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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 광 디바이스를 위한 
나노 임프린트 기술

1. 개 요

나노 임프린트는 초미세 가공인 나노 가공 

(1~100 nm)을 실현하기 위해 제안된 기술로 

기판위에 열가소성 수지나 광경화성 수지를 

도포한 다음 전자빔을 이용, 나노 크기의 몰드

로 압력을 가해 경화시켜 패턴을 전사하는 기

술을 말한다. 나노 임프린트 기술을 활용하면 

현재 반도체 공정에서 사용하는 사진현상 방

식의 미세화 한계점을 극복하고 도장 찍듯 간

단하게 나노 구조물을 제작하게 된다. 나노 임

프린팅 공정 기술 (Nano Imprint Lithography 

: NIL)은 100 nm급 이하의 나노 구조물을 저

가로 대량 생산하는 기술이지만, 기존 반도

체 공정 및 마이크로급 소자 제작에 널리 사용

되어지고 있는 광학 프로젝션 리소그래피 기

술이 광회절 한계로 인해 100 nm 벽에 부딪

혀 있는 실정으로 인하여 차세대 리소그래픽 

(Next Generation Lithography : NGL)에 대

한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으나 광학소스와 렌

즈의 물리적 한계로 인해 패턴 밀도의 증대는 

필연적으로 광학 리소그래피 장비의 고가화 

되어 지고 있다. 또한, 전통적인 광학 프로젝

션 리소그래픽의 대체 기술로 EUV (Extreme 

UV) 파장을 사용하여 패턴의 크기를 줄이기 

위한 연구가 반도체 응용 분야를 중심으로 진

행되고 있고, 전자 빔 (Electron-beam)을 이

용하여 미세패턴과 High throughput을 구

현 하고자 하는 멀티 전자빔 리소그래피에 대

한 연구와 더불어서, 이온 빔 (Ion-beam) 등

을 이용한 공정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나, 고가

의 장비가 요구되어 저가의 기술 실용화를 위

한 바람직한 접근은 아니라고 하겠다. 나노 임

프린트 기법은 1995년 미국 Princeton대학 

Chou 박사에 의해서 처음으로 소개되었으며 

현재 나노 임프린트 기법은 100 nm 이하의 선

폭을 구현하는 새로운 기법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기존의 리소그래피는 빛의 파장 한

계 그리고, 마스크 재질, 높은 에너지의 광 소

스가 필요로 하는 문제점이 있지만, 나노 임프

린트 기법은 공정이 쉽고 간단하고 장비 자체

가 현재 반도체 공정에서 쓰이고 있는 광리소

그래픽 장비 (Deep UV, EUV, X-ray)보다 훨

씬 싸다는 장점이 있다. 임프린트 리소그래픽

은 2003년 ITRS (International Technology 

Road map for Semiconductors)에 반도체 소

자용 미세패턴 제작이 가능한 차세대 리소그

래픽 기술로 처음 등재됨으로써 차세대 패터

닝 기술의 하나로 자리매김하였으며, 32 nm 

이하의 선폭을 실현하는 새로운 리소그래픽 

장치로 선정되었으며 그림 1은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미국, 유럽, 일본, 한국, 대만 등을 중

심으로 상용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연구 

및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미

국, 일본 유럽의 경우 나노 임프린트 장비 및 

폴리머 레진 재료 중심으로 폭넓게 연구가 진

조경재 연구소장 (포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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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고 있고, 한국, 대만의 경우 장비나 재료

보다는 응용분야 및 공정기술 중심으로 연구

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나노 임프린트 기술은 고비용 저 생산을 고

려해 보았을 때 매우 혁신적인 기술이라 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일본 

등 기술 선진국에서 경쟁적으로 나노 임프린

팅 공정 및 장비기술을 연구하고 있으며, 전기

전자 및 광소자 제작에 적용되어지고 있다.

2. 나노 임프린트 기술

2.1 나노 임프린트 기술 역사
나노 임프린트 기술은 1995년 프린스턴 대

학 S.Y Chou 교수에 의해 제안되었다. 초기

의 기술은 가열식 방법으로 기판위에 Thermo 

plastic Polymer 레지스터 박막을 입히고 그 

위에 나노 구조물이 새겨진 스탬프 (또는 마

스터)를 눌러 나노 구조물 패턴을 기계적으로 

복재하였다. 1997년 Chou 교수는 나노 임프

린팅 기술에 의해 PMMA 위에 제작된 6 nm 

선폭의 패터닝 결과가 진공 과학 기술학술

지 (J. Vac. Sci. Technol. B) 15권 2,897 페

이지에 발표되었으며, 1999년에는 Wang 및 

Yu 등에 의해 나노 임프린트의 광학소자와 

Metal-semiconductor metal photodetector 

제작에 적용에 관한 연구결과가 미국 물리학

회지 (Appl. Phys. Lett.) 75권 2,767페이지, 

17권 2,831페이지에 각각 소개되었다. 또한, 

Wang은 190nm grating 간격을 가진 금속 

폴로라이저 제작을 통해 다시 한 번 나노 임

프린트터 기술의 광학소자에 적용 가능성을 

진공 과학 기술 학술지 17권 2,957페이지에 

1997년에 발표하였다. 같은 해에 텍사스 오

스틴 대학의 Wilson & Sreenivasan 연구진은 

UV를 Curing agent로 이용하는 방식의 SFIL 

(Step-and-Flash Imprint Lithography)을 

개발하여 25회 SPIE's Microlithography 관

련 국제 심포지엄에서 발표하였다. 2000년에 

Haatainen 등은 국제 광학회에서 SFIL를 이

용하여 sub-100 nm 구조물을 패터닝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2001년에는 Studer 등이 

나노 임프린터에 의해 제작된 첫 번째 마이

크로 플루이딕 소자를 미국물리학회지 80권 

19호 3,614페이지에 발표하였으며, 2002년 

Seekamp 등은 나노 임프린터를 적용하여 2D 

포토닉 크리스털 제작에 관한 내용을 나노 테

크놀로지 학술지 13권 518페이지에 게재하

였다. 공정관련 요소 기술 역시 발전을 계속

하여 100 nm 이하의 패턴전사 시 찰 부착이 

매끄럽게 이루어지도록 표면처리 기술 연구

가 이루어져 2002년 Beck 등에 의해 마이크

로 전자소자 공학 학술지 (Microelectronics 

Eng.) 61-62권 441페이지에 게재되었다. 나

노 임프린팅 기술은 2003년에 이르러 스탬프 

(또는 마스터), 공정, 측정, 응용 및 적용기술 

등의 세부기술 분야에서 다양하고도 획기적

인 연구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무엇보다 연구

개발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으며 전 세

계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 현재 여러 국가

에서 나노 임프린팅 기술을 응용한 제품 출시

가 이루어지고 있다.

2.2 나노 임프린트 공정
임프린팅 방식의 공정은 크게 실리콘이

나 석영을 스탬프 재료로 사용하는 Hard 

Lithography와 부드러운 PDMS elastomer 

그림 1. ITRS roadamp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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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 마 기 획     _ LED 응용기술

스탬프를 사용하는 Soft Lithography로 구

분될 수 있다. Soft Lithography는 Soft 

material ink로 회로의 패턴을 그리는 방

법으로, Micro contact Printing (μCP), 

Micro contact Printing (μCP), Dip pen 

lithography (DPN) 등이 있으며, Patterning 

방법에는 Stamp type, Inkjet printer type, 

주형 Type이 있다. Micro contact Printing 

(μCP)법은 스탬프 타입의 패터닝 기술이 있

는데, 패턴을 전사할 때 자기조직화 Process

용으로 쓰이는 간편한 방법으로, 하버드대학

교의 Whiteside Group이 제안한 방법이다. 

