높을수록 capillary force의 영향이 커짐을 보였다. 또한, 

종횡비가 다른 비정칙적인(irregular) 패턴 형상에 해, 가압속도가 느릴 경우, 

폭이 좁은 중공부가 넓은 중공부에 비해 표면 장력의 영향이 커서 충전 속도

가 빠르나, 가압속도가 빨라질 경우, 이러한 영향이 미미함을 보여주었다. 

 NIL 공정의 충전 과정에 한 연구는 언급한 논문 외에도 상당수 존재하며, 

레지스트의 거동을 해석적인 접근을 통하여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도 많이 있

어왔다. 해석적 접근은 두 평판 사이의 유동 특성을 설명하는 스퀴즈 유동을 

통한 접근 방법이 많이 소개되었다[28-31]. 

 본 연구에서 고려하고 있는 비반사 구조물에 한 광학적 특성 연구와 NIL 

공정을 이용한 제조 사례 연구에 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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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e 등[56-57]은 hot embossing 공정과 UV NIL 공정을 이용하여 원뿔 형태의 

비반사 구조물을 직접 제작하고, 제작된 구조물의 비반사율을 패턴의 주기의 

변화에 따라 측정하였다. 그 결과 유리 기판 위에 패턴을 한 면으로 도포하

였을 때, 350에서 800 nm의 파장 영역에서 투과율이 91%에서 94%로 증가하

였고, 양면으로 도포하였을 때 96%까지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패

턴의 주기를 변화시켜가며 반사율을 측정한 결과 패턴의 주기가 500 nm 이상

일 때 반사율이 급격하게 증가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주기가 300 nm 이하

가 될 때 반사율은 급격히 감소함을 나타내었다. 

 Nakanishi 그룹[58]은 NIL 공정을 이용하여 면적에 비반사 구조물을 도포

하는데 성공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패턴 크기에 따라 투과율을 측정하여 패

턴 형상 최적화를 연구하였다. 주기를 200 nm로 고정시킨 후 높이의 변화에 

따라 반사율을 측정해 본 결과, 높이가 250 nm 이하에서는 전 파장 영역 에

서 반사율이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또한, 패턴의 종횡비(Aspect Ratio)를 1.5로 

고정시킨 후 패턴의 주기를 변화시켰을 때, 폭이 200 nm 이상이 되면 비반사

율이 급격히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Yamada 그룹[59]은 기존의 원뿔 패턴 형태를 탈피하여 광학적 성능을 높이

는 새로운 형태의 패턴을 제안하였는데, 사각 피라미드(pyramid)와 모선을 공

유하는 원뿔(convex circular cone sharing the ridge line of adjacent cones) 형태가 그

것이다. 세 패턴에 한 반사율 측정 결과 모선을 공유하는 원뿔과 사각 피

라미드 형태의 패턴은 원뿔 패턴에 비하여 비반사율이 더 뛰어남을 보여주었

다. 특히, 모선을 공유하는 원뿔 패턴의 경우 530 nm 파장의 빛에 하여 0.2% 

의 반사율을 보여 성능이 매우 뛰어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실제 패턴 제작

을 통하여 원뿔 형태와 모선을 공유하는 원뿔은 패턴 제작이 비교적 용이하

며, 사각 사다리꼴 형태는 패턴 제작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함으로써, 이 연

구에서 제안한 모선을 공유하는 원뿔 패턴에 한 뛰어남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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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 내용 

 

 본 연구에서는 기압 공정 조건 하에서 디스펜싱 UV NIL 공정이 이루어질 

경우, 패턴 내부를 흐르는 레지스트의 유동 선단의 전진 양상을 파악하고, 

기압 조건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기포 생성 메커니즘을 살펴본다. 

그리고 기포 생성에 관여하는 패턴의 기하학적 변수, 레지스트의 물성 및 작

업 공정 인자의 영향에 의한 기포 생성 경향성을 조사한다. 

 NIL 공정의 충전 과정에서 레지스트의 유동을 실험적 방법을 통하여 실시

간으로 관찰하는 연구는 구현이 매우 힘들고 최근에 들어서 몇 가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46-47]. 일반적으로는 패턴 내부에 레지스트가 완전

히 충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정을 종료한 후 레지스트의 유동 선단을 살펴

보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여러 변수들에 따른 유동 선단의 모양 변화

와 기포 생성 경향성을 실험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과 설비가 요

구된다. 이에 따라, 해석적 방법(CFD)을 동원하여 유동 선단의 전진 양상을 

구현하는 것이 필요하며, 여러 공정 조건들의 영향 관계를 조사하여 기포 생

성을 예측하는 것이 요구된다. 

 전통적인 리소그래피 방법을 탈피하여 NIL 공정을 이용하게 될 때의 최  

장점은 공정의 단순성과 높은 생산성이다. 하지만, 진공 조건 하에서 공정이 

이루어질 경우 시간 비용 및 설비 비용 등이 발생하게 되어 이러한 장점이 

극 화 되기 힘들어진다. 그러므로 기 조건(atmospheric condition) 하에서의 

공정을 가능하게 만든다면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

지만, 기 조건 하에서는 패턴 내부로 공기의 유입이 일상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기포가 발생하기 쉽다. 기포가 발생하는 경우 레지스트가 패턴 내부

를 완전히 채우지 못하므로 불완전한 패턴 전사가 이루어져 결함을 야기하게 

된다. 기 조건에서 기포 결함 없이 패턴이 완전히 전사되기 위해서는 기포

가 발생할 확률을 최소화 하여야 하고, 발생된 기포를 제거할 수 있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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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를 위해 기포가 발생되는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기포가 발생되지 않는 

조건을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2장에서는 디스펜싱 UV NIL 공정에서 기포 발생에 하여 삼각 

단면을 가지는 line-and-space 패턴의 기하학적 해석과 수치적 해석을 통한 분

석을 기술하였다. 먼저, 기포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과 모델링 방법에 

하여 설명하고 선정한 모델의 검증 작업의 일환으로 기하학적 해석을 통한 

기포 발생 조건을 알아보았다. 기하학적 해석은 Reddy 등의 연구에서 사각 

단면을 가지는 줄무늬 형상 패턴에 한 해석적 기법을 제시하였는데, 이를 

도입하여 본 연구에서 상으로 삼고 있는 삼각 단면 줄무늬 패턴에 적용시

켜 보았다. 또한, 이들이 고려하였던 기하학적 변수뿐만 아니라 공정 변수와 

관련 있는 접촉각 조건에 하여도 기하학적 해석을 수행해 보았다. 이어서 

기포 생성에 관여하는 여러 인자들에 한 영향을 조사해 보았다. 기하학적 

인자로서 삼각 단면의 아래 폭과 높이의 비를 나타내는 HWR(the pattern 

height-to-width ratio)를 정의하였고, 초기 레지스트의 도포 부피를 변화시킴에 

따른 잔류층 두께의 변화를 고려하였다. 레지스트의 물성과 공정 변수에 

한 인자로서 레지스트의 점도와 유입 속도를 고려하여 기포 생성 경향성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인자들에 한 parametric study를 수행한 결과를 토 로 

기포 생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정 조건에 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었다. 

 또한 3장에서는 UV NIL 공정을 이용하여 비반사(anti-reflective) 구조물 제작 

시 발생하는 기포 결함에 관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비반사 구조물은 가시

광선 파장 영역보다 작은 수백 나노 사이즈의 원뿔 형태가 무수히 많이 배열

되어 있어 입사되는 빛을 반사시키지 않는 역할을 한다. 빛의 투과율을 높이

는 곳에 많이 사용되는 이러한 패턴들이 디스펜싱 UV NIL 공정으로 생산되

게 될 때 발생할 수 있는 기포 결함에 하여 알아본다. 패턴의 종횡비에 따

라 광학적 특성이 달라지는 패턴이므로 패턴의 종횡비에 변화를 주고 기포 

생성에 관여하는 인자들 중 레지스트의 점도와 공정 속도에 관련이 있는 무

차원수 Ca 수에 따른 경향성을 파악하였다. 또한, 3차원 원뿔 형상을 기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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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갖는 패턴을 충전하게 될 때 유동 선단의 모양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파악하고, 앞서 모델 검증의 일환으로 제시되었던 기하학적 해석을 원뿔 형

상에 하여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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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Dispensing UV NIL 공정을 이용한 삼각 단면 line-and-

space 형상의 기포 결함 연구 

 

 NIL 공정의 충전 과정을 수행할 때, 레지스트의 유동 선단은 단면의 기하학

적 형상, 기판 및 몰드와의 접촉각, 레지스트의 점도, 유입속도에 따라 결정

된다. 또한 충전이 진행되면서 레지스트 유동 선단의 모양과 몰드 단면의 기

하학적 형상에 따라 레지스트의 선단이 단면의 어떤 면과 접촉하는지 결정되

고, 이에 따라 기포 생성 여부가 결정된다. 이렇게 기포 생성과 아주 밀접한 

유동 선단의 추이를 판단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을 통하여 이루

어졌다. 첫 번째는 실험적인 방법이고, 두 번째는 해석적인 방법, 그리고 세 

번째는 수치해석적 모사(simulation)을 통한 방법이다. 

 실험적 방법은 주로 충전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공정을 종료한 

후, 주사 전자 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이나 원자 현미경

(atomic force microscope, AFM)을 통하여 유동 선단을 관찰하는 방식으로 이루

어져 왔다. 최근에 간섭계 등을 이용한 광학적 방법으로 실시간 관측에 한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레지스트의 충전 비율을 알아내는 정도로 아직 유동 

선단의 형상을 관찰하는 수준까지 도달하지는 못한 상황이다. 

 해석적 방법과 관련하여서는 스퀴즈 유동(squeeze flow) 관련 식이 가장 표

적이다. 이러한 접근은 정성적 측면에서 훌륭한 분석 도구이지만, 패턴의 형

상을 고려한 유동을 설명하기 힘들다는 것이 단점이다. 패턴의 형상을 고려

하여 기포가 생성되는 순간을 기하학적으로 해석하는 방법도 사용되었지만, 

이는 낮은 capillary number[48]인 경우만을 고려할 때라는 제한적인 상황에서

만 적합하고, 기포 발생 순간의 구속 조건을 활용하여 표현하기 때문에 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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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단의 전진 양상은 표현이 불가능하다. 

 CFD를 이용한 수치해석적 방법은 유동 선단의 전진 양상은 물론, 유동장의 

속도 및 압력 분포 등을 알아볼 수 있을 뿐 아니라, 패턴의 형상에 의한 영

향도 모두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단, 수치해석에 적용된 유동의 특

성에 한 가정들이 실제 유동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는지가 관건이므로, 실

험적 방법과 비교하여 유동 특성에 한 가정들을 엄밀히 검토해야 한다. 

 이 장에서는 기포가 발생하는 순간에 하여 기하학적인 해석을 적용하였고, 

여러 가지 설계 변수들에 의한 경향성 파악을 위하여 CFD를 이용하여 해석

을 수행하였다. 또한, 기하학적 해석과 CFD를 이용한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기하학적 접근에 한 효용성을 확립할 수 있었고, CFD 해석에 한 신뢰도

를 부여할 수 있었다. 

 UV NIL 공정에서 레지스트를 도포하는 방법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스핀 코

팅을 통해서 기판 전 면적에 해 일정한 두께로 레지스트를 도포하는 방법

이고, 다른 하나는 여러 개의 레지스트 방울(drop)을 기판 위에 분포하게 한 

후 몰드의 가압에 의하여 레지스트가 퍼져 나가게 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방

식을 디스펜싱 이라고 부른다. 본 연구에서는 디스펜싱 방법을 사용하였을 

때를 고려하였다. 또한, 고려한 패턴은 삼각 단면을 갖는 줄무늬 형상이다. 

