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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ince catalyst technology is one of the promising technologies to improve the working performance

of next generation energy and electronic devices, many efforts have been made to develop various catalysts

with high efficiency at a low cost. However, there are remaining challenges to be resolved in order to use the

suggested catalytic materials, such as platinum (Pt), gold (Au), and palladium (Pd), due to their poor cost-

effectiveness for device applications. In this study, to overcome these challenges, we suggest a useful method

to increase the surface area of a noble metal catalyst material, resulting in a reduction of the total amount

of catalyst usage. By employing block copolymer (BCP) self-assembly and nano-transfer printing (n-TP)

processes, we successfully fabricated sub-20 nm Pt line and cross-bar patterns. Furthermore, we obtained a

highly ordered Pt cross-bar pattern on a Ni thin film and a Pt-embedded Ni thin film, which can be used as

hetero hybrid alloy catalyst structure. For a detailed analysis of the hybrid catalytic material, we used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TEM) and energy-dispersive X-ray

spectroscopy (EDS), which revealed a well-defined nanoporous Pt nanostructure on the Ni thin film. Based

on these results, we expect that the successful hybridization of various catalytic nanostructures can be

extended to other material systems and devices in the nea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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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촉매기술은 다양한 소자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핵심

기술로서, 배터리 [1-3]를 포함한 다양한 에너지 소자 [4-6]

와 가스센서 [7,8]를 포함한 각종 전기ㆍ전자소자 뿐만 아

니라 의학 [9], 바이오 분야 [10]에서도 많은 연구가 이루

어지고 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에너지 기술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에너지 저장 소자 [11], 자동차

배터리 [12], 연료전지 [13,14]등의 분야에서 촉매기술을 이

용하여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소자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자 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촉매 물질들 중, 백금 (Pt), 금 (Au), 팔라듐

(Pd) 등의 귀금속 물질은 소자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사용

되는 가장 우수한 소재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들은 값이

비싸서 모든 양산화 제품에 적용시키기 어렵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따라서, 최근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귀금속의

사용을 줄이고 효율은 극대화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이

루어지고 있다 [15]. 특히, 촉매 역할을 하는 소재를 다공

성 구조로 제작하여 표면적을 극대화하거나 비교적 저렴한

비귀금속 소재와 혼합하여 합금으로 만드는 연구들이 대표

적이다 [16,17]. 하지만, 고정렬성을 갖는 다공성 나노소재

의 제조에 있어서, 그 크기를 5 – 50 nm 크기로 제어하는

것은 매우 힘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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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촉매 소재의 비표면적은 증가시키고 전

체 사용량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Ni 박

막 위에 약 16 nm 크기의 선폭을 갖는 3차원 (3D,

three-dimensional) 다공성 Pt 나노구조물을 형성하고 해당

구조물에 대한 전자현미경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정렬

성이 매우 높은 초미세 나노구조물 형성을 위해, 블록공중

합체 자기조립 공정으로 초미세 SiOx 라인 패턴의 템플릿

을 제작하였다. 해당 템플릿을 사용하여, 패턴전사 프린팅

공정으로 약 16 nm 선폭을 갖는 Pt 크로스-바 패턴을 형

성하였고, 이 구조물 형성을 Ni 박막 상에 성공적으로 구

현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구조물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위

해 주사전자현미경 (SEM), 투과전자현미경 (TEM), 그리고

에너지분산형 분광분석법 (EDS)을 이용하였고, 해당 나노

패턴의 구조와 성분을 분석하였다. 