Micro contact Printing (μCP)은, Master 기

판 위에 Photo resistor로 미세가공하여 패

턴을 만든 주형을 만들고, 그 위에 고분자 

(PDMS)의 스탬프를 얻는다. Hard stamp 

(Si or Quartz)를 사용하는 UV/Thermal 

Imprint와는 달리 PDMS soft elastomeric 

stamp를 사용하여 레지스트 위에 잉크를 마

이크로 및 나노 스케일로 패터닝 하고 형

성된 단분자막을 이용하여 나오 구조물을 

제작하는 방식이다. 다음 그림 2는 Micro 

contact Printing 공정 순서도를 보여주고 

있다. Si wafer 위에 E-Beam이나 기타 나

노패턴 구현이 가능한 리소그래피로 마스터 

패턴을 제작한 후, Prepolymer를 Casting 

(또는 Spin coating)한다. 화학적인 방법으

로 Elastomer를 응고 시킨 후 이를 마스터

로부터 떼어냄으로써 스탬프 제작을 완료한

다. 다음 단계에서 잉크화 시키고 이를 금도

금 박막 위에 접촉시킨다. 이때 금박막 위에 

잉크의 단분자 박막이 전사되고, 이를 Etch 

barrier로 이용하여 기판 안으로 물리적 식

각(Si 기판인 경우 주로 SF6 gas가 포함된 

Plasma etching 적용)공정이 수행된다. 본 

공정 기술은 공정 최적화 (Non diffusive ink 

사용, 잉킹 시간, 스탬프의 기계적 변형의 최

소화 등)을 통하여 100 nm급 패턴 제작이 가

능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DPN방법은 AFM (원자현미경)의 탐침

에 분자Ink를 묻혀서 직접 기판표면에 

Patterning을 하는 방법이다. DPN법을 사

용하여, 50 nm 정도의 Pattern을 직접 묘사

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또한, AFM을 사용

해, 상의 표면의 관찰하고, 그리는 것이 가능

하다. 또한, Hard Lithography는 불투명한 

실리콘 스탬프를 사용하는 가열식 임프린팅 

(Thermal Imprint 또는 Hot Embossing)과 

투명한 Quartz 스탬프 (혹은 실리콘 스탬프 

사용 시 투명한 Quartz 기판)를 통해 자외선

을 투과 시켜 레진을 경화시키는 방식을 채

택하는 UV 임프린팅 기술로써 현재 대부분

의 나노 임프린팅 기술은 Hard Lithography

기술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나노 임프린

팅 공정 기술은 열 (Thermal)에 의한 공정과 

UV 조사로 인한 경화를 통한 패턴 전사 방식

이 대표적이다. UV 나노 임프린트는 스탬프

를 이용하여 레진에 패턴을 가 형성한 후 UV

를 조사하여 모노머 형태의 레진을 폴리머화 

하여 성형하는 방법이고, Thermal 나노 임

프린트는 UV 대신 열에너지를 사용하여 폴

리머화 하는 방법이다. 

(1) 가열식 임프린팅 
가열식 임프린팅 (Thermal Imprinting) 공

정은 고온에서 물리적 접촉에 의해 마스터 

패턴을 기판위에 전사하는 것으로 1995년 프

린스턴 대학의 Chou 교수에 의해 제안되었

다. 공정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나노 

크기의 패턴이 요철 형태로 형성된 마스터를 

먼저 제작하고, 이를 Thermo plastic 레진 

레지스트가 코팅되어 있는 기판 표면을 고

온조건 (유리전도 온도 이상의 온도)에서 누

른 후 냉각과정을 거쳐 분리하게 된다. 이때 

폴리머 레지스트는 유동상태에서 마스터 패

턴을 복제하게 된다. 이에 따라 마스터의 나

노 패턴이 정반대 형태로 전사되고, 이방성 

에칭 작업을 거쳐 레지스트 표면에서 눌러진 

부분에 남아 있는 레지스트 재료를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공정이 완료된다 (그림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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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임프린트 공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요구되어지는 패턴이 표면에서 돌출되어 있

는 스탬프가 필요하다. 나노사이즈의 패턴이 

양각되어 있는 스탬프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Electron-beam lithography와 

건식 에칭을 통해 만들어진다. Thermal 나

노 임프린트의 경우에는 스탬프와 고분자가 

캐스팅되어 있는 기판을 접촉시킨 후 열을 

주어 (보통 고분자의 유리 전이온도 (Tg) 보

다 90∼100℃ 높게), 일반적으로 140~180℃ 

이상의 온도로 가열하여 고분자의 유동성을 

제공한 후, 압력을 주어서 폴리머들이 스탬

프의 패턴 사이로 채워지게 함으로써 고분자

로의 패턴전사가 이루어지게 한다. 이후 유

리 전이온도 (Tg) 이하로 냉각한 후 스탬프

를 고분자 패턴에서 떼어내고 패턴된 하부에 

존재하는 잔류 층 (Residual layer)을 제거

함으로써 공정을 마치게 된다. 하지만, 온도

상승과 냉각에 의한 열팽창의 문제점이 내재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재질의 스탬프와 기

판을 접촉 시 열팽창의 차이점으로 인한 임

프린트 후 패턴의 찌그러짐과 Registration 

accuracy측면에서 단점을 내재하고 있다. 또

한, 초기 단단한 고분자막을 임프린트 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임프린트 압력을 

주기 때문에 스탬프 표면에 돌출되어 있는 

나노사이즈의 패턴들이 깨질 위험성이 있다.

가열식 임프린트의 스탬프는 변형이 없고 

열전도가 좋은 실리콘 (Si)이나 니켈 (Ni)과 

같은 금속으로 제작된 스탬프를 많이 사용하

고 있으며, 온도를 제어해야 하기 때문에 정

밀한 공정 컨트롤이 어렵고, 패턴 성형을 위

하여 높은 압력으로 가압하여야 하며 공정시

간이 긴 단점이 있다.

(2) UV 나노 임프린팅
앞의 가열식 임프린팅에서 언급한 정밀한 공

정 컨트롤이 어렵고, 패턴 성형을 위하여 높

은 압력으로 가압하여야 하며 공정시간이 길

다는 문제점은 UV를 이용한 임프린트 공정

에서 많이 보완될 수 있다. 이 공정은 1996

년 Haisma 등에 의해서 처음으로 제안되었으

며, 1999년 텍사스 오스턴대학교의 Willson과 

Sreenivasan 교수 연구진에 의해 완성을 이루

었다. 다음 그림 4는 가열식 임프린팅에 비해 

열 변화에 의한 변형을 줄일 수 있으며 고정밀

도 패턴전사, 고속공정 및 다층형상 구현 시 

Overlay accuracy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진 

UV 임프린팅 공정 순서도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기판위에 UV 경화용 리지스트를 캐

스팅한 후 스탬프를 누르면 경화용 리지스트 

용액이 스탬프 패턴 사이를 채운다. 점도가 

그림 2. μ-contact 임프린트 공정 순서도.