삼각 단면 미세 패턴은 광학 시트 혹은 필름 형태의 부품으로 제작되는 경우

가 많은데, 특히 TFT-LCD 패널의 BLU(back light unit)에서 프리즘 시트로 널

리 사용되고 있다[49]. 프리즘 시트는 도광판(light guide panel)을 통해 평면화

된 빛에서 패널에 수직인 성분만 출사시키는 기능을 하는 광학 부품이다[50]. 

그리고, 줄무늬(line-and-space) 형상은 길이방향으로 일정 단면이 충분히 길게 

형성되어 있으므로 2차원 모델로 가정하여 해석을 수행할 수 있으며, 같은 

단면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므로 하나의 패턴 단위만 선택하여 해석을 수행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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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Dispensing UV NIL 공정의 기포 결함 해석 조건 

 

2.1.1 지배 방정식과 수치 해석 방법 

 

 NIL 충전과정에서의 기포 생성을 모사하기 위해서는 패턴 내에서 폴리머 

레지스트의 유동과 공기와의 경계 즉, 레지스트 선단의 거동을 예측해야 한

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고정격자계 기반의 유체 체적 분율 방법

(volume of fluid, VOF)을 사용하였다[51]. 이 방법은 다상(multi-phase) 유동의 

표현에 매우 효율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VOF 방법은 운동량 방정식(momentum equation)을 풀어서 하나의 셀(cell)에 

해 유입 및 유출되는 각 상(phase)의 부피를 구한다. 이를 바탕으로 하나의 

셀에 포함된 각 상의 부피비를 계산하고 이를 유입 및 유출 속도장과 함께 

고려하여, 해당 셀 내부에서 각 상이 배치된 형태 즉, 유동 선단을 결정하게 

된다. 이 방법은 고정 격자계를 기반으로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정확한 선단

을 묘사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매 해석 단계마다 새로운 격자(grid)

를 다시 생성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유 표면의 추이를 효율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 

 VOF 모델에서는 하나의 셀에 여러 개의 상이 존재할 수 있고, 이를 표현하

기 위해 각각의 상은 0과 1사이의 값을 해당 셀에 한 부피 비(volume 

fraction)로서 갖게 된다. 즉, 특정 셀이 특정의 상으로 모두 채워졌다면 해당 

상의 부피 비는 1이고, 언급한 상을 제외한 다른 상의 부피 비는 모두 0이 

되는 것이다. 때문에 밀도와 점성 등, 모든 물성에 해서 셀 단위로 각 상의 

부피 비를 고려하여 계산한 값을 사용해야 한다. VOF 방법에 한 연속 방정

식(continuity equation)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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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ρ, ui, xi는 각각 밀도, 속도, 좌표를 나타내며 ρq, αq는 각각 해당 상의 

밀도와 셀에서 차지하는 부피 비를 나타낸다. 밀도 값은 해당 셀 내부에 존

재하는 상의 개수에 따라서 q의 값이 정해진다. 만약 두 개의 상이 하나의 

셀 내부에 공존하는 상황 즉 유동 선단이 셀을 가로질러 존재하는 상황이라

면, 두 개의 상 각각의 밀도 값을 부피 비에 비례하여 평가한 평균적인 밀도 

값을 적용하게 된다. 

 운동량 방정식(momentum equation)과 구성 방정식(constitutive equation)은 다음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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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η, ηq, fi, σji, p는 각각 점성, 각 상의 점성, 표면 장력에 의한 운동량, 응

력 압력을 나타낸다. 밀도와 마찬가지로 점성의 경우에도 해당 셀이 한 종류

의 상으로 완전히 채워진 상황이라면 그 상의 점성 값을 그 로 적용하지만, 

두 종류 이상의 상이 하나의 셀에 포함된 경우라면 각각의 점성을 그들의 부

피 비에 비례하여 평균한 점성 값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부피 비는 매 

time step마다 다음 식에 의해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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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f는 부피 비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동 해석을 수행하기 위해 유동 해석 전문 프로그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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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uent 6.3[53]을 사용하였다. Fluent 6.3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solver와 

discretization scheme들 가운데에서 뛰어난 수렴성과 정확성을 고려하였을 때 

다음과 같은 것들을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여 사용하였다. 

 먼저 solver는 pressure based implicit solver를 사용하였다. 이 경우 압력 값에 

의해 수정된 속도장이 연속 방정식을 만족하게 하는 방식으로 연속 방정식과 

운동량 방정식으로부터 압력 방정식이 유도된다. 이 압력 방정식을 풀어서 

질량 유량, 압력과 속도장을 수정하게 된다. 이 압력 방정식을 풀기 위한 차

분법(discretization method)으로는 PRESTO(PREssure STaggering Option)를 적용한

다. 

 VOF 방법과 관련한 시간 차분(time discretization)에는 explicit scheme을 사용

하고 volume fraction equation을 풀기 위한 차분에는 modified HRIC(High 

Resolution Interface Capturing)을 사용한다. 또한 운동량 방정식은 second order 

upwind 방법을 적용하여 차분한다. Pressure-velocity coupling을 위한 알고리듬

으로는 PISO(Pressure-Implicit with Splitting of Operators)를 적용하였다. 

 또한 패턴 전체의 길이(L)는 1 μm로 고정하였고, 초기에 레지스트가 일정만

큼 유입된 상태(l0)에서 충전이 시작된다고 가정하였고, 경계 조건으로는 왼쪽 

측면은 속도 입구(velocity inlet), 오른쪽 측면은 압력 출구(pressure outlet), 레지

스트와 몰드 및 레지스트와 기판에 맞닿은 부분은 벽면(wall)으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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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패턴 형상에 따른 설계 변수 

 

 해석에서 고려하는 프리즘 시트에 사용되는 삼각단면의 광학 패턴은 길이방

향으로 일정 단면이 충분히 길게 형성되어 있으므로, Fig. 2.1.1에 나타낸 바와 

같이 2차원 모델을 통해 해석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삼각 단면이 반복적으

로 배열되어 있으므로 그 중 하나의 패턴을 모델로 선정한다. 디스펜싱 방법

을 사용하여 레지스트를 도포하는 경우 도포된 레지스트의 중앙부는 스핀 코

팅 방법과 유사하게 패턴 전체에 하여 아래에서 위로 레지스트가 충전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 경우를 제외하고 도포된 레지스트 외부에 존재하는 패

턴들은, 몰드의 전진으로 인하여 가압되는 레지스트가 퍼져나감에 따라 기판

과 평행한 방향으로 유입이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가정

하여 레지스트가 패턴의 왼쪽에서 충전이 시작된다고 설정하였다. 

같은 줄무늬 형상의 패턴이라 하더라도 중공부 높이와 중공부 폭은 다양한 

값을 가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패턴의 기하학적 형상에 한 민

감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두 가지 설계 변수를 설정하였다. 먼저 삼각 단면의 

꼭지각에 의한 영향을 고려하기 위하여 밑변  높이비(the pattern height-to-

width ratio, HWR)를 식 (2.5)와 같이 정의하였다. 

 

H
HWR

W
         (2.5) 

 

이는 삼각형의 꼭지각 변수를 길이에 의한 무차원수로 표현한 것으로 사각 

단면에서 aspect ratio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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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물성치 

 

 UV NIL 공정에 사용되는 레지스트는 일반적으로 수 cPs에서 수십 cPs 정도

의 낮은 점도 특성을 갖는다. Thermal NIL 공정에서 사용되는 열가소성 고분

자 폴리머 수지에 비하여 매우 낮은 값을 가지므로 점탄성체가 아닌 유체의 

거동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Fig. 2.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물질의 점도

는 온도와 전단 변형률 속도(shear rate)에 영향을 크게 받는데, 본 연구에서는 

온도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전단 변형률 속도가 임계 값보다 작은 상태로 

생각하여 일정한 점도 값을 가진다고 가정하였다. 그러므로 해석에 사용되는 

레지스트는 1 cPs의 점도값을 가지는 물(water)로 가정하고 점도의 크기를 변

화시켜가며 기포 생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였다. 또한, 충전이 

이루어지는 동안 비압축성 유동으로 생각하여 밀도의 변화는 생각하지 않는

다. 즉, 레지스트의 밀도는 998.2 kg/m3, 표면 장력(surface tension)의 크기는 

0.072 N/m이다. 

 

 

 

 

 

 

 

 

 

 

 

 

 

 



 

 

Fig. 2.1.2 Viscosity vaariation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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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공정 변수 – 유입 속도, 접촉각, 초기 도포 부피 

 

 UV NIL 공정에서 레지스트를 도포하는 방식은 스핀 코팅을 통하여 기판 전

체에 레지스트를 일정한 두께로 도포하는 방법과 레지스트 액적을 곳곳에 배

치하여 몰드의 가압에 의해 레지스트가 이동하는 디스펜싱 방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작업 공정이 단순하고 생산성의 극 화를 위하여 기 조건 디스

펜싱 공정을 고려한다. 레지스트에 도포된 액적은 기판과의 접촉각에 의하여 

구의 일부로 존재하게 되는데, 몰드가 전진함에 따라 가압이 이루어지고 구

의 형태이던 레지스트 액적이 원기둥의 모양으로 바뀌면서 진행이 이루어지

게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11]. 이 과정을 Fig. 2.1.3에 나타내었다. 구의 형태

에서 원기둥의 형태로 모양이 바뀌어도 부피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원기둥의 

반경방향의 시간에 한 변화율이 패턴 내부로 유입되는 유입 속도가 된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한다. 

 

0

( )
2in

r r dh
V

t h dt


  


        (2.7) 

 

여기서, r은 레지스트의 반경, h0는 레지스트의 두께 즉 몰드와 기판 사이의 

간격이다. 그리고 (-dh/dt)은 몰드의 전진 속도가 된다. 즉, 패턴 내부로 유입

되는 레지스트의 속도는 몰드의 전진 속도에 비례하게 된다. 초기 도포되는 

레지스트 액적의 부피가 8 pm3, 몰드의 전진 속도가 40 μm/s라고 가정한다면, 

몰드와 기판 사이의 간격이 100 nm일 때 레지스트의 반경은 5 mm이고 유입 

속도는 1 m/s가 된다. 이 때, 패턴 하나의 전체 길이를 1 μm로 고정하였으므

로 레지스트가 하나의 패턴을 충전하는 시간은 10-6 sec에 지나지 않는다. 즉, 

레지스트가 1 μm를 이동하는 시간 동안 몰드는 0.04 nm를 전진하게 된다. 약 

25,000배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몰드는 전진하지 않고 고정된 상태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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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마이크로 채널(microchannel) 유동에서는 벽면의 과열로 인하여 레지스

트가 증발할 수 있다[74-76]. 채널이 1 mm 이상일 때에는 벽면 과열이 무시할

만한 수준이지만, 50 μm 이하에서는 매우 커지게 된다. 10 μm 이하의 채널에

서는 레지스트가 끓는 현상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 또한, 채널 내

부를 흐르는 유량이 증가할수록 과열은 증가되며 Re 수의 증가에 따라 류

에 의한 열전달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레지스트의 

유동에 따른 기포 생성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이러한 증발 효과

를 고려하지 않았고, Hirai et al.[11] 등의 연구에서 제시된 유입 속도를 적용하

였다. 

 몰드에 가해지는 압력에 하여 살펴보면, 레지스트가 평행한 두 평판 사이

를 흐르는 스퀴즈 유동을 따를 경우 다음과 같은 식에 의하여 몰드에 가해지

는 압력을 계산할 수 있다[31,52,61]. 

