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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ntrolling of thermal environment and flow in nanoimprint process chamber is important to ensure 
high precision levels of product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build optimal nanoimprint process 
environment. Because of this, Optimum PI control parameter for precise temperature control has been 
examined. Also porous medium of ventilation system is simulated for uniform flow in the equipment 
chamber. The porous medium consists of mesh structure, and is installed to place which flow the 
influx of the air flows. PID control parameter is based on the data obtained by experiment. And then 
heating and cooling method which simultaneously operated was used for decreasing an error. In 
conclude temperature in the equipment chamber was able to control precisely in the range of ±0.1
by the PID control parameter and Deadb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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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설명

∆P : 다공성 매질에 의한 압력손실(Pa)
L  : 다공성 매질의 길이(m)
  : 점성계수(kg/m・s)
DP : 입자의 직경(m)
ε : 공율 계수

α : 투과율 계수

C2 :  비 관성 계수

1. 서 론

UV-NIL 공정 레진 경화과정 중 열이 발생하게 

되는 데, 나노 임프린트 장비는 나노급 크기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미세한 온도의 영향에도 장

비의 정밀도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오차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온도의 정밀 제어가 

요구되었다.
냉매와 압축기, 펌프 등이 요구되는 종래의 냉

각장치들은 크기가 클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소

음과 진동이 발생하여 정밀공정에 부적합하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 전류의 

극성에 따라 냉각과 발열이 되는 열전소자가 사

용되고 있다. 또한 열전소자는 공급 전력에 따라 

출력이 비례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온도를 제어가 

용이하다.
Peltier(1)가 두 개의 서로 다른 금속으로 이루어

진 회로에 전류를 흘렸을 때 흡열과 발열이 동시



에 일어남을 발표했다. 그리고 Huang etal(2)는 열

전소자의 고온 측에서 충분한 방열이 이루어질 

경우 열전소자는 최대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연구를 발표했다. 열전소자의 성능과 특성, 항온

장비에 관한 논문은 다수 발표되었으나 온도의 

오차를 최소화한 정밀제어에 관한 논문은 본격적

으로 이루어 지지 않았다

본 연구의 실험장비는 기본적으로 공기 순환방

식을 사용하며, 이는 비접촉 온도제어가 가능하

다는 장점이 있으나, 공기의 순환에 따른 기류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기류의 영향은 유입구와 토출구의 위치, 모양, 

크기, 기류 속도, 제어대상의 위치에 따라서 결정

되며, 이를 고려한 유동제어가 이루어져야 한다.  
 열전소자의 전력은 반복적인 실험결과에 따른 

PID 제어를 통해 제어되며, 챔버안 공기의 유동 

안정화는 다공성 매질을 사용하여 나노 임프린트 

장비에 적합한 환경을 제어하게 된다. 또한 실험

과 시뮬레이션을 비교함으로써 시뮬레이션을 검

증하였다. 
본 연구는 나노 임프린트 공정장비의 공정 정

밀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최적의 환경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본 연구의 결과는 항온장비 

구축에 기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실험장비 및 방법

 
2.1 실험장비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실험 장치는 제어부, 열교

환부, 계측부로 나뉜다. 제어부는 PID controller를 

기본으로 하며, 제어기에서 나오는 신호를 받아 

출력전압을 제어하는 SCR(Silicon.Control.Rectifier)
과 SSR(Solid State Relay)로 구성되어 있다. 열교

환부는 핀을 기본으로 양쪽에 열전소자를 두어 

가열과 냉각제어가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마
지막으로 계측부는 PI 제어의 피드백으로 사용되

는 T-type 열전대로 구성된다. 또한, 전력제어가 

가능한 SCR를 이용하여 열전소자의 출력을 위하

여, 교류전원을 비례적으로 직류로 바꿔주는 기

계식 트랜스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열전소자는 써머트론사의 

TS14-127-16제품을 사용하였다. 세부사항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열전소자와 워터블럭 및 휜 사

이에는 열전달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써멀 컴파

운드를 도포 하였고, 외부로의 열손실을 방지하

기 위해서 휜 바깥 면에 단열재를 부착하였다.

2.2 실험방법

PID 제어에서 파라미터는 환경과 장비에 따라 

그 값이 달라지므로,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대개는 반복적인 실험을 통해 경험적으로 얻어지

는 값을 사용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스텝 응답법을 사용하

여 대략적인 PID파라미터를 구하였다. 
P, PI 또는 PID 제어 모두 사용 가능 하지만 P

제어는 정상상태 오차가 생기고, PID제어는 제어

성능 개선에 비해 D의 설정이 복잡하며, 온도센

서의 노이즈가 증폭된다. 따라서 진동 없이 제어

가 가능한 PI제어를 사용하도록 한다. 스텝 응답

법은 임의의 값을 적용한 뒤, 얻어진 결과를 바

탕으로 본 실험 장치에 적용 가능한 파라미터의 

값을 결정하게 된다.
 