그림 3.  1995년 프린스턴 대학 Chou 교수에 의
해 제안된 나노 임프린트 프로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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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기 때문에 낮은 압력에서도 쉽게 스탬프

의 패턴 사이를 채울 수 있다. 이후 UV 광원

이 투명한 스탬프를 통해서 리지스트를 감광

시키면 리지스트가 경화가 일어나면서 단단

해지게 된다. 이 공정은 상온에서 낮은 압력

에서 수행이 가능하지만, 투명한 석영 스탬

프 제작에 어려움이 있다. Electron beam을 

통한 나노 패턴닝 제작 시 석영기판이 비전

도성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전자의 Charging 

effect로 인해 전자빔의 왜곡을 일으키게 된

다. 또한, 석영을 에칭하는 건식에칭 조건이 

잘 잡혀져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전자빔의 왜

곡을 방지하기 위해서 석영위에 크롬을 얇

게 증착하고 전자빔을 이용한 패턴닝을 수행

하는 연구가 발표되었다. 이때, 크롬막은 전

자의 Charging을 없애주고, 에칭 시 마스크

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전도

성을 가지는 산화막 (Indium tin oxide)을 석

영이나 유리위에 증착해서 산화막에 패턴닝

하는 기술도 발표되었다. 이와 유사한 방법

으로 텍사스 오스틴 대학 Willson 교수팀은 

Step and repeat 공정을 제안하였으며, 이

는 기존의 Stepper와 유사한 장비개념으로 

Reticle과 상응하는 반복적인 패턴을 가지는 

스탬프를 이용하며 패턴 전달층이 도포된 기

판 위에 UV 경화용 용액을 기판사이에 점적

하여 임프린트를 수행한 후, 이동하여 같은 

패턴을 반복적으로 웨이퍼 전체에 찍어내는 

기술이다. 임프린트 패턴을 에칭마스크로 하

여 패턴을 패턴 전달층으로 전사하여 공정을 

마치게 된다. 위의 UV 임프린트 공정은 대

면적 공정에서 매우 불균일한 잔류층을 형성

하고, 다층화 공정 시 전체적으로 정렬을 맞

추기 어려워 실제 산업화에 어려움을 내재

하고 있다. 그러나 Step and repeat 방법을 

이용하면 임프린트 면적이 작기 때문에 잔

류층 두께 조절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다층

화를 위한 정렬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UV 

나노 임프린트는 UV에 의하여 폴리머 레진

을 소결하기 때문에 수초에서 수십 초 동안

의 짧은 시간에 공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또

한, UV의 투과가 가능한 투명한 재질의 석영 

(Quartz)판이나 유리판 또는 폴리머 필름 등

으로 된 스탬프를 사용하기 때문에 얼라인먼

트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저점도의 폴

리머 렌지를 사용함으로써 레진의 증착 두께

를 수십 nm 이하까지 제어할 수 있어서 공정 

후 스탬프와 기판 사이에 형성된 폴리머 잔

류층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2.3 나노 임프린트 공정의 핵심 기술
나노 임프린트의 주요 기술은 스탬프 제

조 기술, 나노 임프린트 레지스트, 성형 후 

스탬프의 이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Anti-

Adhesion기술, 적정 공정조건 확보와 관련

된 장비 기술 등이 있다.

(1) 스탬프 제조기술
나노 임프린트에 있어서 스탬프는 성형하

고자 하는 패턴의 원형을 먼저 각인하고 이

를 이용하여 패턴을 기판에 전사 한다는 측

그림 4. UV 나노 임프린트 공정도.

그림 5. SFIL의 step and repeat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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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 Photo lithography의 마스크와 같은 

역할을 한다. 앞에서 언급한 하였듯이 형태

에 따라 Thermal 나노 임프린트의 경우 고온 

및 고압 조건하에서 공정이 이루어지기 때문

에 열전도가 좋고 경도가 높은 재질의 스탬

프가 주로 사용된다. 마이크로 크기를 갖는 

패턴인 경우 기계적 가공법에 의하여 스탬프

를 제작하기도 하지만 수백 나노 이하의 패

턴 크기를 갖는 나노 임프린트의 경우 스탬

프 제작용 기판에 포토 리소그래피나 전자빔 

리소그래피에 의해서 패턴을 형성하고 도금 

공정을 통하여 니켈 (Ni) 스탬프를 제작하거

나 실리콘 (Si) 웨이퍼 위에 직접 리소그래피 

패터닝을 한 후 식각 공정을 통하여 만든 Si 

스탬프 등이 주로 사용된다. UV 나노 임프

린트의 경우 유리판이나 석영판 등의 재료로 

만든 경도가 높은 재질의 스탬프나 폴린머 

재료로 만든 경도가 낮은 재질의 스탬프가 

사용된다. 특히, UV 스탬프의 경우 UV 투과

를 위해 투명한 재질이 사용됨에 따라 일반

적인 포토리소그래피에서 사용하는 얼라인

먼트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

다. 따라서 반도체 공정 분야와 같이 적층이 

필요한 공정에 적합한 기술로 인식되고 있으

며 나노 임프린트 기술 분야 중 시장성이 가

장 커서 대부분의 나노 임프린트 개발자들은 

이 분야에 대하여 상용화 기술에 초점을 맞

추고 있다. 현재는 정밀한 나노 패턴의 가공

과 낮은 변형률, 내 마모성이 중요시 되어 석

영 (Quartz)과 같은 안정된 재질을 이용한 

스탬프 제조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

고 있다. 석영 스탬프의 제작 기술은 다음 그

림과 같이 위상 시프트 마스크 제조 기술을 

거의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 포토마스크 제조기술을 보유

한 마스크 재조업체와 전자빔 기술, 패터닝 

기술 등을 보유 업체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분야의 

기술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일본의 DNP社, 

HOYA社, NTT-AT社 등이 이 분야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을 주도하고 있으며, 제품을 출

시하고 있다. 제조 방법은 스탬프용 석영 기

판위에 전자빔 (E-Beam)을 이용하여 패터

닝을 하게 된다. 이때 해상력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하드마스크 기능을 하는 크롬 (Cr)과 

같은 금속박막을 석영 기판 상에 증착하고 

전자빔 레지스터를 도포한 후 전자빔 노광 

공정을 진행하여 패턴을 제작하게 된다. 전

자빔 노광 공정 후 전바빔 레지스터를 현상

하여 최종 패턴을 만들고 이 패턴을 이용하

여 하드 마스크 기능을 하는 크롬박막을 식

각하게 한다. 그 후 식각된 크롬 패턴을 이용

하여 최종적으로 석영 기판을 식각함으로써 

원하는 석영 스탬프를 제작하게 된다. 석영 

기반의 스탬프는 우수한 특성에도 불구하고 

극복해야할 이슈가 있다. 우선 석영 식각이 

어렵다는 것과 제조비용이 비싸다는 것이다. 

현재 석영 스탬프의 경우 20 nm 이하의 패

턴에 대한 식각 기술이 아직 제대로 확보되

지 못한 상황이며 디스플레이와 같은 대면적

에 접합한 스탬프의 제조에는 한계가 있다. 

폴리머 스탬프의 경우 실리콘 (Si) 웨이퍼와 

같은 미소 패터닝이 용이한 기판을 이용하여 

마스터 스탬프를 제작하고 폴리머 기반의 물

질을 이용하여 패턴을 복사하는 형태로 스

탬프를 제작하게 된다. 이 기술은 실리콘 에

칭 공정을 이용하여 마스터 스탬프를 제조하

기 때문에 현재 기술로도 10 nm 이하의 패

터닝 구현이 가능하다. 스탬프는 Sequential 

공정인 전자빔을 이용하여 제작하기 때문에 

긴 시간을 요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1주일이 

그림 6.  UV 나노 임프린트용 Quartz 스탬프 제
조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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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릴 수도 있음). 따라서 공정단가도 쉽게 접

근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싸기 때문에 제작된 

스탬프는 Master 스탬프라 하여 보관하고, 

복제공정으로 Daughter 스탬프를 만들어서 

사용한다. 복제된 스탬프를 이용해서 다시 

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작된 Master 스탬

프로부터 여러 개의 복제 스탬프 제작이 용

이하다. 복제는 다음 그림에서와 같이 나노 

임프린트 공정을 통해서 구현이 가능하다. 

임프린트 공정을 통하여 제작된 스탬프는 

패턴 아래에 있는 얇은 잔류층을 제거한다. 