 

2
3
0

1
( )

dh
P L

h dt
         (2.8) 

 

여기서, L은 몰드의 너비, η는 레지스트의 점도이다. 본 연구에서 고려된 몰드

의 너비는 1 μm이고, 점도가 1 cPs일 때, 몰드에 가해지는 압력은 40 Pa로써 

높은 점도가 사용되는 Thermal NIL에서의 높은 가압력(> 1 Mpa)에 비하여 상

당히 낮은 압력을 나타낸다. 하지만, 통상적인 UV NIL에서의 가압력에 비하

여 비교적 큰 값을 보이고 있다[15,63]. 본 연구에서는 패턴 내부로 유입되는 

속도에 한 경향성을 파악하기 위해, 가압을 통하여 몰드의 전진 속도가 일

정할 수 있도록 제어되는 상황으로 가정한다. 

 또 하나의 공정 변수로서 고체, 액체, 기체 사이의 표면 에너지(surface 

energy)로 인하여 고체 표면의 액체가 안정된 상태로 존재할 때 고체 표면과 

액체 표면의 접선 방향이 이루는 각도인 접촉각을 들 수 있다. 표면 에너지

란 고체와 액체 및 기체 모든 상(phase)에 해 기 형성되어 있던 동일 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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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결합이나 서로 다른 분자 사이의 결합을 끊고 새로운 표면을 생성하는 

데에 필요한 단위 면적당의 에너지를 말한다. 고체 구조물에서는 파괴의 관

점에서 표면 에너지가 다루어지고 외부 하중에 의해 재료 내부에 생성되는 

탄성 및 소성 에너지의 증가량이 해당 재료의 표면 에너지보다 큰 경우, 균

열이 발생 및 전파가 된다. 고체 표면에 존재하는 유체와 관련해서는 고체 

표면에 유체가 분포하는 양상과 관련이 있고 이러한 고체 표면에서의 유체의 

분포 양상을 정량화한 물리량이 바로 접촉각이다. 고체와 표면 위의 액체가 

이루고 있는 접촉각이 Fig. 2.1.4에 나타나있고, 표면 장력과 접촉각의 관계는 

Young의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cosSL SV VL            (2.9) 

 

 접촉각의 크기는 고체와 액체 사이의 표면 에너지에 한 상관관계를 거시

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지표가 된다. 고체의 표면 에너지가 액체의 표면 에

너지보다 상 적으로 작은 값을 갖게 되면 고체의 표면이 더 많이 노출되어

야 최소 에너지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액체는 적은 면적을 차지

하게 된다. 즉 접촉각이 큰 소수성 상태가 된다. 반 로 고체의 표면 에너지

가 큰 값을 갖는 경우, 액체의 표면이 고체 표면을 덮게 될수록 낮은 에너지 

상태가 되므로 접촉각은 작아지게 된다. NIL 공정에서는 충전 과정 후 일반

적으로 레지스트와 기판은 서로 분리되지 않아야 하므로 접촉각이 작은 친수

성을 띄어야 하고, 레지스트와 몰드는 이형 과정에서 점착에 의한 패턴 파괴

가 일어나지 않도록 접촉각이 큰 소수성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이를 

위하여 기판에는 점착 증가제(adhesion promoter) 처리를 하고, 몰드에는 

SAM(self assembly monolayer)과 같은 점착 방지(anti-adhesion) 코팅을 한다. 이

러한 접촉각의 변화에 따라 즉, 기판과 몰드의 표면 처리에 따라 유동 선단

의 모양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고 기포 발생 측면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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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작업 공정 관여하는 인자로서 초기 레지스트의 도포 부피를 들 수 있

다. 초기에 기판에 도포되는 액적의 부피를 결정하는 것은 NIL 공정에서 중

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일단, 도포되는 부피를 작게 만들수록 가격 면에서 

유리하다. 그리고 임프린팅 과정을 거친 후 에칭 과정을 통한 잔류층 제거 

작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알맞은 부피를 결정할 수 있다면 가격 면에서나 생

산성 면에서 매우 유리하게 될 것이다[44-45]. 하지만 적정한 부피를 결정하

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도포되는 부피를 작게 만들수록, 즉 충전이 완료

된 후 잔류층을 작게 만들수록 몰드를 가압할 때 많은 압력이 필요하게 되므

로 몰드 파괴 결함 등이 야기될 수 있다[52]. 이에 따라 도포되는 액적의 부

피에 의해서 결정되는 잔류층의 두께에 따라 기포 생성 경향성을 조사할 필

요가 있다. 

 레지스트가 구에서 원기둥으로 변하면서 퍼져나가는 상황일 때, 초기에 도

포되는 액적의 부피를 증가시기게 되면 레지스트의 반경과 높이는 부피의 세

제곱근에 비례하여 증가하게 된다. 하지만, 레지스트가 도포된 지점으로부터 

같은 위치에 있는 패턴이라고 생각할 때, 즉 앞서 속도 계산을 위한 식에서 

r은 변함없이 같아야 하므로 레지스트의 유입 속도는 잔류층 두께(h0)에 반비

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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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하학적 해석 및 해석 모델 검증 

 

 CFD에 기반한 수치해석 모델은 정확한 물리적 거동을 모사할 수 있다는 장

점이 있으나, 수치해석적으로 복잡한 2상 유동을 고려하기 때문에 각 공정 

조건의 민감도를 살펴보는 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포가 발생하는 경우에 하여 보다 간단하고도 도식적인 방

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기하학적 모델을 이용하였다. 기하학적 모델에 의한 

기포 생성 연구는 최초 Reddy[13]에 의해 제안되었는데, 본 논문에서는 그가 

제안한 사각 단면 줄무늬 패턴에 한 기하학적 모델 외에, 새롭게 삼각 단

면 패턴에 한 기하학적 모델을 정의하였으며 이를 기포 생성 연구에 적용

하였다. 

 

2.2.1 사각 및 삼각 단면 모델에 한 기하학적 해석 

 

 본 연구에서 다루게 되는 삼각 단면 줄무늬 형상에 한 해석에 앞서 먼저 

사각 단면을 가지는 패턴에 한 Reddy의 기하학적 해석을 살펴본다. UV NIL 

공정 중 디스펜싱 방법에 의하여 레지스트가 충전이 이루어질 때 전진하고 

있는 레지스트의 유동 선단 모양을 Fig. 2.2.1에 나타낸 것과 같이 원의 일부

분이라고 가정하면, 이 가상의 원의 중심 (xRo, yRo)과 원의 반지름(rRv)에 한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 경우, 몰드의 오른쪽 아래 모서리와 유동 선

단이 만날 때 기포가 생성 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그에 따른 

원의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2 2 2
0 0 0( ) ( )R R R R RvW x h y r          (2.10) 

0 cosR Rv Mx r                (2.11) 

0 cosR Rv Sy r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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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3) 

 

 위 식에서 패턴의 형상에 따라 WR, hR0, hRc는 변하게 되고, 공정 변수인 몰드 

및 기판과 레지스트와의 접촉각 역시 변하는 값이 된다. 그리고, 원의 형태로 

진행하는 유동 선단이 단면의 오른쪽 아래 모서리 (WR, hR0)와 만날 때, 기포

가 발생한다고 생각하면 식 (2.10)와 같이 구속 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삼각 단면에 하여 기하학적 모델을 유도해 보았다. 

공정 시 다양한 삼각 단면 패턴을 고려하기 위하여 삼각형의 꼭지각을 하나

의 기하학적 변수로 설정하였고, 이는 앞서 식(2.5)에서 정의하였던 HWR와 

관련된다. 삼각 단면 줄무늬 패턴에 한 개략도가 Fig. 2.2.2에 나타나 있다. 

삼각 단면의 경우 유동 선단을 나타내는 원의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

다. 

 

2 2 2
0 0 0( ) ( )T T T T TvW x h y r               (2.14) 

0 0( ) tan cos( )
2 2T Tc T Tv Mx h h r
               (2.15) 

0 cosT Tv Sy r               (2.16) 

cos sin( )
2

Tc
Tv

S M

h
r  


 

           (2.17) 

 

여기서, 기포가 발생하는 구속 조건은 사각 단면과 같이 단면의 오른쪽 아래 

모서리와 유동 선단이 만날 때라고 설정하였다. 

 삼각 단면에 한 원의 방정식을 토 로 기하학적 변수만을 고려하여 경향

성을 파악해 보았다. 기하학적인 변수만을 고려하기 위하여 몰드 및 기판과 

레지스트와의 접촉각은 모두 30°로 고정시키고, 식 (2.14)의 원의 방정식을 

정리하였다. 여기서,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를 분리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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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지각 α에 한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는 삼각 패턴의 기하학적 변수인 

WT, hT0, hTc로 표현이 가능하다. 이렇게 만들어진 식을 종합하여 hT0/WT와 

hTc/hT0사이의 관계식을 Fig. 2.2.3에 나타내었으며 또한, CFD 해석을 통하여 결

과를 비교해 보았다. CFD 해석에서는 유동 선단의 모양을 원의 형태와 유사

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capillary number가 작은 경우에 하여 고려하였다[13]. 

앞서 제시된 레지스트의 점도를 물과 같은 1 cPs로 설정하고, 유입 속도를 

0.5 m/s로 가정하였고, 이에 따라 계산된 Ca(capillary number) 값은 7×10-3이다.  

 기하학적 해석을 이용한 결과를 Fig. 2.2.3을 통해 살펴보면, 삼각형의 폭에 

한 잔류층의 비(hT0/WT)가 증가할수록 잔류층에 한 높이의 비(hTc/hT0)가 감

소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즉, 잔류층의 두께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면, 패턴

의 폭이 증가할수록 기포가 발생하는 높이의 조건도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

다. 또한, 곡선의 아래 부분이 기포 결함으로부터 안전한 영역이므로, 폭에 

한 잔류층의 비가 고정된 상태라면 잔류층에 한 높이의 비가 작아질수록 

기포 결함이 덜 발생한다. 이는 삼각 단면의 폭과 높이에 한 무차원 수 

HWR의 값이 작아질수록 기포가 덜 발생한다는 뜻이다. 이는 또한, 사각 단

면에서 패턴의 aspect ratio가 증가할수록 기포가 잘 발생한다는 결과와 일치

하는 양상이다[11,17]. CFD 해석을 통한 simulation 결과를 살펴보면 기하학적 

해석에 의한 경향성과 상당이 유사함이 확인된다. 

 이에 따라, 사각 단면 형상뿐만 아니라 삼각 단면을 갖는 줄무늬 패턴에 

하여도 기하학적 모델을 적용하여 기포가 발생하는 순간을 모사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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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해석 모델 검증 

 

앞으로 수행될 기포 생성에 관련된 변수들에 한 해석을 수행하기 이전에, 

앞 절에 소개되었던 기하학적 해석을 근거로 본 연구에서 사용될 해석 모델

을 검증하여 타당성을 입증하고자 한다. 앞선 Reddy의 연구에 따라 해석 모

델을 검증하는 과정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 보았다. 

첫째, 기포가 생성되지 않고 충전이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 패턴 내부를 흐

르는 유동 선단은 몰드의 형상에 따른 모서리(corner)를 지날 때마다 유동 선

단의 재구성(interface reconfiguration)이 발생하여 새로운 형태를 이룬 후 진행

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과정을 삼각형 패턴에 하여 비교하여 검증해 보

았다. 둘째, 기하학적 해석을 바탕으로 기포가 발생하는 조건을 설명하였는데,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삼각형 단면에 하여 또 다른 해석을 수행해 보았다. 

먼저 기포 생성 없이 충전이 완전히 이루어진 경우에 하여 Reddy의 연

구와 직접 비교하기 위하여 사각 단면에 한 유동 선단 전진 양상을 Fig. 

