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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보조 나노 전사 프린팅을 통한 금속 박막의 표면 주름 나노패턴 형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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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anopatterning methods for pattern formation of high-resolution nanostructures are essential for

the fabrication of various electronic devices, including wearable displays, high-performance semiconductor

devices, and smart biosensor systems. Among advanced nanopatterning methods, nanotransfer printing (nTP)

has attracted considerable attention due to its process simplicity, low cost, and great pattern resolution.

However, to diversify the pattern geometries for wide device applications, more effective and useful nTP based

patterning methods must be developed. Here, we introduce a facile and practical nanofabrication method to

obtain various three-dimensional (3D) ultra-thin metallic films via thermally assisted nTP (T-nTP). We show

how to generate surface-wrinkled 3D nanostructures, such as angular line, concave-valley, and convex-hill

structures. We also demonstrate the principle for effectively forming 3D nanosheets by T-nTP, using Si master

molds with a low aspect ratio (A/R ≤ 1). In addition, we explain how to obtain a 3D wavy structure when using

a mold with high A/R (≥ 3), based on the isotropic deposition process. We also produced a highly ordered 3D

Au nanosheet on flexible PET over a large area (> 15 µm). We expect that this T-nTP approach using various

Si mold shapes will be applied for the useful fabrication of various metal/oxide nanostructured devices with

high surface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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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난 수십년간, 전자기기의 성능을 높이고 효율을 극대

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수많은 나노 제조 기술이

개발되었고, 복잡한 형상의 마이크로/나노 구조물 또는 기

능성 박막을 원하는 기판 상에 자유롭게 구현할 수 있는

방법들이 보고되었다 [1-9]. 최근에는 방대한 데이터를 저

장하고 전송할 수 있는 고성능 소자의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더욱 발전된 미세 나노패터닝 공정은 소자 제작에

있어서 더욱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지고 있다 [10-12]. 현재,

마이크로/나노 분자 및 입자의 배열을 화학적으로 제어하

거나 주기적인 나노 스케일의 패턴을 물리적으로 조절하는

공정들에 기반한 나노패터닝 기술들이 기능성 전자 기판,

유연기판, 그리고 생체재료에까지 적용되고 있고, 이는 고

효율 반도체 소자, 웨어러블 디스플레이, 생체 내 작동 가

능한 센서 등의 차세대 전자 시스템의 대중적인 상용화 가

능성을 높이고 있다 [13-16]. 더 나아가, 소자 내 신호전달

체계를 담당하는 회로의 선폭이 미세할수록 고집적도의 저

전력 소자 구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패턴화된 마이크로/나

노 구조물을 고밀도화 하는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달성하고자 하는 많은 노력들이 행해지고 있다 [17].

특히, extreme ultraviolet (EUV) lithography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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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oimprint lithography (NIL) [19], directed self-assembly

(DSA) [20] 등의 다양한 차세대 패터닝 기술들이 나노 소

자 제조에 적용되기 위하여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이러

한 기술들은 모두 나노 급의 미세한 패턴 형성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각종 소자 및 시스

템에 적용되어 혁신적인 성능 향상을 이루어 내고 있으며,

웨이퍼 스케일의 대면적 구현이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들까

지 보고됨에 따라 산업적 적용 가능성을 갖는 핵심 기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1-24]. 하지만, 이러한 기술들은 제한

적인 패터닝 소재, 공정 복잡성, 높은 공정 비용 등 기술

상용화를 위해 해결되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존재한다. 원

하는 소재의 표면에 자유자재로 형상제어 된 패턴을 새기

기 위해서는 더욱 발전된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단점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보고된 기술인 패턴

전사 프린팅(nanotransfer printing, nTP)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5]. 공정이 매우 간편하고 효율적인 nTP 기술은

금형 사출 및 인쇄 원리를 접목한 방법으로, 그 속도가 매

우 빠르고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전자 소자 제작 공정에

널리 응용되고 있다 [26,27]. 뿐만 아니라, 반복적인 공정

을 통해 3차원 적층형 나노구조물을 비교적 쉽게 제작할

수 있고, 곡면 상에도 패터닝이 가능하기 때문에 휠 수 있

는 인체부착형 디스플레이, 폴더블 전자기기 등의 차세대

전자 소자 제작에 있어서 적용이 가능한 매우 흥미로운 기

술이다 [28,29]. 향후, 고반응성 전자 소자 제작 시 중요하

게 여겨지는 고비표면적의 3차원(three-dimensional, 3D)