Thermoelectric module

Dimension (mm) 40×40×4

Maximum Current (A) 7

Maximum Voltage (V)   16.7

Maximum Capacity (W) 57

Maximum ∆T (℃) 72

Table 1 Specification of thermoelectric module
 (Thermotron Co., TS14-127-16)

  

 
또한, 열전소자는 전력 공급을 중단할 경우 온

도가 역전된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일정한 전력 

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전력의 공급이 

지속될 경우 작동유체를 일정한 온도로 유지하기 

힘들게 되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휜 

반대편에 가열이 가능한 열전소자를 부착한다. 
이는 온도를 상쇄시키는 역할을 함으로서 온도역

전현상을 차단하여 온도를 고정시킬 수 있다. 이
때 목표 근처 값에서 동시에 가열과 냉각이 되도

록 불감대를 설정하게 된다. 불감대는 0 ~ 3 % 
까지 늘려가면서 최적 비율을 찾게 된다. 



Fig. 1 Schematic diagram of visualization

마지막으로 챔버내 기류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

해 가시화 장비를 구축하고, CFD 해석과 가시화 

실험결과를 비교함으로 써 CFD 해석모델을 검증

한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구축된 CFD 모델은 

본 연구에서 추구하는 최적 입・출구 위치와 다

공성 매질에 의한 영향력을 파악하는 데 사용된

다. 가시화 장비는 Fig. 1에 개략도를 나타내었다. 
기본 구성은 CO2 레이저를 사용하며, 실제의 1/8
크기의 아크릴 챔버를 구축하고, 열화상카메라로 

파악된 실제 장비의 열원을 가상으로 꾸며 실험

하였다. 

3. CFD 해석

 
실제 실험에서는 형상이나 조건을 바꾸기 위해

서 장비들을 교체하거나 심지어 새로 만들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를 간단히 해결하기 위해

유체유동을 해석할 수 있는 상용코드인 FLUENT 
6.2를 이용하였으며, k-epsilon 난류 모델을 사용

하여 챔버 내 공기의 유동을 파악하였다. 유입되

는 공기의 물성치는 상온조건을 따르며, 챔버의 

유입구, 토출구, 다공성매질의 조건에 따른 기류

의 영향을 해석하고자 하였다. CFD해석 모델의 

계산셀 구조는 Fig. 2에 나타내었으며, 실제 구축

한 장비의 1/8크기이다.
본 실험 장치는 원형 덕트 관을 통해 공기가 

순환되는 공랭식이며, 공기의 유동 형태와 온도

의 분포를 파악하여 나노 임프린트 공정에 최적

의 상태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유동의 

균일한 분산을 위해 다공성 매질을 추가하였으

며, 부직포 또는 필터로 구성하여 유동의 균일성

과 챔버내 공기 청정성을 고려하였다. 

Fig. 2 Geometry of Chamber model

다공성 매질에 의한 온도분포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함으로써 나노 임프린트 작업에 적합한 

유동형태를 선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FLUENT 6.2에서 다공성 매질의 적용은 다음에 

나타낸 식으로 적용 가능하다. 여기서 밀도와 속

도의 물성치는 매질을 통과하는 유체의 특성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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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4.1 PID 인자 설정

PID제어기는 시중에서 사용되는 한영전자의 

NX-4시리즈로 가열과 냉각을 동시에 제어할 수 

있는 모델을 채택하였다. Fig. 3에 나타난 그래프

는 임의 값을 적용하여 연산한 결과이며, 각각 

낭비시간(L), 시정수(T), 정상값(K)을 구하게 된

다. 이 값들은 Table 2에 나타낸  계수를 이용하

여 적절한 PI 파라미터를 결정하는데 사용된다. 
열전소자의 특성상 문제점을 불감대를 사용하

여 억제하고자 하였으며, 불감대의 설정은 0 ~ 3 
% 까지 변화시키면서 실험하였다. Fig. 4에 나타



Fig. 7 A range of  velocityFig. 5 Analysis using visibility equipment

낸 그래프는 PID 파라미터와 불감대의 변화에 대

한 온도제어의 결과이다. 
불감대 영역이 음수인 경우 목표값 근처에서 

열전소자의 전력이 차단되면서 목표값 근처에서 

열전소자의 온도가 상승하는 결과가 나오게 된

다. 이 때문에 오버슈트가 발생하게 된다. 불감대

의 영역을 양수로 할 경우 오차는 점점 줄어들지

만 도달시간은 반대로 증가된다. 이는 목표값 근

처에서 냉각과 가열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냉각효

과가 감소되기 때문이다. 