2.2.4에 나타내었다. Reddy[13]의 연구와 비교를 하기 위하여 해석 조건을 

Reference [13]의 조건과 같게 설정하였다. 즉, 레지스트의 점도는 1 cPs, 표면 

장력은 0.03 N/m, 기판 및 몰드와 레지스트가 이루는 접촉각은 모두 30°, 그

리고 Ca(capillary number)는 10-3로 설정하였다. Ca가 10-3일 때, 패턴 내부로 

유입되는 속도는 0.03 m/s로 계산된다. 또한, 사각 패턴의 폭과 높이 그리고 

잔류층 두께는 모두 100 nm로 설정하였다. Figure 2.2.4 (b)에 나타난 사각 단면

의 경우 모서리 C1에서 첫 번째 선단 재구성이 나타나게 된다. 유동 선단이 

몰드와 맞닿은 위쪽 끝(upper end)은 선단의 이동이 없이 아래 끝(lower end)만 

이동하면서 새로운 유동 선단이 만들어 지는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유동 선단이 모서리 C2까지 전진하게 되고, 모서리 C2에 도착한 

유동 선단은 새로운 선단 재구성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유동 선단의 

아래 끝부분은 순간적으로 진행방향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이는 

각 모서리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유동 선단은 표면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형태



35 

 

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실제 해석을 통한 유동 선단 전진 양상을 Fig. 2.2.5

에 나타내었다. Rossen[54]의 연구에 따르면, 얇은 판막이 단면적이 넓어지다

가 좁아지는 튜브(tube)를 통과하는 경우 표면 에너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단면적이 좁아지는 부분에서 순간적으로 유동 선단의 모양이 볼록한 형태

(convex)에서 오목한 형태(concave)로 바뀌는 현상이 실험을 통해 확인되었다. 

또한, 유동 선단이 전진하는 양상을 시간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모서리 C1에서 선단의 아래 끝이 늘어지면서 구성된 선단은 단면이 넓

어지는 방향으로 진행하므로 불안정한 상태로 전진을 하게 되고, 모서리 C2

와 만나는 순간 재구성 되는 선단은 이를 다시 안정된 상태로 이끈다. 이 때, 

재구성된 선단이 다음 모서리까지 전진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다른 충전 시간

에 비하여 상당히 적게 걸리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선단 재구성이 일어날 

때 표면 에너지 최소화를 위하여 선단의 곡률과 중심이 순간적으로 변하면서 

선단 아래 끝이 역행하게 되고, 그 반  급부로 선단 위 끝 부분은 상 적으

로 빠르게 전진하기 때문이다. Figure 2.2.4 (b) 에 각 단계별 시간을 전체 충전 

시간에 한 백분율로 표시하였다. 시간 간격을 살펴보면 두 경우 모두 각 

단계별로 걸리는 시간 간격이 비슷한 양상으로 표현되고 있으나, 두 번째 단

계인 모서리 C1을 통과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본 연구에서 조금 더 길게 나

타났다. 이는 모서리 C1을 통과할 때 피닝(pinning) 현상으로 인하여 새로운 

유동 선단을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현상을 고려

하기 위하여 각 모서리에 패턴 높이의 1%의 곡률을 주고 해석을 수행해 보

았고, 각 단계별 시간을 표준화하여 Fig. 2.2.6에 나타내었다. 곡률을 주었을 

때의 결과는 Reddy의 결과와 본 연구에서의 결과 사이 값을 가지며 비슷한 

양상으로 추종하고 있다. 또한, 모서리 C1에서 유동 선단이 형성되는 시간이 

비교적 짧게 나타난다. 유동 선단이 전진하는 양상을 Fig. 2.2.7에 나타내었다. 

피닝 현상은 잔류층의 두께가 작을수록, 그리고 몰드 가압력이 작을수록 잘 

발생한다[72]. 또한, 잔류층이 비교적 작고(50 nm) 가압력이 작은 경우 기판과 

접촉각이 작아지게 되면, 유동 선단의 아래 끝이 늘어지면서 만들어지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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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선단이 벽면을 타고 상승하지 못하여 충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이 보

고되고 있다[73].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상은 발견되지 않았고, 유

동 선단이 모서리 C1에서 C2로 전진하는 양상이 두 경우 모두 비슷하게 나

타나고 있으며, 빠르게 시간을 회복하여 C2에 도달하고 있기 때문에, 모서리 

C1에서 생성된 유동 선단이 벽면을 이동하기 시작하면 피닝 현상에 의한 영

향은 미미하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선단 전진 양상을 삼각형 단면에 하여 알아보자. Figure 2.2.8에 나

타난 삼각 단면 모델에서 유동 선단의 전진 양상을 살펴보면 모서리 C1에서 

사각 단면과 유사하게 선단 늘어짐 현상이 발견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선단

은 모서리 C2에서 새로운 선단이 구성되며 전진하게 되지만, 이 때 선단의 

아래 끝 부분이 진행방향에 역행하는 현상이 비교적 미미하게 나타나게 된다. 

즉, C2에서 형성된 선단은 아래 끝이 붙잡고 있는 형세로 전진하고 있는 양

상이다. 이는 선단의 위쪽 끝 부분이 몰드 벽면을 타고 올라가는 기울기가 

사각 단면처럼 급격하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재구성된 선단이 비교적 안정적

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C2를 지날 때 구성되는 선단 역시 아래 끝이 역행할 

필요 없이 안정적으로 벽면을 타고 내려 올 수 있다고 사료된다. 접촉각은 

모두 30°이고 HWR = 0.50, Ca = 10-3 인 경우에 하여 유동 선단이 전진하는 

양상을 Fig. 2.2.9에 나타내었다. 

두 번째로 기포가 생성되는 경우에 하여 앞서 소개된 기하학적 해석을 

통한 검증을 수행해 보았다. 앞 절의 기하학적 해석은 패턴의 기하학적인 변

수만을 고려하여 기포가 생성되는 조건을 제시하였는데, 이 절에서는 패턴의 

형상을 고정한 상태에서 레지스트와 기판 및 몰드와의 접촉각을 변수로 놓고 

기포가 생성되기 시작하는 접촉각 조건을 알아보았다. 

사각형 단면에 하여 확인해 본 결과 기포가 생성되기 시작하는 접촉각 

조건이 거의 선형적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고, 이는 Fig. 2.2.10에 나타난 바

와 같이, 사각 단면 줄무늬 형상에 한 CFD 해석 결과와 매우 일치하는 양

상을 보여준다.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삼각형 단면에 하여 기하학적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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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행해 보았다. 모델은 HWR = 0.71일 때를 이용하였고, Ca = 10-2의 조건으

로 해석이 수행되었다. 간단한 원의 방정식을 통한 결과와 수치 해석을 이용

한 결과를 비교한 그림이 Fig. 2.2.11에 나타나 있다. 기하학적 해석과 본 연구

의 모델로 수행된 수치 해석을 비교해보면, 사각형 단면과 유사하게 선형적 

증가 양상을 나타낸다. 특히, θS가 50° 이하 범위에서는 상당히 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θS가 50° 이상의 범위에서 기하학적 해석 결과와 CFD 

해석 결과가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기하학적 모델의 경우 물리적인 의

미를 갖지 않는 한계 때문에 점성과 속도에 의해 유동 선단의 모양이 곡률 

하나만을 갖는 단순한 원의 형태가 아닌 다소 복잡한 형태의 곡선으로 변화

하는 것을 완벽히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성적으로는 합치하는 

결과이다. 

충전이 완전히 이루어진 경우와 기포가 생성되는 경우에 하여 유동 선단

의 전진 양상 비교와 기하학적 해석과의 비교, 검증작업을 거친 결과 본 연

구에서 수행할 삼각 단면 해석 모델에 하여 정량적으로 또한 정성적으로 

검증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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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6 Comparison of the normalized time for each simulation: Reddy’s and this 

study(no rounding, rou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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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10 Comparison between geometrical analysis and the result of simulation 

obtained from research on rectangular cross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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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11 Comparison between geometrical analysis and the result of simulation on 

triangular cross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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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해석 결과 및 분석 

 

2.3.1 기포 생성 형태 

 

UV NIL 공정에서 레지스트를 도포하는 방식 중 여러 개의 레지스트 액적

(drop)을 기판 위에 분포하게 하여 몰드의 가압에 의해 패턴을 충전시키는 디

스펜싱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 하여 기포가 생성되는 메커니즘은 크게 세 

가지 양상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Figure 2.3.1에 나타난 기포는 디스펜싱 

한 레지스트 방울들의 유동 선단이 서로 만나면서 기체가 갇히게 되는 양상

이다. 이를 기포 포위(bubble entrapping)라고 하며, 디스펜싱 하는 기포 방울들

의 배치를 최적화 하여 이런 방식의 기포 생성을 막고자 하는 시도들이 있었

다[45]. Figure 2.3.2는 레지스트가 패턴의 돌출부를 돌아나가면서 나뉘어졌던 

유동이 다시 만나는 과정에서 기체가 갇히게 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 두 

경우는 몰드 면의 법선 방향에서 기포 생성을 잘 관찰할 수 있는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레지스트가 패턴의 내부를 흘러가는 동안 패턴의 형상에 따라 

레지스트 유동 선단의 분리(flow front separation) 현상이 발생하여 기포가 갇히

게 되는 경우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유동 선단 분리 현상에 하여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NIL 공정의 충전 과정을 수행할 때, 레지스트의 유동 선단은 단면의 기하학

적 형상, 기판 및 몰드와의 접촉각, 레지스트의 점도, 유입속도에 따라 결정

된다. 또한 충전이 진행되면서 레지스트 유동 선단의 모양과 몰드 단면의 기

하학적 형상에 따라 레지스트의 선단이 단면의 어떤 면과 접촉하는지 결정되

고, 이에 따라 기포가 생성되는 형태가 결정된다. 본 연구에서의 해석 결과, 

삼각형 단면에서 발생하는 기포 생성 메커니즘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다. 

 첫 번째는 Fig. 2.3.3 (a)와 같이 삼각 단면 왼쪽 벽면을 타고 올라가는 유동 

선단 위쪽 끝(upper end)이 삼각형의 꼭지점에 도달하기 전에 유동 선단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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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center portion)가 오른쪽 벽면과 먼저 만나면서 유동 선단의 분리가 일어나 

삼각형 꼭지점에 기포가 갇히는 형태이다. 이 경우를 Type I 이라 하겠다. 

Type I 형태의 기포는 몰드와의 접촉각이 클 때 발생하게 된다. 접촉각이 커

질수록 유동 선단의 모양이 좀 더 볼록한 형태를 보이게 되는데 이로 인해 

유동선단이 오른쪽 모서리와 만나 꼭지점에 기포가 생성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또한 접촉각이 커질수록 소수성(hydrophobic)이 되어 액체가 고체 표면

을 미끄러져 액체 면적이 확장되는 습윤(wetting)현상이 발생하기 힘들어진다. 

즉, 레지스트 유동 선단의 위쪽 끝 부분이 삼각 단면의 첫 번째 모서리를 지

날 때 아래 끝 부분이 늘어지는 현상이 상 적으로 크게 나타난다. 그에 따

라 형성된 유동 선단은 기판과 평행한 방향에 하여 더 큰 각도로 진행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단면의 오른쪽 아래 모서리와 만날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된다. 

두 번째는 몰드와의 접촉각이 비교적 작은 경우 유동 선단의 위쪽 끝이 삼

각형 꼭지점에 쉽게 도달하게 되지만, 레지스트의 점성과 유입 속도의 영향

으로 볼록해진 선단의 모양으로 인하여 중앙부가 오른쪽 벽면과 만나게 되면

서 오른쪽 벽면에 기포가 갇히게 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를 Type II 라고 하

겠다. Figure 2.3.3 (b)에 Type II 형태의 기포가 생성되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생성된 기포를 소멸시키는 과정을 통하여 기포로 인한 결함을 줄일 수 있다. 