나노구조물을 자유롭게 만들어 낼 수 있다면, nTP 기술은

더 많은 분야에서 잠재성이 있는 기술로 여겨질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종횡비(aspect ratio, A/R)가 다른 몰드를

열보조 패턴 전사 프린팅(thermally assisted nanotransfer

printing, T-nTP) 공정에 접목하여 표면이 변형된 다양한

형상의 나노 구조물화된 3차원 초박막 필름을 제조하는 방

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종횡비가 낮은 실리콘(Si) 마스터

몰드를 사용하여 얻어진 복제 패턴 위에 물리적 증착

(physical vapor deposition, PVD) 방법을 사용하여 금속

소재를 형성하게 되는데, 등방성, 이방성 증착을 실시하는

경우 각각 분리된 라인 그리고 마스터 몰드와 유사한 각이

진 패턴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단순한 라인 형상 뿐만 아

니라 메쉬 형태가 돌출된 3D 표면 나노 패턴, 그의 역상

Fig. 1. Schematic for fabrication process of surface-wrinkled nano-/micro-structures by T-nTP. (a) Procedure for pattern formation of line
and angular-wrinkle patterns by isotropic and anisotropic deposition methods using a mold with low aspect ratio (A/R). (b) Pattern
formation of wavy-wrinkle pattern using a mold with high 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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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스퀘어 형태가 돌출된 형상까지 자유롭게 제조가 가능

하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또한, 높은 종횡비의 나노

몰드를 사용하고 등방성 증착을 실시하는 경우 종횡비가

작은 몰드의 결과와 어떻게 다른지 원리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며, 이때 얻어지는 100 nm급의 독특한 3차원적 나노 표

면 필름의 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2. 실험 방법

그림 1은 주름진 3D nanosheet 형상의 마이크로 및 나

노 구조물을 형성하기 위한 전체적인 공정에 대한 개략도이

다. 우선, KrF광원 기반 포토리소그래피(photolithography)

공정을 통해 종횡비가 다른 Si 몰드를 제작하고, 복제패턴

을 만들기 위하여 몰드 상에 폴리머 소재를 코팅한다. 본

연구에서는, Si 몰드의 패턴을 복제하기 위해 120 kg/mol

의 분자량을 갖는 poly(methyl methacrylate) (PMMA)를

톨루엔과 아세톤을 1:1로 혼합한 용액에 5 wt%로 용해하

여 사용하였고, PMMA 용액을 몰드 위 도포한 후

5,000 rpm으로 23초 동안 고속 회전시킴으로써 균일한 박

막이 형성되게 하였다. 코팅된 PMMA 박막은 접착성 폴

리이미드(polyimide, PI) 필름을 이용하여 박리함으로써 몰

드와 역상을 갖는 복제 패턴을 얻을 수 있다. 다음으로,

PMMA 복제 패턴 위 PVD 방법 중 하나인 direct

current (DC) 스퍼터링 공정을 통해 기능성 소재를 형성하

는데, 본 연구에서는 3인치 크기의 금속 타겟을 사용하여

각 금속 소재를 증착한다. 스퍼터링 공정 시, 메인 챔버

내 기저압력은 5 × 10-3 Torr로 설정하고 150 W의 전력을

인가하여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PMMA 복제 패턴 위 형

성된 금속 소재를 지정된 타겟 기판으로 컨택(contact) 프린

팅 기반 패턴전사를 실시한다. 다양한 3D 표면 나노 주름

구조를 얻기 위해, 서로 다른 종횡비(A/R≤ 1, ≥ 3)를 갖는

Si 몰드로부터 얻은 복제 패턴 상에 등방성, 이방성 증착법

을 활용하여 패턴전사 프린팅 공정을 진행하였다. 그림

2(c)는 본 실험에서 패턴을 형성하기 위해 사용된 T-nTP

공정의 원리를 순차적으로 보여준다. Si 마스터 몰드로부

터 복제된 PMMA 패턴 위 형성된 금속소재를 타겟 기판

으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패터닝 하고자 하는 금속 소재와

기판을 마주보게 접촉시킨 후 균일한 열과 압력을 가해준

다. 이 때, 컨택이 된 상태에서 금속 소재 위 함께 전사된

PMMA 층은 일정한 압력을 받는 동시에 가해지는 열에

의해 수축하게 되고, 접착성 PI 필름 상 접착 레이어의 접

착력 또한 약해지면서, PMMA 층과 접착성 PI 필름이 쉽

게 분리되어 기판 위로 전사가 가능하게 된다. 최종적으로,

PMMA를 톨루엔 용액으로 제거해 줌으로써 기판 위에는

금속 패턴만이 남게 된다. 전사된 미세 패턴은 주사전자현

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분석을 통해

관찰 및 분석된다.