2. 실험 방법

2.1. 초미세 나노 패턴의 구현을 위한 BCP 템플릿

제작

그림 1. (a)는 초미세 나노 패턴을 형성하기 위해 사용

될 20 나노급 템플릿의 제작 과정을 나타낸 순서도이다. 우

선, 트렌치 (Trench) 영역의 폭이 1 um인 Si 템플릿 위에,

톨루엔 (Toluene)에 용해된 Poly(styrene-b-dimethylsiloxane)

(PS-b-PDMS) 블록공중합고분자 (SD45, 분자량, MW =

45 kg/mol, PDMS부피분율, fPDMS = 33%) 1.0 wt% 용액을

스핀코팅 하였다. 그리고 스핀코팅된 SD45 BCP 박막을

어닐링하기 위하여, 챔버의 상단부에 고정하였다. 챔버의

용량은 25 ml이며, 챔버 내에 톨루엔 용액 20 ml를 채우고

18시간 동안 용매어닐링 (Solvent vapor annealing)을 진

행하여 용매가 충분히 SD45 BCP 박막 내에 주입되도록

하였다. 어닐링 공정 후, Reactive Ion Etching (RIE) 장

비를 이용하여 플라즈마 처리를 하였는데, 미세상분리된

BCP 박막의 상단부에 형성되어 있는 PDMS 층을 제거하

고, PS matrix를 제거하기 위하여 각각 CF4 (50W, 23s)

와 O2 (60W, 35s) 플라즈마 에칭 공정을 진행하였다. 에

칭 공정 중, O2 플라즈마를 통해 PDMS 내 Si 성분이

산화되면서 최종적으로 16 nm 선폭 및 선 간격을 갖는 고

정렬성의 SiOx 라인 패턴을 제작할 수 있었다.

2.2. 20 nm급 선폭을 갖는 Pt 크로스-바 패턴의 제작

그림 1 (b)는 고정렬성을 갖는 기능성 소재를 형성하는

패턴전사프린팅 공정 순서도이다. 우선, 그림 1 (a)의 공정

으로 만들어진 선폭 및 선 간격이 16 nm인 템플릿에 120

kg/mol의 분자량을 갖는 poly(methyl methacrylate)

(PMMA)를 5000 rpm의 회전속도로 17초 동안 스핀코팅

하였다. 스핀코팅은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 PMMA를 아세

톤 (Acetone), 톨루엔 (Toluene)을 1:1로 혼합한 용액에

3.5 wt%로 녹인 용액으로 진행하였다. 코팅된 PMMA 박

Fig. 1. Procedure of the formation of Pt-embedded Ni structure. (a) Process of sub-20 nm self-assembled SiOx guiding template based on
BCP self-assembly. (b) Nanotransfer printing process (replication of PMMA pattern and transfer-printing). (c) Formation of Pt-Ni hybrid
nanopattern by two-step nanotransfer printing process and de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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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을 접착력이 존재하는 폴리이미드 (Polyimide, PI) 테이

프로 접착 및 탈착함으로써 템플릿과 역상을 나타내는

PDMS 복제패턴을 만들었고, 복제패턴 위 스퍼터링 공정

을 통하여 Pt 소재를 증착하였다. 스퍼터링 증착 공정 시

에는, 메인 챔버 내 기저 압력을 3×10-6 torr 이하로 유지

하였고, 증착이 이루어지는 순간에는 초고순도 Ar 가스를

주입하여 5×10-3 Torr의 작업 진공 환경을 만들어 준 다음

DC power 250W를 인가하였다. 복제패턴의 돌출된 상단

부에만 선택적으로 Pt 소재를 형성하기 위해 Pt 타겟과 복

제패턴을 약 50-60o의 각도로 바라보게 하였다. 그 이유는,

라인 패턴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전사될 (증착된) 영역과 전

사될 영역의 사이 (증착이 되지 않은) 공간이 존재해야 패

턴의 이동 전사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폴리머 복제패턴 위

형성된 Pt를 전사하기 위해, 아세톤과 톨루엔이 1:1로 혼

합된 용액에 노출하는 용매 어닐링 공정을 진행하였고, 용

액이 주입되어 부풀어진 복제패턴 (Pt/PMMA)을 SiO2/Si

대상기판 위 부착하여 손을 이용하여 압력을 가해주었다.

마지막으로, 접착성 PI 테이프를 제거하고 PMMA 복제

폴리머 패턴을 톨루엔으로 씻어내어 선폭이 약 16 nm인

Pt 라인 패턴을 형성하였다. 다공성의 Pt 크로스-바 패턴의

경우, 해당 공정을 두 번 반복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다.