일반적인 NIL 공정에서는 기포가 생성된 경우 오랜 시간 충분한 가압을 통

하여 생성된 기포를 레지스트 내부로 용해시키거나 패턴 외부로 배출시키는 

과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기포의 용해로 인한 소멸은 초기에 생성되는 기포

의 크기, 임프린팅 압력(imprinting pressure), 공기가 레지스트로 용해되는 정도, 

잔류층 두께 등의 영향에 의하여 기포가 레지스트로 용해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15,64-66]. 초기 기포 크기가 작을수록 기포 내부의 압력이 상 적으

로 크기 때문에 더욱 빠르게 소멸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기포가 용해되기 

시작한 이후 기포 크기가 줄어들면서 내부 압력이 증가하므로 용해되는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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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더욱 빨라지게 된다. 임프린팅 압력과 잔류층의 두께를 증가시킴으로써 

생성된 기포 내부 압력을 증가시켜 기포 소멸을 더욱 촉진시킬 수도 있다. 

한편, 생성된 기포의 이동을 야기시켜 패턴 외부로 배출하는 과정을 통하여 

기포 결함을 줄일 수 있다[8,65,69-71]. 본 연구에서 생성된 두 가지 형태의 

기포에서 Type I 형태의 기포는 꼭지점에 갇힌 상태로 이동이 불가능하였고, 

또한 기포에 가해지는 압력이 충분하지 않아 용해 혹은 수축되는 현상도 발

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Type II 형태의 기포의 경우 레지스트의 속도를 매우 

빠르게 하였을 때, 패턴의 오른쪽 벽면에 생성된 기포가 미약하게 이동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실제로 레지스트의 유입 속도를 10 m/s까지 크게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충전이 완료된 후 생성된 기포가 이동을 통하여 

빠져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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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HWR의 영향 

 

같은 줄무늬 형상이라 하더라도 중공부 높이와 폭은 다양한 값을 가질 수 

있다. 삼각 단면의 기하학적 형상이 기포 생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해 알아보기 위하여 앞서 식 (5)에서 정의되었던 삼각형의 밑변  높이비

(HWR)에 따른 기포 생성 특성을 알아보았다. HWR의 변화는 곧 꼭지각(α)의 

변화를 의미하기도 한다. 고려된 HWR는 3단계로서 각각 1.00, 0.71, 0.50이며 

꼭지각 기준으로는 각각 55.13°, 70.00°, 90.00°이다. 레지스트의 점성은 1 cPs, 

유입 속도는 1 m/s로 고정하였고, 기포가 생성되기 시작하는 지점을 몰드 및 

기판과 레지스트간의 접촉각 변화에 따라 Fig. 2.3.5에 나타내었다. 이 경우 

생성되는 기포는 모두 Type I 형태이다. 

HWR이 작아질수록, 즉 꼭지각이 커질수록 기판 및 몰드와 레지스트가 이루

는 접촉각이 같아지기 위해서는 유동 선단의 곡률이 더 작아져야 한다. 또한, 

기포가 생성되기 위하여 유동 선단과 만나야 하는 오른쪽 아래 모서리는 상

적으로 더 멀리 위치하게 된다. 그러므로 같은 접촉각 조건일 때 HWR이 

작아질수록 기포가 생성될 가능성이 적어지게 된다. 이러한 관계를 Fig. 2.3.6

에 도식적으로 나타내었다. 한편, Fig. 2.3.5에서 기판과 접촉각이 고정되어 있

을 때, 특정한 몰드와의 접촉각 이상에서 항상 기포가 생성되는데, 이는 몰드

와의 접촉각이 커질수록 유동 선단의 곡률은 상 적으로 커져야 하고, 유동 

선단의 아래 끝이 늘어지는 길이가 상 적으로 길어지기 때문에 기포가 생성

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기판과의 접촉각이 같을 때 몰드의 접촉각이 

커질수록 유동 선단의 곡률과 아래 끝이 늘어나는 변화를 Fig. 2.3.7에 나타내

었다. 

 NIL 공정에서는 이형과정의 용이함을 위해 레지스트와 기판 간의 접촉각 θS

는 작게(친수성), 레지스트와 몰드 간의 접촉각 θM은 크게(소수성) 표면 처리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기포 특성 면에서 본다면 Fig. 2.3.5에 나타낸 

바와 같이, θS가 클수록, θM은 작을수록 충전과정 중 기포가 생성되지 않는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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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보여준다. 이는 일반적으로 성공적인 이형과정을 위한 조건과는 상치되

는 결과서로 사각 단면 패턴을 상으로 수행된 Morihara[11-12] 등의 기포 

생성 연구 결과와 정성적으로 일치되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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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5 Condition for contact angles at which formation of bubble begins while 

HWR(apex angle) is var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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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6 Schematic diagram of the variation of curvature as HWR incr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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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초기 도포 부피의 영향 

 

 기포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 공정 인자로서 도포되는 레지스트의 부피

와 관련이 있는 잔류층의 두께에 따른 기포 생성 경향성을 파악해 보고자 한

다. 앞서 설명되었던 바와 같이 초기 도포되는 레지스트의 위치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패턴에 해서는 잔류층의 두께가 부피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또한, 식 (7)에서 제시된 패턴 내부로 유입 되는 속도 식에 따라 레지스트의 

유입 속도는 잔류층 두께에 반비례하게 된다. 

 위 결과를 바탕으로 초기 도포되는 레지스트의 부피가 증가함에 따라 기포

가 생성되는 접촉각 조건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보았다. HWR = 0.71 (꼭지

각(α) = 70°) 모델에서 점도는 1 cPs로 설정하고 잔류층 두께를 100 nm, 200 nm, 

400 nm로 변화시켜 보았다. 즉, 초기 도포되는 부피를 100 nm일 때를 기준으

로 2배, 4배 증가시킨 경우이다. 그리고, 그에 따라 유입 속도는 각각 1 m/s, 

0.5 m/s, 0.25 m/s를 적용하였다. 각 경우에 하여 기포가 생성되기 시작하는 

시점을 앞서 검증 과정에서 사용되었던 기하학적 해석과 Fluent를 이용한 

CFD 해석을 함께 적용해 보았다. 

Figure 2.3.8에서 나타난 해석결과를 살펴보면 초기 도포 부피에 의한 영향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도포 부피 증가에 따라 곡선의 

증가율이 미미하게 감소하는 경향도 나타난다. 유입 속도의 감소로 인하여 

유동 선단에 가해지는 관성력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레지스트 도

포 부피의 증가로 인한 잔류층 두께의 증가는 기포 결함에 큰 영향이 없다고 

판단된다. 잔류층 두께가 증가할수록 같은 접촉각을 유지하기 위한 유동 선

단의 곡률은 상 적으로 더 커져야 하는데 반해, Fig. 2.3.9에 나타나 있듯이, 

유동 선단의 아래 끝이 늘어지는 길이가 상 적으로 작아지게 된다. 정량적

으로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이러한 두 가지 효과가 서로 상쇄되어 잔류층 두

께의 증가는 기포 생성 경향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유입되는 속도에 의한 영향을 배제하고 잔류층 만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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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유입 속도를 1 m/s로 고정시키고 다른 모든 조건을 같게 한 후 잔류층의 

두께만 변화시켜 해석을 수행해 보았다. 그 결과, Fig. 2.3.10에 나타나듯이 잔

류층 두께의 변화에 의한 접촉각 조건은 큰 변화가 없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Fig. 2.3.10에서도 잔류층 두께가 증가할수록 곡선의 증가율이 미미하게 감소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기하학적 해석을 통하여 확인해 

보았다. Figure 2.3.11에 기하학적 해석에 의한 결과가 나타나있다. 기하학적 

해석은 유동 선단의 모양을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조건을 같게 

하고 잔류층의 두께만 변화시킨 Fig. 2.3.10과 비교해보면, 잔류층 두께의 변

화로 인한 기포가 발생하는 접촉각 조건은 크게 영향이 없고, 잔류층 두께의 

증가에 따라 곡선의 기울기가 감소하는 경향성까지 일치하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초기 도포 부피의 증가로 인한 잔류층 두께의 증가는 기포 생

성 결함 측면에서 큰 영향이 없음이 확인된다. 하지만 실제 공정에서는 초기 

도포 부피를 크게 하는 것이 기포 결함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다

[15]. 이는 기포 결함이 발생하였을 때 잔류층의 증가로 인하여 가압을 통한 

기포의 소멸 현상이 더욱 잘 일어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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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8 The graph displaying the points at which bubble forming begins as initial 

volume of resist increases through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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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9 Schematic diagram for the variation of curvature and stretch length of the 

flow front as the residual layer thickness incr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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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10 The graph displaying the points at which bubble forming begins as residual 

layer thickness increases through simulation when inflow velocity is set to 1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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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11 The graph displaying the points at which bubble forming begins as residual 

layer thickness increases through geometric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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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점도의 영향 

 

 UV NIL 공정에서 사용되는 레지스트는 일반적으로 수 cPs에서 수십 cPs 정

도의 점도(η) 특성을 갖는다. 이러한 범위 안에서 점도가 변하는 경우에 하

여 기포가 생성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앞서 해석한 모델 중 HWR = 0.50, α 

= 90.00°인 경우에 하여 유입 속도(Vin)는 1 m/s로 일정하게 고정시키고, 레

지스트의 점성을 1, 10, 30 cPs의 3단계로 변화시키면서 생성되는 유동 선단의 

추이와 기포 생성 양상을 다양한 θS 및 θM의 조합에 하여 살펴보았다. 

 Figure 2.3.12을 살펴보면 다른 모든 조건이 같을 경우, 점도를 크게 변화시

킬수록 유동 선단은 점점 볼록한 형태가 됨을 알 수 있다. UV NIL 공정에서

는 낮은 점도의 레지스트와, 표면 장력 효과, 그리고 벽면 점착력 효과로 인

하여 표면 장력이 주도적인 유동을 형성하여 패턴 내부를 충전시킬 수 있다

[14,27,62]. 하지만 접촉각이 커질수록, 그리고 점도가 커질수록 모세관 유동

(capillary flow)이 일어나기 힘들어지게 되므로, 충전 시간이 길어지게 되거나 

충전이 완료되지 못하게 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몰드의 가압을 통해 레

지스트의 관성력을 증가시켜 패턴을 충전시킨다. 한편, 단면이 넓어지는 방향

으로 유동이 진행될 때 접촉각을 유지하며 진행되는 유동 선단은 일정한 단

면을 흐를 때에 비하여 곡률이 더 커지게 된다. 접촉각이 커질수록 곡률은 

더욱 커지게 되고 삼각 단면의 경우 기하학적인 조건에 의하여 (θM - α/2)와 

θS의 합이 90°일 때 곡률은 무한  즉, 직선이 됨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또

한, 레지스트의 점도와 패턴으로 유입되는 속도가 증가할수록 표면 장력에 

의한 영향보다 점성력과 관성력이 지배적인 유동으로 바뀌게 되므로 유동 선

단이 볼록한 형태를 이루게 된다. 유동 선단이 볼록해질수록 삼각 단면의 충

전이 완료되기 전에 유동 선단의 중앙부가 삼각 단면의 오른쪽 벽면과 먼저 

만나 기포가 생성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또한, 몰드와의 접촉각이 비교

적 작을 때 선단의 위쪽 끝이 삼각형 꼭지점에 도달하였음에도 점도 증가로 

인해 볼록해진 유동 선단은 오른쪽 벽면과 만날 가능성이 커져 Type II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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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포가 관찰된다. 