그리고 크롬금속을 증착한 후 lift-off를 통

해 패턴된 부분만 크롬금속이 존재한다. 이 

크롬금속을 에칭 마스크로 하여 건식에칭을 

수행하여 하부 기판 (Si, SiO2, SiC, silicon 

nitride, fused silica 등)에 패턴전사가 이루

어진다. 이와 같은 공정을 통해 같은 패턴의 

복제 스탬프가 제작된다. 더욱 간단한 복제 

방법은 임프린트 리지스트가 임프린트 압력

을 견디는 기계적 강도가 있다면 이를 바로 

스탬프로 적용하는 것이다. Haixiong은 임프

린트 시 UV를 통한 유리기판 위에 가교된 폴

리머 리지스트를 복제 스탬프로 하여 30 nm 

Half-pitch의 패턴전사를 보고하였다. 또한, 

Teflon계열의 수지 (AF 2400, Dupont)를 이

용하여 복제된 스탬프가 보고되고 있다. 위

의 물질은 불소를 기본으로 한 물질로 불활

성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기존의 PDMS가 

가지는 낮은 표면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서 특

별한 스탬프 표면 처리를 하지 않고도 바로 

임프린트 공정을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

다. 그리고 PDMS가 가지지 못하는 기계적 

강도를 가지고 있어서 임프린트 압력을 가할 

시 스탬프 패턴의 찌그러짐을 방지하여 나노

사이즈의 패턴 전사도 가능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마스터 스탬프를 하나만 제작하면 다

량의 복제 스탬프를 저가에 복제하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유리하

다. 다만 폴리머의 물질 특성상 내구성, 내마

모성이 석영에 비하여 떨어지기 때문에 물질 

특성의 향상이 필요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연

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이 분야에 대

한 연구를 활발히 하는 기업으로는 삼성종합

기술원, 미뉴타렉사 등을 들 수 있다.

(2) 나노 임프린트 레지스트
다른 광학을 이용한 리소그래피 방식과 마

찬가지로 임프린트 리지스트도 안정적인 임

프린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많은 특성이 요구

되어지고 개발이 필요하다. 낮은 압력에서 쉽

게 스탬프의 패턴 사이로 들어가고 또한, 스

탬프의 Demolding 시 깨지지 않고 잘 띄어

지는 임프린트 리지스트의 특성이 요구되어

진다. 임프린트 공정은 초기에 Poly (Methyl 

methacrylate)를 이용하여 실험을 수행하였

는데, 보통 임프린트 온도는 폴리머의 유리

전이 온도보다 90도 이상에서 수행한다. 이

온도에서 고분자 물질이 충분한 유동성을 가

져서 스탬프 패턴 사이로 채워질 수 있다. 

PMMA 경우에는 약 200도에서 임프린트를 

수행하지만 너무 높은 온도로 인한 스탬프와 

기판의 열팽창의 불일치와 열 순환  (가열→

그림 7.  스탬프 복제과정 (a) 임프린트, (b) 스
탬프 Demolding, (c) 패턴전사층으로 패
턴전달, (d) 금속막 증착, (e) Lift-off, (f) 
건식삭각, (g) 금속 마스크가 제거된 복
제된 스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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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각)의 긴 공정시간 문제로 낮은 온도에서 

수행 가능한 리지스트가 요구되어진다. Poly 

(Cyclohexyl acrylate)  (Tg=19℃)는 100도

에서 임프린트 수행이 가능하나 상온보다 낮

은 유리전이온도를 가지고 있어서 시간이 지

남에 따라 패턴의 형상이 무뎌지는 현상이 관

측되었다. 또한, 패턴 내 잔류 리지스트를 없

애는 건식에칭 공정 시 Reactive ion etching 

chamber 내 온도를 견디지 못하는 낮은 열적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 고분자막의 점도는 유

리전이온도 이상에서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낮아져서 쉽게 스탬프의 패턴 사이에 채워지

게 된다. 이 점도는 고분자의 분자량에도 관

련이 있으며, 고분자의 분자량이 낮으면 고분

자 사슬 사이의 얽힘이 작기 때문에 쉽게 외

부의 압력에 의해 움직일 수 있다. 그러나 낮

은 얽힘에 의해 기계적 강도가 낮아지는 단

점이 있어, 스탬프의 Demolding 시 임프린

트된 패턴이 무너지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

서 구조적으로 안정성을 가지는 임프린트 리

지스트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리전이

온도와 분자량을 고려해서 선택하여야 한다. 

UV 경화 리지스트는 단량체의 용액이 기본

으로 되어 있으며, UV조사로 경화되어 패턴

이 형성된다. 용액 상태이기 때문에 쉽게 스

탬프의 패턴 사이로 스며들어서 낮은 압력에

서도 임프린트가 용이하다. 낮은 점도가 특히 

요구되어지는데 이는 낮은 압력에서 쉽게 퍼

지고 또한, 임프린트 후 패턴 내 잔류층의 두

께가 거의 없어서 잔류층을 없애는 건식 에칭

공정을 없앨 수도 있다. 잔류층을 없애는 건

식 에칭 공정 동안 패턴이 옆으로도 또한 삭

각되기 때문에 패턴의 분해능이 줄어든다. 따

라서 낮은 점도의 리지스트는 최종적으로 더 

좋은 패턴 분해능을 위한 조건이라 할 수 있

겠다. 이 뿐만 아니라 UV 경화 리지스트가 

가져야 할 특성은 다음과 같다. 빠른 경화 속

도, 기판과의 좋은 접착력, 스탬프와 잘 띄어

지는 낮은 표면 에너지, 기판으로의 패턴 전

사를 위한 에칭 저항성 그리고, 높은 기계적 

강도 등이 요구되어진다. 이 모든 특성을 구

비하기 위해서는 UV 경화 리지스트는 단량체

를 기본으로 하고 각각의 특성을 보완 해 주

는 화학 물질이 혼합되어야 한다. 나노사이

즈 패턴을 임프린트 하기 위해서는 스탬프의 

Releasing 표면 처리만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리지스트 자체에서도 Releasing 특성

을 보완해 주어야 한다. 높은 에칭 저항성을 

지니기 위해서 실리콘 함량이 많은 단량체를 

합성하고 임프린트에 적용하고 있다. UV 경

화 용액의 주성분으로 쓰이는 단량체는 이중

결합을 가지는 말단기를 가지고 있으며, 말단

기의 이중결합은 광조사시 광개시제에서 생

긴 Free radical과 쉽게 반응하여 단일결합이 

되면서 다른 단량체와 반응하고, 이후 연속적

인 단량체와의 연쇄반응을 통해 고분자화 된

다. Acrylate와 vinyl-ether 유도물들은 빠

른 경화 속도 때문에 UV 경화 용액의 주성분

으로 많이 연구되어지고 있다. Acrylate 기

반 유도물은 빠른 경화속도 측면에서 좋은 특

성이 있지만 산소에 의해 경화가 방해되어 임

프린트 시 샘플의 가장자리가 경화되지 않는 

문제점이 보고되었다. Vinyl-ether 유도물은 

물과 거의 상등한 점도, Acrylate에 버금가는 

경화속도 그리고, 산소와 반응하지 않는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반응이 빠른 만

큼 보관이 용이하지 않고 경화를 시작시켜 주

는 광개시제와 잘 혼합이 되지 않아 침전되는 

문제점이 보고되고 있다.