4.2 챔버내 유동해석

4.2.1 가시화 유동 해석]

CFD 유동해석의 검증을 위해 CFD 해석모델과 

유사한 실험 장비를 구축하여, 가시화 실험을 진

행하였다. 가시화 장비는 Fig. 5에 나타내었다. 유
동의 형태는 Fig. 6에 개략적으로 나타내었다. 유
동의 흐름은 입구 반대편 벽에 부딪쳐 상승하여 

  

Fig. 6 Air current in Chamber

일부는 출구로 빠져 나가고, 대부분은 밀도차

에 의해 아래로 다시 가라앉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예상된 일반적인 유동의 형태를 그대

로 보여주고 있다. 지속적으로 냉각기류를 챔버

안으로 보낸다면,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챔버

안의 공기는 일정하게 유지될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특정 지역에 균일한 온도의 공기를 

빠르게 공급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현재의 방법

을 개선할 필요가 요구된다. 하여 본 데이터를 

이용하여 CFD 해석의 검증을 한 뒤, 다공성매질

에 의한 효과를 분석하고, 최적의 방법을 선택하

여 임프린트 장비에 적용할 것이다.

4.2.2 CFD 유동해석

챔버의 한쪽 면에 상하 대각선으로 유입구와 

토출구를 만들었을 경우의 유동현상을 Fig. 7에서 



Fig. 8 Two inlet / one outlet 
effect.

Fig. 9 One inlet / one outlet 
effect

나타내고 있으며, 이때 유동은 전체적으로 퍼

지지 않고, 한쪽으로 쏠려서 빠져나감을 관찰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이 지속될 경우 온도분

포가 고르지 못해 효율이 낮으며, 기류의 영향이 

커지게 되어 정밀도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Fig. 8 ~ 9는 온도에 따른 공기의 밀도차이

와 다공성 매질에 따른 온도분포의 특성을 나타

내고 있다. 챔버 아래쪽에서 냉기류를 투입할 경

우 밀도차이에 의해서 균일한 온도분포를 유지하

면서 전체적으로 퍼져나감을 관찰할 수 있었으

며, 다공성 매질을 사용할 경우, 유동의 쏠림현상

이 다소 줄어들면서 균일하게 분포하는 특성을 

보여 주고 있다. 실제 작업 선반을 고려하였을 

경우 한쪽에서만 냉각기류를 넣어 주는 것 보다 

양쪽에서 넣어 주는 것이 온도분포가 안정적인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장비에 장착하기

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설계이므로, 향후 연구에

서 개선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5. 결론

 
PID 파라미터는 과도 응답법과 상용 PID 제어

기의 설정 범위 최소단위, 그리고 Kp 와 Ki 값이 

작을수록 응답속도가 빠르다는 점을 감안하였으

며, 실험 결과를 종합하여 냉각측 열전소자는 Kp 
: 0.2(%), Ki : 1(s), Kd : 0 (s), 가열측 열전소자는 

Kp : 0.5(%), Ki : 1(s), Kd : 0(s)로 설정하였다. 
최종 선정은 본 실험 장비에 적용할 수 있도록 

반복 실험을 통해 결정하였다. 또한 오차를 줄이

기 위해 보조적으로 불감대를 사용하였으며, 실
험 결과 불감대를 – 3 %로 설정했을 경우가 적

절하였다. 불감대를 1.5%로 설정한 경우 목표값

에 가장 빨리 도달하였으나 설정 값에 오차가 발

생하였다. 이는 발열부의 열전소자 동작시간이 

짧아 과냉각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챔버 내 유동은 유입공기의 입구와 출구에 따

라 영향을 받으며, 계속 지속될 경우 효율저하와 

공정 정밀도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공성 매질을 사용하였으며, 시뮬레이션 

결과 공기의 입구와 다공성 매질을 챔버 아래쪽

에 둘 경우 위쪽에 비해 탁월한 것으로 판단된

다.
LCD 임프린트 공정에서 보통 작업을 아래 쪽

에서 하기 때문에 일정한 온도의 공기층을 아래



쪽에 형성한다면 정밀도를 향상할 수 있는 있을 

뿐만 아니라 적은 용량을 가지고도 큰 냉각효과

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실제 

작업 챔버에는 여러 가지 기물들이 존재하기 때

문에 이들을 고려하여 다공성 매질 및 입구의 위

치, 개수, 방향등을 고려한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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