 Figure 2.3.13에서는 θS 및 θM의 조합에 따른 기포 생성 경향을 나타내었다. 

점도가 1 cPs일 경우에 θS의 영향이 나타나지만, 10, 30 cPs의 경우는 θS의 영향

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θM만이 기포 생성에 지배적인(dominant) 영향

을 보이고 있다. 한편 기포의 유형적인 측면에 한 점도의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점도가 10 cPs인 경우, θM = 50° 이상부터 Type II 기포가 생성되

기 시작하고, θM = 70°를 넘으면 Type I 기포가 생성되기 시작한다. 점도가 1 

cPs일 때의 Fig. 2.3.5와 비교해보면 Type I 기포가 생성되기 시작하는 θM의 값

이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점성이 30 cPs인 경우는 고려한 모든 

접촉각 조합에서 기포가 생성되었다. 이 경우, θM은 50° 이상에서 Type II 기

포 형태가 Type I 형태로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결과적으로 레지스트의 점도

가 높으면 기포 생성 가능성이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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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13 Condition for contact angles at which formation of bubble begins while 

viscosity of fluid is var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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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유입 속도의 영향 

 

 임프린팅 속도와 몰드 중공부로 유입되는 레지스트의 속도는 식 (7)에 나타

낸 바와 같이 비례관계이다. 본 절에서는 레지스트의 유입 속도 즉, 임프린팅 

속도에 따른 기포 생성 양상을 살펴보았다. 해석 모델은 HWR = 0.50, α = 

90.00°, 레지스트의 점도가 10 cPs일 때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레지스트의 유

입 속도를 0.1 m/s, 1.0 m/s의 2 단계로 변화시켜 기포 생성 경향성을 비교하였

다. 

 먼저 Fig. 2.3.14 (a)와 (b)에서 같은 접촉각 조건일 때 유동 선단을 비교해 보

면 점도를 10 cPs로 같게 했을 때 유입 속도가 1 m/s에서 0.1 m/s로 줄어들게 

되면 레지스트에 전달되는 관성이 상 적으로 작아지게 되고, 관성의 영향을 

덜 받게 된 레지스트는 좀더 오목한 형태의 유동 선단을 갖게 된다. 상 적

으로 오목한 형태의 유동 선단은 단면의 아래 모서리와 만날 가능성이 줄어

들기 때문에 기포가 발생할 확률이 적어진다. 이 유동 선단을 η = 1 cPs, Vin = 

1 m/s인 Fig. 2.3.14 (c)와 비교를 해보면 유사한 유동 선단을 가짐을 알 수 있

다. 기판 및 몰드와의 접촉각에 한 기포 생성 분포를 나타내는 Fig. 2.3.11을 

보면 기포가 생성되는 접촉각이 η = 10 cPs, Vin = 0.1 m/s인 경우와 η = 1 cPs, Vin 

= 1 m/s인 경우가 매우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Fig. 2.3.15을 통해서 

레지스트의 유입 속도 즉 임프린팅 속도를 늦추게 되면 기포가 생성되는 접

촉각 조건이 완화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임프린팅 속도를 늦추는 것이 기

포 생성을 저감시키는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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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15 Condition for contact angles at which formation of bubble begins while both 

velocities at an entrance and viscosities of fluid are var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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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무차원 해석 

 

 2.3.5절까지는 HWR, 초기 레지스트 도포 부피, 레지스트의 점도, 유입 속도

를 매개변수로 하여 각각의 변화에 한 기포 생성 메커니즘을 기판 및 몰드

와의 접촉각에 한 양상으로 알아보았다. 이 중 레지스트의 물성과 작업 공

정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인 점도와 유입 속도에 한 기포 생성 접촉각 조건

에 하여 통합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무차원 수 capillary number 

(Ca)[48]의 변화에 따른 경향성을 살펴보도록 한다. 

 

V
Ca




              (17) 

 

η, V, σ는 각각 점도, 유속, 표면 장력을 나타낸다. Ca 수는 점성력과 표면 장

력의 상 적인 크기를 나타내는 무차원 수이다. 일반적으로 Reynolds number 

(Re) 수가 상 적으로 작은 유동에서는 Ca 수의 영향이 지배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Ca 수에 따른 기포 생성 경향성을 파악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레지

스트의 점도와 유입 속도를 변화시켜 가면서 총 6 가지의 해석 케이스를 선

정하여, 이를 Re 수의 크기에 따라 Table 2.3.1에 나타내었다. 해석을 위해 사

용된 삼각 단면 모델은 HWR = 0.50, α = 90.00°이다. 

 Ca 수에 따라 기포가 생성되는 접촉각 조건을 Fig. 2.3.16에 나타내었다. 

Figure 2.3.16에서 나타나는 경향성을 살펴보면, 우선 Ca 수가 커질수록 같은 

θS값에 하여 기포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θM값이 작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이는 기판과 접촉각은 작을수록, 몰드와 접촉각은 클수록 이형 과정이 용

이하다는 것을 감안하였을 때, Ca 수의 증가는 접촉각 조건을 악화시킴을 의

미한다. 

한편, Ca 수가 상 적으로 작을 때에는 θS의 증가에 따라 θM도 거의 선형적

으로 증가함을 보이지만, Ca수가 커질수록 그 기울기가 점점 작아져 결국 θ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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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에 무관하게 θM이 일정한 값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점성력이 증가

할수록 θM이 기포 생성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뜻이다. 이는 앞서 

점도의 영향을 고려한 기포 생성 경향성과 같은 결과이다. 

 용이한 이형 과정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몰드 및 기판과 이루는 접촉각에 의

한 접착성 여부 이 외에 몰드의 형상에 따른 레지스트와의 부착성, 레지스트

와 몰드 내부의 잔류 응력 등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접촉각 조건 만으

로는 판단할 수 없다. 하지만, 몰드와 레지스트간의 접착성으로 인한 이형 결

함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본 절에서 고려된 Ca 수에 따른 기포 생성 경

향성과 함께 접촉각 만을 고려한 이형 결함 기준을 설정하기로 한다. 기포 

결함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작업 공정을 설정하기 위하여 θS과 θM이 같아

지는 임계점에 해당하는 Ca 수를 구해보았다. θS가 30°인 경우에 한 Figure 

2.3.17을 기준으로 자세하게 설명하면, 우선 본 절에서 고려된 6개의 Ca 수의 

변화에 따라 기포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θM의 값들을 표시하였다. 그리고 두 

접촉각 값이 같아지는 임계점에 해당하는 Ca 수의 값을 찾아내기 위하여, 위

의 θM의 값과 Ca 값을 커브 피팅(curve fitting)을 통하여 함수를 계산해낸 후, 

θM이 30°인 지점의 Ca값을 구해본 결과 약 0.196의 값이 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방법을 각각의 θS에 하여 반복하고 각 θS에 해당하는 임계 Ca 수를 

표시하면 Fig. 2.3.18와 같이 나타난다. Figure 2.3.18를 살펴보면 기판과의 접촉

각이 증가할수록 기포 결함과 이형의 용이함을 동시에 고려하는 임계 Ca 수

는 거의 선형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기포 

결함으로부터 안전하고 이형 과정도 용이하게 만들 수 있는 영역은 이 그래

프의 아래 부분에 해당한다. 기판과 이루는 접촉각이 90° 이상인 경우, 즉 기

판이 소수성 표면이 되면 기포 결함으로부터 안전하며 이형과정을 고려하는 

공정 영역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레지스트의 점도가 고정

된 상태라면 기포 결함을 줄이면서 생산성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는 기판과의 

접촉각을 최 한 친수성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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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3.1 Several cases of various dimensionless numbers 

Cases Re V (m/s) η (cPs) Ca 

1 6.66E-04 0.1 30 4.17E-02 

2 3.99E-03 0.1 5 6.94E-03 

3 2.00E-02 1 10 1.39E-01 

4 3.99E-02 1 5 6.94E-02 

5 1.20E-01 3 5 2.08E-01 

6 2.00E-01 1 1 1.39E-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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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16 Condition for contact angles in which formation of bubble begins as Ca 

number v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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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17 Contact angle between mold and resist at which bubbles begin to form as Ca 

number varies when contact angle between substrate and resist is 30° 

 

 

 

 

 

 

 

0.02 0.04 0.06 0.08 0.1 0.12 0.14 0.16 0.18 0.2

25

30

35

40

45

50

55

60

65

70

75

Ca



74 

 

 

 

 

 

 

 

 

Fig. 2.3.18 Critical Ca number at which the contact angle between mold and resist and 

the contact angle between substrate and resist is the s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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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UV NIL 공정을 이용한 비반사 패턴 제조시 발생하는 

기포 결함에 관한 연구 

 

 나방의 눈(moth-eye)에서 영감을 얻은 비반사 구조물은 Fig. 3.1.1에 나타난 

것과 같이 수백 나노미터 정도의 가시광선 파장 영역보다 작은 크기를 가지

는 3차원 원뿔의 형태이다. 이전에 널리 사용되던 비반사 막은 저굴절률 재

료의 연속박막 코팅 방법이었다. 하지만, 이 방법은 균일 박막 제조가 용이하

지 않으며 재료의 선택에 한계가 있고 공정수가 많다는 단점이 있다[55]. 이

러한 단점을 극복하고자 뛰어난 비반사율을 나타내는 나방의 눈 구조를 모사

한 인조 나방눈의 제작 기술이 발달하고 있는 추세이다. 비반사 구조물은 빛

의 반사율을 낮추면서 투과율을 높여야 하는 곳, 즉 태양 전지 효율 향상을 

위한 텍스처링, 광학 필름, LED 조명을 포함한 고효율 조명 등에 널리 이용

되고 있다[60]. 또한, OLED 및 LCD 등의 모니터에 적용이 가능하여 외부 빛

의 반사에 의한 눈부심 현상을 줄여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소자 외부로 나오

는 빛의 반사되는 양을 감소시켜 광효율을 증가시키므로 더욱 선명하고 밝은 

화질을 볼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한편, 이러한 패턴을 제작할 때 전자빔 리소그래피와 극자외선(EUV) 리소그

래피 등의 기술이 사용될 수 있으나, 이들 공정은 공정 시간이 길고 면적

화가 힘들며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가장 작은 패턴 

구현이 가능하면서 고열 및 고압이 요구되지 않는 NIL 공정을 이용하는 사

례가 많아지는 추세이다. 특히 UV NIL 공정을 이용하여 패턴을 제조하는 사

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으며, 면적화와 량 생산, 그리고 가격 경쟁력 상승

을 위하여 해결되어야 할 여러 문제들에 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나방 눈 형태의 비반사 구조물을 UV NIL 공정으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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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게 될 때 공정 가격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진공 챔버를 사용하지 않

고 기 환경에서 제조가 가능할 수 있도록, 기 환경에서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결함인 기포 결함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앞서 2차원 삼

각 단면에 한 해석에서 자세히 소개되었던 기포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여

러 인자들 중에서, 비반사 구조물의 재료적 특성과 연관 있는 레지스트의 점

도와 제품의 생산성과 관련이 있는 레지스트의 유입 속도를 고려하여 비반사 

구조물의 광학적 특성을 고려한 패턴 크기에 따른 기포 생성 경향성을 파악

하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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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비반사 구조물의 기포 특성에 한 해석 조건 

 

3.1.1 광학적 특성을 고려한 설계 변수 

 

앞서 연구 동향에서 소개된 바와 같이, 기존의 반사율 연구를 통하여 패턴

의 반사율은 비반사 패턴의 크기에 따라 급격하게 변화함이 알려져 있다. 반

사율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패턴의 주기와 높이인데, 주기의 경우 

500 nm 이상일 때 반사율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고, 300 nm 이하일 때 반사율

이 매우 작아진다[56]. 또한 높이는 250 nm 이상일 때, 반사율이 급격히 떨어

지며[58], 높이가 높을수록 반사율이 줄어드는 결과가 보고되었다. 