(3) Anti-Adhesion기술
임프린트 공정은 미세 패턴을 가지는 금형

을 고분자 층에 물리적으로 접촉 및 압력을 가

하여 금형의 패턴을 고분자 층에 전사시킨 다

음 압력의 제거에 의하여 금형과 고분자를 분

리하여 고분자 층에 금형의 패턴이 존재하도

록 하는 기법이다. 따라서 패턴 복제 후 금형

과 고분자층을 분리하는 이형 공정에서 금형

의 특성에 의하여 복제된 고분자 패턴의 특성

이 절대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임프린트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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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의한 패턴 복제공정에서 금형내의 패턴

과 고분자는 Inter-locking/adhesion이 발

생되고, 이형공정에서 금형의 손상 및 고분

자 패턴의 손상 등을 유발시키게 된다. 또

한, Sticking에 의하여 발생하는 표면 거칠기

로 인해 최종적으로 광소자의 산란손실을 증

가시키게 되므로 임프린트 이형 기법에 대

한 연구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

서 광소자의 정밀 제작 및 Quality 향상을 목

적으로 금형의 표면 처리를 통하여 표면에너

지를 낮추어 Surface roughness를 향상시키

는 기법들이 활용되고 있다. 임프린트 스탬프

는 공정을 수행하기 전에 표면처리를 해야 하

는데, 이 표면 처리는 스탬프 표면을 화학적

으로 비활성하게 하여 임프린트 리지스트와의 

반응을 방지하고 표면의 표면 에너지를 낮추

어서 임프린트된 고분자 패턴에서 잘 띄어지

도록 하기 위함이다 (Releasing property). 이

형 연구는 Si 금형의 표면에 자기조립단 분자

막 (SAM) 코팅연구를 통하여 수행하였으며, 

표면 처리에 의한 이형 특성 확인은 표면 처

리되지 않은 금형과 표면 처리된 금형의 접촉

각에 따라 이형 특성을 분석할 수 있다. SAM 

코팅 방법은 Dip coating에 의한 액상법과 

Vapor 상태로 금형에 증착시키는 기상법이 있

다. 액상법의 경우는 간단한 공정에 의하여 균

일한 박막 형성이 가능한 장점이 있지만 패턴

의 Size가 감소함에 따라 박막의 Uniformity 

측면에서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기

상법의 경우는 SAM 용액을 Vapor 상태에서 

Substrate에 증착시키는 방법으로 Nano scale

의 구조물 코팅까지 가능한 우수한 장점이 있

다. 특히, 불소계열의 단분자막층을 자기조립 

방식으로 수용액상에서 또는 기상에서 스탬프 

표면에 얹히는 공정을 수행하는데, 특별히 나

노사이즈의 패턴을 가지는 스탬프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기상에서 단분자층을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용액상에 스탬프를 침하할시 

패턴과 패턴사이가 나노사이즈인 경우에는 일

반적으로 공기가 채워져 수용액이 스탬프 표

면과 접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Releasing 단

분자층이 형성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완벽한 

스탬프 표면 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임프

린트후 스탬프 Demolding 시 고분자 패턴이 

기판에 붙어있지 않고 스탬프의 패턴사이로 

들러붙어버려 패턴닝 공정이 실패한다.

(4) 나노 임프린트 장비 기술
나노 임프린트 기술의 상용화에 있어서 가

장 중요한 기술의 하나는 장비 기술이다. 나

노 임프린트 장비 기술의 성숙도에 따라서 

상용화 시기가 정해질 수밖에 없는 실정으

로 이 분야는 미국, 일본, 유럽 등이 활발히 

연구를 진행하여 제품화하고 있으며 기존 연

구용 중신의 장비에서 양상용 장비로 넘어

가는 단계까지 와 있는 상황이다. 유럽의 경

우 Obducat社가 가장 앞서 있으며 LED 제

품에 적용하기 위한 제품을 출시하여 대만의 

LED업체에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EVG

나 SUSS Micro Tec社의 경우 기존의 Photo 

Mask Aligner 기술을 바탕으로 6~8인치 공

정이 가능한 장비를 출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도시바기계, 히타치 제작소 등이 나

노 임프린트 장비에 대한 개발 및 판매를 진

행 중에 있다. 특히, 도시바기계의 경우 디스

플레이나 LED, HDD 적용을 위한 장비 중심

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히타치 제작

소의 경우 서멀 나노 인프린트 형태의 Roll 

Print 제품에 대한 개발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이 장비는 나노 패턴이 형성된 스탬프

를 이용하여 열 가역성 필름위에 미세 구조

를 연속적으로 형성하여 생상성을 획기적으

로 높일 수 있는 제품으로 대부분의 나노 임

프린트 장비 업체와 달리 필름 형태의 제품

에 적용하기 위한 장비로 개발하고 있다. 미

국의 경우 MII (Molcular Imprints)社가 가

장 활발하게 장비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 업

체의 제품은 반도체 분야에 적합한 Step & 

Repeat 형태의 장비를 개발하고 있으며 12

인치 공정이 가능한 Imprio 300 장비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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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출시하고 있다. 이 장비는 얼라인먼트 정

밀도를 20 nm를 구현하였고 스루풋 역시 4 

ea/hr (12 inch)까지 구현하였다. 또한, HDD

용 양산장비도 개발하고 있으며 HDD 양산장

비 또한 개발을 완료한 상태이다. 국내의 임

프린트 장비업체인 휴템은 UV와 Thermal 타

입 두 가지를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

여 반도체 공정 등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스

탬프의 재질은 Quartz 및 Polymer를 활용하

며, 5인치 웨이퍼를 활용하는 시스템과 대량 

생산을 위한 Roll Imprinting System (HRI-

600)을 통하여 휴대폰의 Back Light Unit

의 핵심 부품인 LGP (도광판, Light Guide 

Plate)의 초박막형화에 적용하고 있다. 한국

기계 연구원 나노공정연구실에서 6인치 사이

즈의 UV/Thermal 하이브리드 방식의 나노 

임프린트 장비를 개발하였으며, 향후 8인치 

사이즈의 임프린트 장비 개발에 박차를 가함

으로써 임프린트 장비의 국산화에 기여를 하

고 있다. (주)NND (www.nanodevice.com)

는 '나노시스 (NANOSIS)'란 브랜드로 첫 나

노 임프린팅 리소그래피 장비를 산·학·연

에 선보였으며, 디스플레이 기업과 공동으로 

상용화 임프린트 장비를 개발 중에 있다.

2.4 나노 임프린트의 기술 개발 동향
(1) 국내의 기술 동향

LG전자는 나노 임프린트 기술을 적용한 편

광필름 패턴 형성, 정밀 광통신 소자 개발 등

에 나섰고 벤처 기업인 (주)NND는 나노 임

프린트 장비를 개발해 영업에 들어갔다. 또

한, 나노 소자특화 팹센터도 최근 관련 장비

를 도입, 국내 업체들을 대상으로 지원에 나

설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LG전자

는 현재 프로젝션TV용 50 nm급 편광필름의 

패턴 형성에 나노 임프린트 기술을 적용하고 

있고, 앞으로 비메모리 반도체 등으로 영역

을 확대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초미세 패

턴 광소자 개발을 목표로 나노 임프린트 기술

을 연구 중이며 향후 광학기기, 나노 디바이

스 등을 개발할 예정이다. 벤처기업 (주)NND

는 50 nm 이하의 패턴을 형성할 수 있는 임

프린트 장비 '나노시스610'의 판매에 들어가 

기존의 임프린트 장비를 판매 중에 있는 몰

리큘러 임프린트 (MII), 나노넥스, 오브듀캣 

등 미국, 유럽 기업들이 장악한 임프린트 장

비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다. 이 제품은 압력

용기 방식을 채택, 임프린팅 후 수지 잔류층

을 최소화했으며 가격도 외산 제품의 절반 이

하에 불과한 것이 특징이다. 이밖에 나노메카

트로닉스사업단도 나노 임프린트 장비를 개

그림 8.  반도체 공정용 (Imprio 300), Molecular 
imprints社.

