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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임프린팅(Imprinting) 공정은 마이크로/나노 패

턴을 제조할 수 있는 차세대 리소그래피 방법으로

서 공정 및 장비의 단순성으로 인해 생산성이 높다

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량생산을 목표

로 하는 임프린팅 공정은 진공 환경 하에 수행되는

데 이는 고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만일 비진공 

환경 즉, 대기 조건에서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확보

될 수 있다면 생산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기 조건 하의 임프린팅 공정은 공정 중, 
공기가 패턴 내부에 갇혀 전사되는 기포 결함이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단점을 갖는다. 이 현상은 

현재 산업계의 주요 추세인 공정의 대면적화가 

진행될수록 더욱 심해지기 때문에 기포 결함 생성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일단의 연구자들에 의해 기포 결함을 최소

화하려는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1-3].  Bonnecaze 
등[1]은 레지스트 유동 선단의 양상과 이에 따른 기

포 생성 유무가 패턴의 종횡비, 접촉각 조건, 점성, 
표면장력에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하였다. Chou 등
[2]은 임프린팅 공정에서 기포가 생성되는 두 가지 

메커니즘을 규명하였다. 더불어 초기 기포 크기, 임
프린팅 압력, 레지스트 점성, 그리고 잔류층 두께에 

따른 기포 생성/소멸간의 관계 및 용해도에 따른 기

포 소멸 시간에 대한 실험과 해석 결과를 보고하였

다. Hiroshima 등[3]은 임프린팅 압력이 증가할수록, 
초기 레지스트 도포 두께가 두꺼울수록, 그리고 패

턴의 크기가 작을수록 기포 결함의 발생 빈도가 줄

어든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최근에는 레지스트

가 퍼져나가는 과정에서 접촉각 조건에 따라 기포 

생성 여부가 결정된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충분히 고려

하지 못한 레지스트 점도 및  접촉각(레지스트 대 기

판 및 레지스트 대 몰드)의 변화에 따른 기포 생성 조

건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대기 조건 하의 임

프린팅 공정에서 기포 생성을 저감할 수 있는 조건

을 제시하였다. 

2. 해석조건 및 방법

디스펜싱 임프린팅 공정에서 기판 위에 놓여진 

레지스트 점적(Droplet)은 몰드의 가압에 따라  패

턴 캐비티를 충전하며 평면 방향으로 퍼지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Line-and-space 패턴 몰드가 사용되

는 경우를 상정하여 Fig. 1와 같이 2차원 단위 셀을 

해석 영역으로 선택하였다. 여기서 왼쪽 경계는 

레지스트가 일정한 속도로 유입되는 속도 입구이

고, 오른쪽 경계는 일정한 대기 압력의 압력출구로 

설정된다. 임프린팅 속도를 40 m/s, 점적의 반경

을 5 mm, 몰드-기판 간격을 100 nm라 가정하면, 
레지스트의 유입속도는 Hirai 등이 제시한 디스크

형 점적의 퍼짐 속도식[5]에 의해  1 m/s로 계산된다.  
해석시 레지스트의 점도는 1 cP, 표면장력은 70 
mN/m으로 고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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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mputational domain of unit cell

 해석에는 유동 해석 전문 프로그램 Fluent가 사용

되었으며  공기와 레지스트의 2상 유동을 모사하기 

위해서 VOF(volume of fluid) 방법을 적용하였다.

3. 해석 결과

기포 생성에 대해 레지스트-몰드간  및 레지스트

-기판 간의 접촉각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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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접촉각의 변화에 따른 유동 선단의 변화를  

Fig. 2에 나타내었다. 접촉각 조건에 따라 선단의 

거동이 바뀌며 기포 생성 여부가 결정되는데 정리

하면,  레지스트-몰드 간 접촉각이 작을수록, 레지

스트-기판 간 접촉각이 클수록 기포 생성 없이 패턴 

캐비티를 충전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기판에 대한 젖음성에 비해 몰드에 대한 젖음성이 

클수록 몰드 면을 따라 레지스트가 쉽게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이다. 그러나 

한편 이형(Demolding) 과정을 고려하면, 몰드 표면

은 소수성을, 기판 표면은 친수성을 띠는 것이 유리

하다. 즉, 레지스트-몰드 간 접촉각은 크고, 레지스

트-기판 간 접촉각은 작은 것이 유리한 것이다.  
따라서 몰드에 대한 접촉각은 가능한 크게, 기판에 

대한 접촉각은 가능한 작게 유지하면서 기포 생성 

없이 패턴을 충전할 수 있는 물성과 공정 조건을 

찾는 일이 필요하다.

(a)

(b)

(c)
Fig. 2 Effects of contact angles; (a) θm = 60°, θs = 40°, 

(b) θm = 65°, θs = 40°, (c) θm = 65°, θs = 50° 

다음으로는 레지스트의 점도가 1~100 cP로 바뀌

는 경우, 기포가 생성되지 않는  접촉각 조건을 조사

하였다. 이 경우 레지스트의 유입 속도는 0.1 m/s로 

고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유동 선단이 볼록할수록 

기포가 생성될 가능성이 더 높은데, 점도가 높을수

록 볼록한 유동선단이 형성되었다. 이에 따라 접촉

각과 점도 각각을 변화시키면서 기포 생성과의 연관

성을 살펴본 결과를 Fig. 3에 나타내었다.  그림의 그

래프의 아래 부분에서는 기포가 생성되지 않음을 의

미한다.  따라서 점도는 낮을수록 기포생성에는 더 

유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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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Bubble-free contact angle conditions with the 
variation of resist viscosity

4. 결론

비진공 대기환경 조건의 임프린팅 공정에서 레

지스트의 점도와 접촉각의 변화에 따른 기포결함 

생성 연구를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레지스트-몰드 간 접촉각이 클수록, 
레지스트-기판 간 접촉각은 작을수록 기포결함이 

발생될 가능성이 낮다. 이는 이형 공정의 일반적인 

요구 조건과 상이한 결과로서 양자간 적절한 성능

을 갖도록 정량적인 접촉간 조건을 찾을 필요가 

있다. 한편 레지스트의 점도는 낮을수록 더 큰 폭의 

접촉각 조건의 변화에 대해 기포 결함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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