 또한, 같은 주기와 높이를 갖는 크기라 할지라도 패턴의 형상에 따라 반사

율이 크게 차이를 보인다고 연구되고 있다[59]. 참고 문헌에 고려된 여러 패

턴들 중 본 연구에서 고려되는 형상은 Fig. 3.1.2에 나타나 있듯이, 기본적인 

원뿔 형태와 광학적 성능을 개선을 위하여 Yamada 연구 그룹에서 고려하였

던 피라미드 형태 그리고 모선을 공유하는 원뿔 형태이다.  

 NIL 공정을 이용하여 제조할 시 발생하는 기포 결함 측면에서는 패턴의 종

횡비(aspect ratio)가 커질수록 기포가 잘 발생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이

는 광학 특성적 유리함과는 상치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에 따라, 패턴의 주

기와 높이를 Table 3.1.1과 같이 설정하였다. 패턴의 주기와 높이 300 nm일 때

를 기준으로 하여 종횡비 변화를 위해 주기는 200 nm에서 400 nm, 높이는 

200 nm에서 500 nm의 값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잔류층의 두께는 모두 200 

nm로 설정하였다. 만들어진 모델의 한 예가 Fig. 3.1.3에 나타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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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1 Analysis cases for geometry of anti-reflective pattern 

Geometry hp = 200 hp = 300 hp = 400 hp = 500 

p = 200 AR = 1.00 AR = 1.50 AR = 2.00 AR = 2.50 

p = 300 AR = 0.67 AR = 1.00 AR = 1.33 AR = 1.67 

p = 400 AR = 0.50 AR = 0.75 AR = 1.00 AR =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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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NIL 공정을 고려한 설계 변수 및 가정 

 

 기포 결함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인자들 중 작업 공정에 직접적으로 연관 

있는 레지스트의 점도와 유입 속도(몰드의 전진 속도)에 하여 경향성을 파

악하기 위해 점도와 유입 속도에 모두 관련이 되는 무차원 수 Ca 수를 도입

한다. 앞서 언급한 로 UV NIL 공정을 이용한 제작에서 사용되는 레지스트는 

낮은 값의 점도를 가지므로 1 cPs ~ 10 cPs 사이의 값으로 설정한다. 또한 유

입 속도는 앞서 식 (7)을 이용하여 계산된 1 m/s를 기준으로 0.1 m/s ~ 2 m/s 사

이의 값으로 설정한다. 그리고, 기판 및 몰드와 레지스트간의 접촉각은 표면 

처리를 하지 않은 기판과 몰드라고 가정하고 모두 30°로 설정한다. 

 해석에서 고려되는 모델에 한 가정은 다음과 같다. 모델에 유입되는 레지

스트는 디스펜싱 방법을 적용하였고, 레지스트의 반경이 패턴의 주기에 비해 

매우 크다고 가정하고 패턴으로 유입되는 레지스트는 입구 면에 하여 일정

하다고 가정하였다. 또한 패턴으로 유입되는 속도의 최소값 0.1 m/s에 하여 

몰드의 전진 속도와 비교해 보았을 때 2500배 빠르기 때문에 충전이 진행되

는 동안 몰드는 정지한 상태라고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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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3차원 원뿔 패턴에 한 기하학적 해석 

 

 기하학적 해석은 CFD 해석을 통한 기포 생성 과정을 파악하는데 걸리는 시

간적 제약에 한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 주는 장점을 갖고 있지만, 유동 

선단의 모양을 단순한 기하학적 형상으로 가정하는 것은 레지스트의 점도와 

속도의 영향으로 인한 곡률 변화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2차

원 단면의 경우 원의 형태를 유지하며 진행한다고 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Ca 수에 하여 원의 방정식으로 기하학적 해석을 수행할 수 있었다. 

이러한 기하학적 해석을 3차원 형상을 갖는 비반사 구조물에 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다. 

 충전 공정이 이루어지는 동안 패턴 내부를 진행하는 유동 선단은 표면 에너

지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진다. 즉, 3차원 패턴 내부를 진행하는 경

우 표면 에너지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레지스트의 선단은 가장 안정된 상태

인 구의 형태를 가진다고 가정할 수 있다. 하지만 몰드와 이루는 접촉각이 

일정한 값을 갖도록 유동 선단이 전진하는 경우 단순한 구의 일부로 가정하

기에는 무리가 따르고, 원뿔 면과 일정한 각도를 유지하며 진행하는 유동 선

단에 한 예측은 작은 Ca 수에 한 경우라 하더라도 해석적으로 구해내기 

상당히 힘들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유동 선단이 전진하는 양상에 한 

수치적인 해석을 바탕으로 유동 선단의 모양을 가정하여 기하학적 해석을 시

도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기포가 발생하는 상황에 하여 수치 해석을 

수행하고 그 단면을 2차원 삼각 단면일 때와 비교하여 보았다. 레지스트의 

점도가 1 cPs, 유입 속도는 1 m/s, 몰드 및 기판과 접촉각은 30°인 경우에 

하여 종횡비가 1일때의 원뿔과 HWR이 1일때의 삼각 단면을 Fig. 3.2.1에 비교

하여 나타내었다. 

2차원 삼각 단면의 경우 첫 번째 코너에서 유동 선단의 아래 끝이 늘어지면

서 만들어진 새로운 선단은 오목한 형태를 지니며 진행하고 있다. 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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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 선단은 하나의 곡률을 가지는 원의 일부로 가정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

고 여겨진다. 

 원뿔 패턴의 경우 충전 초기에는 원뿔 중앙 단면의 유동 선단이 오목한 곡

선의 형태를 이루고 있다. 엄밀히 말해서는 서로 다른 두 곡률을 가진 원뿔 

부분에서 형성되는 유동 선단과 잔류층에서 형성되는 유동 선단이 합쳐진 형

태로 생각할 수 있다. 충전이 더 진행된 상황에서 살펴보면 원뿔부분은 더 

볼록한 형태의 곡선이 만들어지고 잔류층 부분은 더욱 오목한 형태의 곡선이 

만들어진다. 즉, 두 곡선이 만나는 부분에서 변곡점이 발생하며 진행이 이루

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곡점은 원뿔 내부를 진행하는 레지스트는 곡선을 이

루는 원뿔 옆면과 일정한 접촉각 조건을 유지하여야 하고, 잔류층을 진행하

는 유동 선단은 밑면(기판)과 윗면(몰드)에 하여 일정한 접촉각 조건을 유

지해야 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곡면이 만나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때 생기는 유동 선단의 모양을 하나의 함수로 정확하게 구해내는 것은 무

리가 따른다. 따라서 유동 선단의 모양을 간단한 식으로 구현하도록 한다. 또

한, 기포가 발생하는 순간에 한 단면을 살펴보면, 원뿔에서 형성된 볼록한 

유동 선단이 원뿔의 모선과 접하게 되는 순간 원뿔의 꼭지점 부분에 기포가 

갇히게 됨을 알 수 있다. 

 유동 선단이 전진하는 단면을 관찰한 결과 간단한 식에 의한 도식화를 위하

여 본 연구에서는 유동 선단의 모양을 평면의 방정식으로 가정한다. 또한 기

포가 갇히게 되는 순간에 한 구속조건으로 평면의 형태로 전진하는 유동 

선단이 원뿔의 중앙 단면에서 삼각형의 오른쪽 아래 끝 점과 만나게 될 때 

기포가 생성된다고 가정하였다. 이 경우 레지스트가 전진하다가 원뿔의 꼭지

점에 기포를 완전히 포위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가정을 통하여 원뿔 중앙 단면에 한 유동 선단의 모양을 직선

으로 가정하고 기하학적 해석을 수행해본다. 먼저, 원뿔의 단면을 통하여 유

동 선단을 직선으로 설정하기 위해 패턴과 만나는 부분의 좌표를 다음과 같

이 설정하였다. 패턴 단면에 형성된 직선의 유동 선단은 유동 선단을 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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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하였을 때 패턴의 단면과 만나는 점을 지나는 직선으로 가정하였다. 즉, 

2차원 삼각 단면에서 원의 방정식이 몰드와 기판에 만나는 지점을 연결한 직

선이다. 앞서 2.2.1절에서 소개된 원의 방정식을 구성하는 중심과 반지름을 

기준으로 몰드 및 기판과 만나는 두 좌표를 구해보면 식 (3.1)과 같다. (Fig. 

3.2.2 참조) 

 

1 0(( ) tan( ), )
2C Cc C CcQ h h h


    

2 0( sin ,0)C C Cv SQ x r               (3.1) 

 

 기포가 생성되는 순간에 한 구속 조건은 직선이 원뿔의 꼭지점 부분을 완

전히 포위하는 순간, 즉 단면의 아래 끝 부분과 만날 때로 설정하였다. 식 

(3.1)을 지나는 직선 식에 구속조건을 적용한 식은 다음과 같다. 

 

0
0

0 0 0 0

( sin )

( ) tan sin ( ) tan sin
2 2

Cc Cc C C S
C C

Cc C C C S Cc C C C S

h h x r
h p

h h x r h h x r


  


 

     
 (3.2) 

 

유동 선단을 구로 가정하였을 때와 식 (3.2)에 의하여 평면으로 가정하였을 

때 패턴의 기하학적 형상에 따라 기포가 발생하는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고, 수치해석 결과와 비교해 보았다. 해석은 패턴의 주기와 높이를 변

화시켜가며 수행하였고, 관성력과 점성력이 유동 선단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

기 위하여 낮은 Ca 수가 될 수 있도록 사용된 레지스트의 점도는 1 cPs이며 

유입 속도는 0.3 m/s로 설정하였다. 이 때 Ca 수는 4.17×10-3 이다. 

Figure 3.2.3 에 기하학적 해석과 수치 해석 결과를 나타내었다. 구의 방정식

을 도입하였을 때와 수치 해석 결과는 경향성 면에서 유사하게 나타나는 점

은 있지만 오차가 발생한다. 이에 반해, 평면 방정식을 도입하였을 때 수치 

해석을 통한 결과를 매우 잘 추종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유동 선단의 모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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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한 평면이 아니고 레지스트의 점도와 속도에 의하여 유동 선단의 모양이 

변할 수 있으며, 기포가 발생하는 순간에 한 구속 조건이 완벽하게 일치하

지 않기 때문에 결과가 정확하게 일치할 수는 없다. 하지만, 본 연구 결과에 

따라 3차원 원뿔 형상에 하여 유동 선단의 모양을 평면의 방정식으로 간단

히 도식화 하여 표현하였을 때 기하학적 형상에 의하여 기포가 생성되는 양

상이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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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 Schematic diagram of the flow front as assumed a plane 

 

 

 

 

 

 

 

 

x

y

M

S

α



 

 

 

 

 

 

 

 

 

 

 

Fig. 3.2.3 GGeometric an

89 

nalysis and siimulation ressult for cone 



90 

 

3.3 Ca 수의 변화에 따른 기포 생성 경향성 

 

 연구에서 고려된 3가지 종류의 패턴에 하여 Ca 수를 변화시켜 가며 기포

가 발생하는 지점을 찾는 과정을 수행해 보았다. 하나의 종횡비에 하여 특

정 Ca 수의 값 이상이 되면 기포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고, 이러한 과정을 Table 3.1.1의 패턴 형상에 따라 종횡비를 변화시켜가며 반

복적으로 시행하였다. 