그림 9.  반도체 공정 연구용 (MA/BA8) SUSS-
Microtec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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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중이며 나노종합팹센터도 한국기계연구

원, ETRI, 삼성종합기술원 등 국내 49개 나

노기술개발기관의 필요에 따라, 나노 임프린

트 장비를 도입하거나 특정 제품 제작을 위하

여 나노 임프린트 장비를 그제품의 특징에 맞

게 개발하여 활용되고 있다. 또한, 반도체 공

정에서 고분자막으로 코팅한 기판표면을 스

탬프로 찍어 물리적으로 패턴을 형성하는 나

노 임프린트 리소그래피 기술의 정밀도를 기

존 기술보다 약 5배 향상시켜 상용화를 앞당

길 수 있는 신기술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나

왔다.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재료공학부 신소

재공학과 이 헌 교수 연구팀은 최근 나노 임

프린트 리소그래피 공정에서 균일 가압이 가

능한 장비 개선과 새로운 고분자막 개발을 통

해 공정의 정밀도 향상과 저가격화를 가능하

게 하는 신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기존 

나노 임프린트 기술은 스탬프로 누르는 과정

에서 매우 균일한 압력이 가해지지 않을 경우 

기판이 잘 손상되며, 고분자막으로 흔히 사용

되는 PMMA의 경우 패턴 형성을 위해서는 임

프린팅 시 180℃ 이상의 높은 온도와 100기

압에 이르는 높은 압력이 소요돼 복잡한 구조

의 임프린팅 시스템이 필요한 등의 이유로 폭

넓은 응용이 제한되었던 단점이 있었다. 그래

서 기존 리소그래피 기술을 완전대체 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 헌 교수팀은 국내 

장비 업체 (주)NND와 함께 고압의 질소가스

를 이용해 균일한 가압이 가능한 새로운 장비

를 개발해 이런 한계를 극복했다. 기존 기술

이 단단한 유압 프레스로 압력을 가해 균일도

가 떨어지는데 비해 이 기술은 유연한 성질의 

탄성체의 막을 이용하고 가스 압력으로 눌러 

넓은 면적에 균일한 압력이 가능하다. 또한, 

플라스틱 계열의 PMMA 대신 저온저압 공정

이 가능하고 잔류층이 없는 인프린팅을 위해 

아크릴 계열의 모노모에 동 계열의 폴리머와 

광 또는 열 경화제를 섞고 점도 조절 시약을 

첨가해 새로운 고분자막 소재를 내놓았다. 이 

고분자 소재는 물처럼 점도가 매우 낮아 기판 

위에 얇게 입힐 수 있고 이런 소재의 특성 상 

압력을 가해도 잔류층이 남지 않는 장점이 있

다. 따라서 기존에 임프린트 후 잔류층 제거

를 위해 필요했던 플라즈마 처리 과정을 없애 

공정의 단순화와 저가격화, 정밀도 상승을 가

능하게 한다. 또한, 부산대학교 나노과학대학

의 정명영 교수팀은 나노 임프린트 공정을 이

용하여 다양한 광소자 제품을 개발 중에 있으

며, 특히, 광주의 에프엔엔(주)와 자동차 광

네트워크 관련 수동 부품인 광분배기 및 광트

랜시버 제작을 위하여 임프린트 공정을 이용

한 Chip 제작에 대한 개발을 진행하였다. 최

근에는 기존의 Chip 제작만을 떠나 패키징을 

통한 제품의 완성도 향상에 대항 연구와 더불

어서, 제품의 양상을 위한 Roll Imprint 장비 

개발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일본의 모 대학과 

양산화를 위한 소재 및 장비 개발을 공동으로 

기획 중인 걸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과학기

술부에서는 '국가 나노기술 종합발전 계획안'

을 마련하여 (www.most.go.kr) 국가차원의 

나노기술 확립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다. 이 

계획서 (안)에 따르면 향후 10년 동안 정부

는 1,180억, 민간은 1,850억 원, 총 3,030억

의 연구비를 나노기술분야에 투자한다. 나노

기술 경쟁력강화 분야 4대 기술에 사업 당 연

100억씩, 경쟁력확보 분야 10대 기술에 사업 

당 연 20억씩, 기반강화 분야 20대 기술에 연

10억씩의 연구비를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2) 국외의 기술 동향
EE타임스는 몰큘러임프린츠 (MII), 나노

엑스, 오브듀캣 등이 이미 나노 임프린트장

비를 시판했거나 출시를 준비 중이라고 보도

했다. 나노엑스는 30만~70만 달러 가격대

의 나노 임프린트 리소그래피 장비 판매에 

들어갔으며, 이 회사의 창업자인 스티븐 초

는 한 고객사가 자사의 시스템을 광학기기 

생산에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프린스

턴대의 한 연구팀은 나노엑스의 시스템을 이

용해 100 nm 이하 공정의 'MOSFET'를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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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 있다고 발표하였다. MII도 나노 임프린

트 개발 툴인 '임프리오 100'을 200만 달러

의 가격에 내놓았으며, 또 주사 전자마이크

로스코프 제조업체인 오브듀캣도 곧 나노 임

프린트 장비를 내놓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

다. 한편 이외의 세계 주요 반도체 업체들도 

나노 임프린트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국방고등연구계획청 (DARPA)

이나 해군연구청 (ONR) 등 정부 차원에 적

극 지원하고 있고 하버드대학교, 프린스턴대

학교 등 대학 차원의 연구도 활발하다. 또 유

럽과 일본의 경우 연구 컨소시엄을 중심으로 

나노 임프린트 리소그래피 기술 개발에 막대

한 자금을 지원중이며 나노 임프린트 기술

을 응용한 새로운 제품 개발에도 노력을 기

울이고 있다. 한편 일본 신슈대학 섬유학부

의 다니구치 요시오 교수, 산교정밀기계사는 

나노 (1나노는 10억 분의 1) 미터 영역의 기

계가공기술로 제작된 공진기로 세계 최초로 

유기박막레이저를 발진시켰다. 또한, 그들

은 나노 레벨의 금형을 정밀기계 가공기술로 

제작, 플라스틱 재료에 찍어내는 「나노 임

프린트 (Nano imprint)법」으로 유기화합물

의 레이저 공진기를 제작했다. 예전에는 반

도체 제조법을 응용한 방법이 주로 사용되었

으나, 기계가공 기술에서도 나노 레벨의 금

형을 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번

에 개발된 것은 「분포귀환형 레이저 공진기 

(DFB공진기)」로, 주기 540 나노미터의 높

낮이를 갖는 DFB 공진기의 금형을 나노기계

가공으로 제작, 그 금형을 사용해 Poly Vinyl 

Alcohol (PVA) 플라스틱으로 성형한 DFB 발

진기의 유기박막레이저와 조합하여 레이저 

발진을 일으키는 것을 확인했다. 구체적으로

는 파장 337나노미터의 자외광 레이저를 유

기박막레이저, DFB 발진기의 조합시킨 디바

이스에 입력하여 628나노미터의 빛으로 출

력하도록 하였다. DFB 발진기는 수백 나노

미터의 주기를 갖는, 요철 구조를 반복하는 

「회절격자구조」, 지금까지 금형은 반도체 

기술의 Photo lithograph법이나 전자 묘화법

으로 제작되었는데, 이 성과는 나가노현 테

크노재단의 나가노 우에다 클러스터 창성 사

업의 유기반도체 레이저 연구개발로 만들어

졌다. 공진기 가공은 산교정밀기계가 실시, 

나가노현 정밀공업시험소 지원의 결과라 할 

수 있다.

2.5 나노 임프린트 시장
나노 임프린트 기술은 거의 HDD분야에 많

이 활용되고 있다. HDD 분야는 나노 임프

린트의 가장 빠른 상용화가 기대되는 분야

이다. HDD 업계는 빠른 기록밀도 증가에 대

응하기 위하여 연구 개발을 활발히 진행하

고 있으나 최근 들어 기록밀도 증가의 한계

에 봉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극복하

고 1 Tbit/in2의 기록밀도 벽을 넘기 위해서

는 패턴드미디어의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며, 

HDD용 미디어의 가격을 고려할 때 나노 임

프린트를 적용하는 것 이외에는 특별한 대안

이 없는 실정이다. 또한, 디스플레이 분야를 

중심으로 나노 임프린트 기술의 활용방안을 

찾고 있다. 국내 나노 임프린트 장비업체인 

NDD社는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와 공동으로 

나노 임프린트 상용화를 위해 테스트를 진행

하였고 테크노세미켐사의 자회사인 미뉴타텍

사는 나노 임프린트용 몰딩소재 등을 개발하

고 있다. 미국의 NII社와 스웨덴의 Obducat

社 등이 이 분야 장비를 적극적으로 개발하

고 있으며 NII社의 경우 Seagate, Wstern 

Digital, Toshiba, HGST社 등 주요 HDD 업

계에 연구용 장비를 공급하였다. 또한, 금년 

말부터 내년 초에 걸쳐서 양산용 장비를 선

적할 계획이다. LED분야에서도 나노 임프

린트 기술이 쓰이기 시작하였다. 스웨덴의 

Obducat社는 포토닉크리스탈을 이용한 LED 

제조를 추진 중인 대만의 럭스탈텍에 1,260

만 달러 규모의 나노 임프린트장비 공급계약

을 체결하였다고 발표하였다. 포토닉크리스

탈 LED는 200~300 mm 크기의 구멍이 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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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배열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발광효