2.3. Ni-Pt 이종금속 하이브리드 나노구조체의 형성

및 구조분석

그림 1 (c)는 Ni-Pt 이종 합금 하이브리드 나노구조물의

제작 과정이다. 먼저, 준비한 SiO2/Si 기판 상에 Ni을 물

리적 증착 방법을 이용하여 형성하고, 물리증착된 Ni 박막

위에 패턴전사 프린팅 공정을 이용하여 Pt 16 nm 라인

패턴을 형성할 수 있다. 이를 3차원 계층적 다공성 구조물

로 만들기 위하여, 두 차례의 패턴전사 프린팅 공정을 진

행하고, 두 번 째의 프린팅은 일차적으로 프린팅된 나노

라인구조물에 대하여 90o 각도를 갖도록 실시한다. Ni 박

막 위에 Pt 크로스-바 나노구조물이 제대로 형성되었는지

여부와 구조 그리고 성분에 대한 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TEM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 때, TEM 분석을 위하

여, Ni을 한 번 더 증착하면 최종적으로 Pt 크로스-바 패

턴이 내재된 Ni 박막 구조를 얻을 수 있으며, 해당 Ni-Pt-

Ni 이종소재로 이루어진 하이브리드 나노구조물의 형상은

SEM, TEM, 그리고 EDS 분석을 통하여 확인하고자 한다.

3.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촉매 소재의 새로운 구조를 제시하기 위

해 Ni 박막 위 Pt 크로스-바 패턴을 형성하고, 그 구조체

가 잘 형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블록공중합체 자기조립 현상을 통해 초미세 나노 구조 템

플릿을 만들었고, 해당 템플릿을 사용하여 패턴전사 프린

팅 공정을 통해 Ni 박막 상에 3D 다공성 구조인 Pt 16

nm 크로스-바 패턴을 형성하였다. 그리고 그 구조물에 대

한 구조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블록공중합체 자기조립 공정으로 초기 템플릿을 제

작하였다. 그림 2 (a)는 PS-b-PDMS 블록공중합체의, 용매

어닐링 공정 진행한 후의 SEM 이미지이며, 16 nm 선폭

및 선 간격을 갖는 정렬성이 우수한 SiOx 라인 구조가 형

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해당 구조물을 템플릿으로 활용하

여 패턴전사 프린팅 공정을 진행하였고, 프린팅된 16 nm

Pt 라인 패턴의 표면 (그림 2 (b))과 기울인 단면 (그림 2

(c))의 현미경 분석 결과, 높은 정렬도를 나타내는 패턴이

전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잘 정렬된 SiOx 라인

사이 공간의 폭에서 비롯된 초미세 패턴이 그림 2. (b)로

구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보다 높은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그림 2 (a)의 공간 폭과 그림 2 (b)의 선폭을 각

각 30부분에 대하여 크기를 측정해보았다 (그림 2 (d)).

그 결과, 정렬된 템플릿의 패턴 사이 간격의 평균과 표준

편차는 16.33 nm, 1.21 nm로 측정되었고, 전사된 Pt 라인

패턴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는 16.97 nm, 1.35 nm로 오차

범위 4% 미만의 매우 정교하고 정렬도가 높은 패턴이 형

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성공적으로 형성된 Pt 라인 패턴을 기반으로 하여, 90o

Fig. 2. Pattern formation of highly-ordered Pt line nanostructure by
nanotransfer printing. (a) Self-assembled SiOx line structure
obtained by cylinder-forming PS-b-PDMS BCP. (b) Transfer-
printed Pt line pattern with a width of ~ 16 nm using a SiO

x
 line

pattern as a template. (c) Magnified SEM tilt-image of (b). (d)
Distribution of sub-20 nm SiOx space-width and Pt line-width.



박태완 · 정현성 · 조영래 · 이정우 · 박운익 913

각도로 2회 프린팅 함으로써 고정렬성의 Pt 크로스-바 적

층형 3차원 나노구조물을 제작하였다. 그림 3 (a)는 Pt 크

로스-바 패턴이 프린팅되어 있는 기판의 실제 사진 이미지

이며, 그림 3 (b)는 해당 패턴의 SEM 이미지 결과물이다.