 먼저 원뿔 패턴에 하여 패턴의 종횡비가 변화함에 따라 기포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Ca 수를 Fig. 3.3.1에 나타내었다. 패턴의 종횡비가 커짐에 따라 기

포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Ca 수는 급격히 감소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종횡비

가 1 이상인 경우 고려된 모든 경우에 하여 기포가 발생하지 않는 Ca 수

를 찾을 수 없었다. 원뿔 패턴에 한 결과를 2차원 삼각 단면을 갖는 패턴

과 비교를 해보면 다음과 같다. 2.3.6절의 무차원 해석을 통하여 살펴보면 사

용된 패턴은 HWR = 0.50일 때이고, 이 절에서 고려된 기판 및 몰드와 레지스

트가 이루는 접촉각을 모두 30°인 경우 기포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Ca 수는 

Fig. 2.3.13에 나타나 있듯이 0.196임을 알 수 있다. 원뿔 패턴의 경우 AR = 

0.50일 때 기포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Ca 수는 약 0.12가 되며, 이는 삼각 단

면일 때에 비하여 63%정도의 값이다. Figure 3.2.1에 나타난 원뿔 중앙 단면의 

유동 선단 비교에서 보듯이, 원뿔 내부를 진행하는 유동 선단은 접촉각 조건 

때문에 삼각 단면일 때에 비하여 더 볼록한 형상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패

턴 크기가 같은 경우 기포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요구되는 Ca 수가 더 작아

져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원뿔 패턴에 한 경향성에 이어 사각 피라미드와 모선을 공유하는 원뿔 형

태에 하여 해석을 수행하여 Fig. 3.3.2와 Fig. 3.3.3에 나타내었다. 두 경우 모

두 원뿔 패턴과 유사하게 종횡비가 증가할수록 기포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Ca 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두 패턴 간의 차이는 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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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두 패턴 모두 같은 종횡비일 때 원뿔 패턴에 비하

여 기포가 발생하는 Ca 수가 더 커짐을 알 수 있다.  

 해석 결과를 토 로 기포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지점을 curve fitting을 통하여 

함수로 나타내 보았다. 해석 결과를 가장 잘 추종하는 함수로 멱함수(power 

function)을 선택하였고, 오차는 10-3 이하, 적합성은 96% 이상이 되는 함수가 

될 수 있게 설정하여 그 결과를 Fig. 3.3.4에 나타내었다. Figure 3.3.4에 따르면, 

모선을 공유하는 원뿔 패턴의 경우 사각 사다리꼴 패턴에 비하여 종횡비가 

비교적 작을 때에는 기포가 생성되기 시작하는 Ca 수가 차이를 보이지만, 종

횡비가 커질수록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앞서 광학적 성능을 높이기 위

하여 주기는 300 nm 이하, 높이는 250 nm 이상으로 설정해야 하므로, 최소 종

횡비 0.83일 때 기포가 발생하는 Ca 수 값을 각 패턴에 하여 알아보면 

Table 3.3.1과 같다. 모선을 공유하는 원뿔에 한 상 적 비율을 살펴보면 피

라미드 패턴은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원뿔 패턴의 경우 22%

정도의 Ca 수 값이 요구되었다. 레지스트의 점도가 같은 경우라면, 기포 결

함으로부터 안전해지기 위해서는 원뿔 패턴의 경우 모선을 공유하는 원뿔 패

턴에 비하여 22% 정도의 공정 속도가 허용되므로 상당한 생산성 저하가 예

상된다. 

 사각 사다리꼴 패턴과 모선을 공유하는 원뿔 패턴의 경우 종횡비가 1.7 이

상일 때 만족되는 Ca 수는 없는 것으로 추세를 보인다. 기포 결함으로부터 

안전하며 광학적 성능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종횡비를 1.6 이하인 경우

에 한하여 본 연구의 공정을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고려되지 

않은 접촉각 조건을 변화시켜 기판은 친수성으로, 몰드는 소수성으로 표면 

처리를 한다면 허용 가능한 Ca 수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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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1 Values and relative ratios of Ca number at which bubbles begin to form at 

AR = 0.83 

 Mod. Cone Pyramid Cone 

AR = 0.83 0.0472 0.0397 0.0108 

Percentage 100% 8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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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 Simulation result for cone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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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 Simulation result for pyramid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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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3 Simulation result for modified cone pattern 

 

 

 

 

 

 

 

 

 

0.2 0.4 0.6 0.8 1 1.2 1.4 1.6 1.8 2
0

0.02

0.04

0.06

0.08

0.1

0.12

0.14

0.16

0.18

0.2

 

 

Bubble Formation

Complete Filling

AR

Ca



96 

 

 

 

 

 

 

 

 

Fig. 3.3.4 Curve fittings for three anti-reflective patte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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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결론 

 

 본 논문에서는 기조건 디스펜싱 UV NIL 공정을 통한 삼각 단면 줄무늬 

형상 제작 시 발생할 수 있는 기포 결함 조건과 세 가지의 비반사 구조물 기

포 결함에 하여 기하학적 해석과 수치 해석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삼각 단면을 갖는 줄무늬 형상에 한 연구 결과, 기하학적 해석을 통하여 

레지스트의 점도와 유입 속도가 작은 경우 즉, Ca 수가 작은 경우에 하여 

기포가 생성되는 조건을 모사할 수 있었다. 사각 단면 패턴에 한 기하학적 

해석을 기반으로 삼각 단면을 갖는 패턴에 하여 기하학적 모델을 정립할 

수 있었고, 패턴의 기하학적인 조건에 한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

고 그 결과는 CFD 해석을 이용한 수치 해석적 방법과 비교하여 매우 일치하

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기하학적 방법을 동원하여 수치 해석을 통한 

방법의 단점인 시간적 제약을 다소 해소할 수 있었지만, 접촉각 이 외에 유

동 선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반영하지 못하여 낮은 Ca 수에 한정된다는 

단점을 보였다. 그렇지만 통상의 공정 조건이 적용되는 UV NIL 공정에서 기

하학적 모델의 유용성을 확인하였다. 향후 유동 선단의 모양에 영향을 미치

는 인자들에 한 고려가 추가되어 기하학적 해석을 보완할 수 있다면 보다 

정확하게 기포 생성 조건을 해석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수치 해석적 방법을 적용하여 기포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에 

한 경향성을 조사해 본 결과, 삼각 단면의 HWR, 레지스트의 점도 및 유입 

속도에 따른 기포 생성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기포 생성으로 인한 결

함을 줄이기 위하여 패턴의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낮

은 점도의 레지스트를 사용하도록 하고, 전체 공정 속도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몰드의 전진 속도를 느리게 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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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포 생성에 관여하는 인자들 중 공정 속도에 관계되는 유입 속도와 

레지스트의 특성에 관계되는 점도에 의한 영향을 동시에 알아보기 위하여 무

차원 수 Ca 수에 한 기포 생성 양상을 알아보았다. Ca 수의 증가, 즉 점성

력의 증가로 인하여 유동 선단이 보다 볼록해져 기포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욱 커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형 과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기판보다 

몰드의 접촉각을 크게 설정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적용하여 허용 가능한 Ca 

수를 산정해 보았다. 기포 결함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이형 과정을 용이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기판을 최 한 친수성 표면으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광학적 특성을 지니는 비반사 구조물에 하여 디스펜싱 UV NIL 공정을 적

용하였을 때 기포 결함 특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연구하였다. 먼저, 원뿔 패

턴에 하여 유동 선단의 모양을 평면으로 가정하고 기포가 생성되는 시점에 

한 기하학적 해석을 수행하였다. 실제 유동 선단의 모양은 평면이 아님에

도 불구하고 평면으로 가정한 기하학적 해석은 단순한 구로 가정하였을 때 

보다 수치 해석 결과와 더욱 합치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원뿔의 옆면은 곡

면이고 레지스트와 접촉각 조건이 있기 때문에 레지스트의 유동 선단은 구 

보다 여러 곡률을 가지는 입체 도형에 가까웠고, 향후 원뿔 형상에서 유동 

선단이 전진하는 양상을 더욱 정밀하게 관찰한다면 더욱 정확한 기하학적 해

석을 위한 유동 선단 함수를 구해낼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기포 결

함으로부터 안전하면서 광학적 성능을 저해하지 않는 영역을 확보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기포 생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 중 점도와 유입 속도에 한 무

차원 수 Ca 수와 패턴의 종횡비에 따른 경향성을 파악하였다. 최소 종횡비에 

해당하는 패턴을 제작하기 위해서도 상당히 낮은 Ca 수가 요구되었고, 최  

1.6까지의 종횡비만이 기포 결함으로부터 안전함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기판

의 표면을 최 한 친수성으로 처리하여 표면 에너지를 크게 만든다면 더 높

은 종횡비의 패턴도 제조가 가능하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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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erical analysis on bubble defect in nanoimprint 

lithography 

 

Abstract 

 

Nanoimprint lithography (NIL), a fabrication process for patterning at the micro- and 

nano- scale, has currently attracted much attention due to its outstanding performance 

for transcribing micro-patterns less than 10 nm in size and the simplicity of the 

fabrication operations involved. The need for research is increasing because there are 

many problems to be solved to realize the simple process and improve price 

competitiveness. 

In this study, the bubble defect that can occur in dispensing UV NIL process under 

atmospheric condition is investigated. First, the aspect of flow front shape is analyzed 

for the triangular line-and-space patterns assumed as two-dimension. Trend of bubble 

formation according to the factors that are involved in generation of bubble, such as 

contact angles of resist with mold and substrate, geometry of the pattern, residual layer 

thickness as varying the initial volume of resist droplet, resist viscosity, and entrance 

velocity is studied. The reliability of the model is obtained through the comparison 

between Reddy’s with this study. In addition, the geometric analysis is applied for the 

triangular pattern on the basis of the rectangular pattern. Meanwhile, the condition of 

bubble formation is investigated for the anti-reflective pattern having three-dimensional 

geometry. Anti-reflective structure is required high aspect ratio due to its optical 

performance, this leads to the increasing of the probability of bubble formation. 

Geometric analysis is applied for the cone shaped pattern, and trend of bubble formation 

is investigated as change of the dimensionless number involved in the characteristics of 

resist and process condition for the three typical anti-reflective patterns. 

Analysis result for the triangular pattern is as in the following. The result of the 

numerical analysis agrees with the result of geometric analysis. Also, through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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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igation of trend of bubble formation for the factors that affect to the bubble 

formation, type of bubble formation is divided into two and probability of bubble 

formation increases as increase the HWR(the pattern height-to-width ratio), resist 

viscosity, and entrance velocity. The possibility of bubble formation decreases as contact 

angle of resist with mold decreases and contact angle of resist with substrate increases, 

but this result conflicts the easiness of de-molding process. The probability of bubble 

formation increases as dimensionless number Ca increases, and dimensionless number 

Ca decreases as the same value of contact angle with mold and substrate considering the 

de-molding process increases. Furthermore, there is no value of Ca number at the 

critical contact angle more than 90°. Consequently, contact angle retains hydrophilic 

condition. Meanwhile, geometric analysis applying the plane equation for the cone 

shaped pattern follows the simulation result of the distinct geometry. Also, Ca number at 

which bubble formation begins decreases rapidly as aspect ratio increases. Cone shaped 

pattern is most weak for bubble defect, and bubble defect occurs more significantly 

compared with triangular pattern having same aspect ratio. Among the three considered 

pattern, modified cone shaped pattern is the most safe from bubble defect, and there is 

no safe region from bubble defect at the aspect ratio more than 1.7. 

Improvement of productivity in UV NIL process is expected through the study of 

bubble defect for the triangular and anti-reflective pattern. 

 

Keywords: Nanoimprint lithography, Bubble defect, Triangular pattern, Anti-reflective 

pattern, Dispen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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