율이 높으며 나노 임프린트를 적용하기에 적

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일본의 NTT-AT

社는 나노 임프린트 기술을 이용하여 연료전

지의 핵심 소재로 전해질 막과 전극을 이어

주는 멤브레인을 개발하고 있다. 규칙적인 

패턴을 형성하는데 적합한 나노 임프린트 기

술을 응용하여 나노크기의 연료전지를 구현

하려는 시도로써, 나노 기술을 적응하면 반

응면적이 커져서 표면반응을 활성화할 수 있

어서 연료전지의 성능 향상에 기여할 수 있

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나노 임프린트 기술

을 이용하여 세포배양용 플레이트를 일본의 

벤처업체인 SCIVAX社 등이 개발하였다.

이와 같은 나노분야에 NIL공정 도입은 반

도체, 전기전자, 정보통신기기, 광산업, 바이

오산업, 환경/에너지 및 기간산업 등 광범위

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현

재 한국의 나노관련 지원규모는 유럽연합과 

비슷한 수준이나 미국이나 일본에 비하면 10 

분의 1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기술수주, 

연구기반, 연구인력면에서 모두 선진국에 비

해 뒤떨어져 있다.

다음 표는 나노기술 응용분야의 시장성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나노분야에 NIL공정 도

입은 반도체, 전기전자, 정보통신기기, 광

산업, 바이오산업, 환경/에너지 및 기간산

업 등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

상이 된다. 현재 한국의 나노관련 지원규모

는 유럽연합과 비슷한 수준이나 미국이나 일

본에 비하면 10분의 1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

며, 기술수주, 연구기반, 연구인력면에서 모

두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져 있다.

다음 표 2는 주요 국가 나노기술 연구 현황

을 나타낸다. 초미세 공정 및 장비 기술은 21

세기에 요구되는 유기적, 종합적 복합기능의 

미래 첨단기술이며, 전통기계 산업 및 6T 산

업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혁신 기술이라 할 수 있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들은 나노기술

을 기반으로 다양한 나노산업에 진출하고 있

으며, 2010년 IT전자 및 재료분야에서 273조 

원, 나노장비 관련하여 46조 원의 시장을 예

측하는 등, 나노기술이 반도체 전자소재, 가

전 등 세계 산업 판도를 향후 10년 내에 완전

히 뒤바꿔 놓을 만한 폭발력이 있다고 예상

하고 치열한 기술 경쟁을 하고 있는 실정이

다. 미국 과학재단 (NSF)은 "나노 임프린트 

기술은 10년 안에 3000억~3500억 달러 규

모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

으로 나노 임프린트 기술의 미래는 매우 밝

그림 10. 나노기술 응용분야 시장성.

표 1. 나노 기술 응용 분야의 시장성.

구분 적용분야
시장규모 

(단위 10억 달러)

2000 2010 2020

반도체, 
전기전자

반도체, 디스플레이, 정보
저장장치, 전자기기, 반도

체제조장비
413 1,537 2,281

정보
통신기기

통신기기, 시스템, 
소프트웨어, 정보서비스

1,172 3,442 5,457

광산업
광통신기기, 광응용기기, 

광정밀기기, 광소재
89 278 499

바이오산업
신의약, 신식품, 

농업/해양, 화학, 신소재
302 766 1,009

환경/에너지
오염방지, 신에너지, 

신소재
138 722 1,275

기간산업 자동차, 로봇, 자동화 기기 285 902 1,402

표 2. 주요국가 나노기술 연구 현황.

구분 미국 일본 유럽연합 한국

정부예산
(2000년)

2억 7,000
만 달러

3억 2,800
만 달러

2,900만 
달러

2,600만 
달러

기술수준 상 상 중상 하

연구기반 상 상 중상 하

연구인력 상 상 중상 하

비교우위 
분야

기초부터 
응용까지 
모든 분야

전자, 소재
에너지, 
환경, 

생명공학

전자 
(반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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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으로 추측된다. 앞으로 반도체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이며 그 반도체를 보다 저렴

한 비용으로 다량 생산하기 위한 업계의 노력

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나노 임프

린트 기술의 배경 기술인 나노기술 자체 역시 

엄청난 시장 확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04년에는 나노 전자 컴퓨터 메모리, 논리 

제품들이 시장을 장악할 것이라고 Business 

Communication Company社의 연구진은 전

망했었다. 이들은 2008년까지 나노 전자 메

모리 제품이 300억 달러 가량 판매될 것이

며, 2013까지는 2000억 달러의 매출이 발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2013년에는 나

노 전자 논리 제품 매출이 200억 달러에 이

를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다. 한편 이 연구

진은 탄소 나노튜브와 반도체 나노 와이어, 

실리콘 나노 결정, 나노미터 크기의 자기 필

름과 같은 다양한 나노 소재를 차세대 메모리

칩과 논리 칩의 소재로 선정하고 있다. 물론 

이들의 예측이 완전히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

나 이들은 주장의 큰 맥락인 나노 산업 시장 

규모가 앞으로 무서운 속도로 팽창할 것이란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2.6 마이크로 패키징 공정
광소자의 패키징 공정은 탑재되는 광소자

나 요구되는 사양에 따라 다양하다. 일반적

으로 광소자인 레이저 다이오드나 수광 다

이오드는 TO패키지, Mini-DIL, Mini-Flat, 

Buttefly 패키지 등에 탑제되어 광송수신 모

듈에 부품으로 사용되는데 통상적으로 OSA

라고 불린다. DFB (Distributed feedback)

레이저 다이오드를 Butterfly 세라믹 패키

지에 탑재하는 패키징 공정 절차를 살펴보

면, 먼저 핵심 부품인 LD, M-PD, 렌즈를 

SiOB (Silicon Optical Bench)위의 정해진 

위치에 실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때 SiOB

는 Photolithography방법으로 정밀하게 전기

적 패턴과 광섬유나 lens가 장착 될 수 있도

록 V-Groove 등이 형성되어 있어서 정밀한 

실장이 가능하고 패키징 공정을 단순하게 하

여 원가 절감이 가능하도록 레이저 패키지에

서 가장 많이 쓰이는 Platform 기술을 활용한

다. SiOB 블록을 주로 Al2O3혹은 AIN 세라믹 

Submount에 실장하고 Isolator, Thermister, 

RF 배선 블록 등이 실장 된다. 마지막으로 

주요 부품이 실장된 Submount를 패키지 내

에 실장하게 되는데, 패키지 구조나 공정에 

따라서 먼저 Submount를 먼저 패키지 내에 

부착한 후에 SiOB, Ioslator 등 다른 부품을 

나중에 부착하는 방법도 있다. 광 패키지가 

전자 소자와 다른 점을 여기서 언급하고 하는

데 바로 TEC (Thermo-Electronic Cooler)인

데 레이저는 사용 환경에서 온도가 올라가면 

레이저의 광출력이 떨어지게 된다. 특히, 광

출력이 온도에 따라 심하게 변하는 레이저인 

EML (Electro-Modulator integrated Laser)