프린팅된 3차원 다공성 구조물이 전반적으로 잘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는 Ni 박막 위 형성된 초미세 다공성 Pt 크로스-

바 (각 층의 라인 선폭: 16 nm) 패턴의 구조분석 결과이다.

그림 4 (a)는 Ni-Pt 하이브리드 나노구조물의 3차원 그림,

그림 4 (b)는 2차원 단면 그림이다. 이러한 나노 다공소재

는 매우 미세하므로, 나노구조물의 성분과 기판과의 접촉

에 대한 분석은 SEM-EDS로 쉽지 않기 때문에, TEM을

통한 미세 구조물 단면 분석 및 EDS 성분 분석을 진행하

였다. 해당 하이브리드 나노구조물을 TEM으로 분석한 결

과 (그림 4 (c)), Ni 박막 위 Pt 16 nm 라인 패턴의 적

층 구조가 잘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더욱 면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EDS mapping을 실

시하였는데, Ni (그림 4 (b)), Pt (그림 4 (c)), 그리고

Ni-Pt (그림 4 (d))의 성분분석 결과를 통해, Ni 박막 위

Pt 크로스-바 패턴이 성공적으로 형성되어 있음을 한 번 더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그림 4는 여러 차례의 패턴전사

프린팅을 통하여, 비표면적이 매우 큰 Ni-Pt 이종 금속 소

재 하이브리드 다공성 나노구조체의 제작이 가능하다는 사

실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패턴전사 프린팅 공정을 통하여 Ni

박막 위에 20 nm급 Pt 나노다공소재의 형성이 가능하고,

해당 구조물에 대하여 Photo, SEM, TEM, 그리고 EDS

분석을 진행하여 다각도에서 구조물을 분석하였으며, 소재

에 대한 분석 결과 또한 포함한다. 이러한 결과는, 값비싼

촉매 소재인 Pt의 사용량을 줄이고 비표면적은 증가시키는

Fig. 3. Well-ordered Pt cross-bar pattern by 2-step nanotransfer printing. (a) Photo image of transfer-printed Pt cross-bar nanostructure. (b)
SEM image of 3D-stacked Pt cross-bar pattern.

Fig. 4. Encapsulated Pt cross-bar pattern between Ni thin films. (a) 3D drawing image and (b) cross-section view of the Ni-Pt hybrid
nanostructure. (c) Dark-field TEM image of hybrid Ni/Pt cross-bar/Ni film. EDS mapping image of (d) Ni, (e) Pt, and (f) Ni, 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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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기술이며, 새롭고 다양한 이종 또는 다중 촉매 소재

구현에 널리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해당 구조물은

다양한 에너지 및 전자 소자에 응용이 가능하며, 후속 관

련 응용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각종 에너지 및 전기ㆍ전자 소자의 촉매

로 사용되는 값비싼 귀금속 소재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

여, 촉매 소재의 비표면적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20 nm급 다공성 하이브리드 촉매형성기술을 제시하고, 형

성된 나노구조와 그 성분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여주고자

한다. 우선, 블록공중합체 자기조립 현상을 이용하여 템플

릿으로 사용될 16 nm의 선폭을 갖는 고정렬성의 SiOx 라

인 패턴을 제작하였다. 16 nm 나노템플릿을 이용하여 초미

세 PMMA 복제패턴을 만들었고, 촉매소재인 Pt를 증착하

여 원하는 기판으로 전사하였다. 해당 공정을 활용하여 Pt

다공성 크로스-바 구조체를 Ni 박막 위에 형성하였으며,

TEM 및 EDS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Ni/Pt 하이브

리드 구조물이 성공적으로 형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

한 결과로 볼 때, 해당 기술을 바탕으로 다중 소재로 이루

어진 나노구조물의 하이브리드화가 가능하며, 향후 다양한

소재들의 조합에 의한 다중 나노구조물은 신기능 또는 고

성능의 차세대 에너지 및 전자소자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

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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