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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나노 임프린트 리소그래피에서 사용되는 

마스터는 고압을 주로 사용하는 공정상의 특성 
때문에 마스터로 사용하게 될 물질은 높은 
경도와 UV 투과성 및 접착방지막 처리가 
가능한 특징을 요구 받게 된다. 이러한 
재료로서 실리콘이나 퀄츠, 유리기판 같은 
물질이 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물질들은 식각 공정을 거쳐야 하며 사용 
수명을 고려한다면 마스터 제작에 소비되는 
시간과 비용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Spin-On-Glass (SOG)는 
기판에 스핀 코팅을 통하여 고루 도포하고 
열처리를 함으로써 경화되는 물질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CMOS 등의  반도체 제품 
등을 생산 할 때, 층간의 전기적 절연을 
만들어 주는 매우 안정적인 범용의 물질이다. 
이러한 SOG 는 열 경화가 끝나면 투명함과 
동시에 매우 높은 강도를 갖게 되며, 그 
특성이 유리기판과 매우 유사하여 화학적 
결합을 통한 점착방지막 처리가 가능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NIL 용 마스터로서 
가져야 하는 모든 조건을 갖춘 SOG 를 
패터닝하고, 여기에 점착방지막을 코팅하여 
쉽고 빠르게 제작이 가능한 마스터를 만들고자 
하였다. 또한, SOG 를 이용하여 anti-reflective 
pattern 을 제작하여 그 반사도와 투과도를 
측정하여 SOG 를 이용한 기능성 패턴에 대한 
가능성도 실험해 보았다.  

 
2. Experiments 

 
실험에 사용한 SOG 는 리퀴드 타입의 

폴리머로서 스핀 코터를 통해 기판에 코팅된다. 

하지만, SOG 폴리머 내부에 있는 솔벤트가 
쉽게 날아가기 때문에 PDMS 를 통한 패터닝이 
이루어졌다. 

SOG 를 Si 기판에 스핀 코팅을 하고, 미리 
제작된 PDMS 마스터를 덮어 상온·상압에서 
약 1 분을 대기하였다.  이것을 NIL 장비에 
넣고 100˚C 에서 약 10 분 동안 1kgf 의 
압력을 가하여 NIL 공정을 실시 하였다. 
상온에서 PDMS 마스터를 제거한 후 얻어진 
FESEM 측정 결과는 그림 1 과 같다. 

이렇게 제작된 실리콘 기판 위의 SOG 
패턴에 O2 플라즈마 처리를 약 5 분 동안하고, 
점착방지막 처리를 실행하여 SOG 를 이용한 
마스터 복제 공정을 완성하였다. 완성된 SOG 
복제 마스터는 현재 thermal NIL 공정을 통한 
유연 필름과 PUA 등을 이용한 UV resist 
patterning 등의 공정에 사용하고 있다. 

 
3. Measurements  

기능성을 가지는 SOG 패턴을 완성하기 
위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SOG 를 이용한 anti-
reflective 패턴을 유리기판 위에 제작하였다. 
Moth-eye 로 대변되는 형태의 패턴과 nm dot 
으로 이루어진 패턴 두 가지를 위의 실험 
방법을 통해 패터닝하여, 그 특성을 측정해 
보았다. 결과는 그림 2 와 같으며, SOG 를 통해 
제작한 AR 패턴이 있는 경우 패턴이 없는 
유리기판에 비하여 반사도가 상당히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었다. 

 
4. 결론 

 
본 논문에서 사용한 SOG resist 는 열경화성 

폴리머로서, 투명하고 매우 높은 경도를 

Spin-On-Glass resist 를 이용한 NIL 용 Master Replication 
Master Replication for the NIL process using Spin-On-Glass res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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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닌다. Thermal NIL 공정을 통하여 유리기판에 
제작된 AR 패턴은 측정결과 우수한 
반사방지막으로서의 기능과 함께 투과도를 
함께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의 실험을 이용하면 NIL 
공정의 장점과 함께 대면적이 가능해지며, NIL 
공정을 위한 마스터 제작에도 적은 비용과 
소요 시간으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a)  

 
(b)  

Fig. 1 FE-SEM images are shown the Anti-Reflective 
pattern fabricated from SOG resist. 

 
 
 
 
 

 
(a)  

 
(b)  

Fig. 2 Measured Reflection (a) and Transmission 
(b) by KONICA MINOLTA’s tool. The vertical unit 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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