이나 DFB 레이저 경우에는 TEC를 패키지 바

닥과 Submount 블록사이에 삽입되는 구조를 

갖는다. 즉, 레이저 온도를 통상 25℃에서 유

지되도록 TEC가 레어지 부분의 온도가 25℃

보다 높으면 열을 밖으로 빠져 나가게 작동

하고 반대로 25℃보다 낮으면 열을 발생하여 

온도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물론 레

이저 출력의 온도 의존성이 낮거나 소모 전력

을 줄이기 위해 TEC를 사용하지 않는 레이저 

패키지도 있다. Submount 블록을 패키지 내

에 장착할 때에는 레이저에서 방출한 광출력

이 패키지의 렌즈하우징과 광섬유에 잘 정렬

되도록 레이저를 구동한 상태에서 0.2 μm 이

하로 매우 정밀하게 제어가 가능한 장비로써 

능동정렬 (Active Alignment)한다. 물론 능

동정렬 방법이 공정시간이 길어 원가 상승 원

인이 된다. 마지막으로 렌즈하우징을 능동 정

렬한 상태에서 레이저 Welding으로 패키지와 

결합시킨 후에 최종적으로 Hermetic sealing

을 위해 금속 뚜껑으로 접합하게 되는데, 패

키징을 위한 핵심 기술로는 Platform기술과 

광 결합기술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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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latform 기술
광전자 패키지는 광전자 Chip만 내장되

는 것이 아니라 렌즈, m-PD, Isolator, 배

선용 세라믹 기판 등 여러 가지 부품이 내장

되므로 이들을 하나의 Platform 위에 실장

하여 패키징 공정을 단수화하려는 노력을 해

왔는데 이것을 Platform 기술이라 한다. 전

형적인 SiOB는 Platform 위에 LD 뿐만 아

니라 m-PD, 렌즈가 실장되고 또한 동시에 

RF Input, DC Electrodes 등이 패터닝 되

어 있도록 제작 한다. LIGA (An acronym 

from German worls for Lithgraphy, 

Electroplating, and molding) 공정으로 제

작된 미세 광 부품과 광소자 Chip 등을 Si 

기판위에 실장하여 만든 SiOB 구조로써, 이

들 공정으로 제작된 SiOB는 모든 광부품이 

Platform위에 실장되고 광축 정렬도 매우 정

교하게 할 수 있어서 대량 생산 시에 원가 경

쟁력이 있는 패키징 기술로 평가 받고 있다. 

또한, 최근에 한 가닥의 광섬유를 통해 양방

향 전송이 가능한 양방향 송수신 모듈에 사

용되는 Bidirectional PLC Platform을 2004

년 DalmlerChrysler와 2005년 Toyota에서 

발표가 논문 발표가 있었으며, 현재 개발 중

에 있으며, 국내에서 에프엔엔(주)에서 임프

린튼 Chip을 이용하여 자동차 광네트워크

에 적용을 목표로 양방향성 광트랜시버의 개

발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에프엔엔(주)에서 

제안한 방법은 기존의 DalmlerChrysler에

서 별도의 Mirror와 Lenz와 같은 광학 소자

를 사용하는 것과, Toyota에서 제안한 WDM 

filter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제조 원가

를 혁신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

안하였다. 

(2) 광기술 결합
하나의 광 장치에서 다른 쪽으로 결합시

킬 때 항상 광 출력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데 광 결합 기술을 이용하여 가능한 광출력 

손실을 적게 하거나 일정한 광 결합 효율을 

얻는 기술이 중요하다. 광 결합 손실은 광원

과 광섬유 간을 결합하는 경우와 광섬유 상

호 간을 결합하는 경우의 손실로 구분할 수 

있다. LD와 광섬유 간에 렌즈를 사용하여 광 

결합 설계를 하는 경우에서 LD와 렌즈 사이

거리 혹은 렌즈와 렌즈 사이거리, 렌즈와 광

섬유 사이거리 등의 변수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실제로 광학계를 설계하는데 있어서 

먼저 고려할 사항은 광 결합 효율, 비용과 패

키지 크기로써, 광 결합 효율은 레이저의 광

출력과 광모듈의 출력 사양을 고려하여 패키

지 설계 시에 결정된다. 최적의 광 결합효율

에서 단일모드 광섬유가 X-Y 축으로 어긋

나는 정도에 따른 결합손실을 나타낸 것으로 

약 3 μm 정도 어긋나면 광손실이 1 dB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LD 위치

의 어긋남에 따른 광효율 저하를 나타낸 것

인데 0.1 μm만 틀어져도 광출력이 1 dB 이상 

저하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광출력에 대한 공정 

허용범위를 크게 하기 위해서 먼저 LD를 장착

한 후에 렌즈와 광섬유를 차례로 정렬하는 순

그림 11. DalmlerChrysler.

그림 12. Toyo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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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제작되는데, 섬유 상호 간의 결합손실은 

광섬유 코어의 축 어긋남, 각 어긋남, 끝단 벌

어짐, 거친 끝 단면, 규격이 다른 광섬유 연결 

등으로 손실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3. 결 론

2010년 이후부터 나노 임프린트 기술의 양

산적용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반

도체 분야의 경우 도시바와 삼성전자 등에

서 플래시메모리를 위한 나노 임프린트 기술

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도시바의 경

우 2006 년부터 나노 임프린트 기술을 개발

해 왔으며 2008년 SPIE에서 그 성과를 공개

하였다. 도시바는 최소 18 nm (Half pitch)

를 갖는 패턴 구현에 성공하였으나 결함 

(Defect) 없는 의미 있는 데이터를 보여줄 수 

있는 수준에서는 24 nm (Half pitch)까지 구

현하였다. 삼성전자는 2008년 SPIE에서 미

국의 MII社의 장비를 활용하여 32 nm (Half 

pitch)를 갖는 패턴을 구현한 내용을 발표하

였다.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 미소선폭의 구

현 이외에 공정수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는 

류얼다마신 공경에 대한 나노 임프린트 적

용기술도 또한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다. 반

도체 분야의 경우 기존의 반도체 공경과 호

환성 확보가 중요하며 결함 문제 해결과 양

산장비의 조기개발 문제가 핵심 이슈로 대두

되고 있다. 대략적인 상용화 시기는 22 nm 

(Half pitch)의 공정이 적용되는 시기인 2015

년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HDD 분야는 나노 

임프린트의 가장 빠른 상용화가 기대되는 분

야이다. HDD 업계는 빠른 기록밀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연구 개발을 활발히 진행하

고 있으나 최근 들어 기록밀도 증가의 한계

에 봉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극복하고 1 

Tbit/in2의 기록밀도 벽을 넘기 위해서는 패

턴드미디어의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며, HDD

용 미디어의 가격을 고려할 때 나노 임프린

트를 적용하는 것 이외에는 특별한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 현재의 미국의 MII社의 경우 

Seagate. Western Digital, Toshiba, HGST

社 등 주요 HDD업계에 연구용 장비를 공급

하였다. 또한 금년 말부터 내년 초에 걸쳐서 

양산용 장비를 선적할 계획이다.

LED분야에서도 나노 임프린트 기술이 쓰

이기 시작하였다. 스웨덴의 Obducat社는 포

토닉크리스탈을 이용한 LED 제조를 추진 중

인 대만의 럭스탈텍에 1,260만 달러 규모

의 나노 임프린트 장비 공급계약을 체결하

였다고 발표하였다. 포토닉크리스탈 LED는 

200~300 nm 크기의 구멍이 연속적으로 배

열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발광효율이 높으

며 나노 임프린트를 적용하기에 적합한 구

조를 가지고 있다. 일본의 NTT-AT社는 나

노 임프린트 기술을 이용하여 연료전지의 핵

심 소재로 전해질막과 전극을 이어주는 멤브

레인을 개발하고 있다. 규칙적인 패턴을 형

성하는데 적합한 나노 임프린트 기술은 22 

nm 이하의 패터닝 기술에 대한 가시적인 대

안이 없는 반도체 공정분야를 비롯하여 디스

플레이 분야, LED 등 차세대 조명 기술 분

야, Solar cell과 연료전지 같은 신에너지 분

야, MEMS 분야, Bio 분야 등 패터닝이 필요

한 산업계 전반에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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