3. 결과 및 고찰

금속 박막의 표면 형상을 다양화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형상의 Si 몰드를 활용하여 패턴전사 프린팅 공정에 적용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선 폭과 깊이가 다양한 종횡비를 갖

는 몰드를 활용하여 표면 상 3차원의 나노 주름이 형성된

금속 박막 패턴을 구현하였다. 

동일한 복제 패턴을 사용하더라도 증착되는 방식을 다르

게 한다면, 형상이 다른 3차원 박막 구조의 패턴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 먼저, 종횡비가 1이하로 비교적 낮은 Si 몰

드를 사용한 경우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낮은 종횡비의

몰드는, 선 폭 250 nm, 선 간격 250 nm, 깊이 250 nm로

디자인하여 포토리소그래피 공정으로 제작하였다(그림 2(a)-

(b)). 증착되는 소재의 직진성이 높은 등방성 증착 방법인

고밀도 플라즈마 기반 스퍼터링을 사용하고 복제 패턴과

증착 방향을 일정한 각도로 고정한 후 증착을 실시한 결과,

복제 패턴의 돌출부에만 선택적으로 타겟 소재를 형성할

수 있었고, 이를 활용하여 분리된 라인 형상의 패턴을 기

판 위로 프린팅 하였다(그림 2(d)). 또한, 동일한 복제 패

턴 위, 저자기장 스퍼터링, 이온 플리즈마 기반 증착 등의

보다 직진성이 약한 이방성 증착법을 활용하고 복제 패턴

을 지속적으로 회전시키며 상부 증착을 진행한다면, 복제

패턴의 돌출 윗면, 측면 및 바닥면에 증착 하고자 하는 소

재의 전면 도포가 가능하고 결국 복제 패턴의 형상과 유사

한, 표면에 굴곡을 포함하는 3차원 요철형 금속 박막 패턴

을 형성할 수 있게 된다. 그림 2(e)는 이러한 원리를 적용

하여 패턴전사 된 3차원으로 주름진 요철 나노 구조를 포

함하는 금속 박막의 SEM 이미지이다. 결론적으로, Si 몰

드로부터 균일한 복제패턴이 형성되었고, 증착 방법을 달

리하여 Si 몰드 역상과 매우 일치하는 두 가지의 고해상도

패턴이 T-nTP 공정을 통하여 형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그림 3은 다양한 형상으로 전사 인쇄된 Au 소재의 나노

구조물이다. 그림 3(a)는 선 폭과 선 간격이 각각 250 nm,

2 µm를 나타내는 표면 요철 구조인데, 이는 종횡비가

0.125(깊이/선 폭, 250 nm/2 µm)인 Si 몰드로부터 만들어진

패턴이다. 즉, 그림 2(e)와 함께 종횡비가 1 이하인 low

A/R 몰드를 사용한다면 마스터 몰드의 형상과 유사한 각



박태완 · 박운익 883

이 진 표면 주름 패턴을 구현할 수 있고 형성되는 패턴의

선 폭 및 선 간격은 조절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된 T-nTP 공정은 물리적

증착이 가능한 대부분의 소재에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Pt, Pd, Cu, Al, Ni, W등의 많은 기능성 금속 소재들의

패터닝이 가능할 것이다. 더 나아가, 단순한 패턴 형상 외

에, 스퀘어, 메시 형상의 Si 몰드를 사용하여 더욱 복잡한

구조체의 패터닝 역시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였다(그림

3(b): Au concave-valley 구조, 그림 3(c): Au convex-hill

구조). 이러한 결과는, 더욱 다양한 형상의 Si 몰드를 제작

하고 T-nTP 공정에 적용한다면, 원하고자 하는 모양에 대

한 고비표면적 3차원 금속 필름 패턴 구조체를 얻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4는 선 폭 및 선 간격이 좁고 종횡비가 큰 Si 몰

드를 사용하여 Au 소재를 패터닝 한 결과이다. 그림 4(a)

에서 볼 수 있듯이, Si 몰드 상 패턴의 종횡비가 3으로

매우 크다(깊이 /선 폭 = 150 nm / 50 nm). 그림 4(b)는 높

은 종횡비를 갖는 나노몰드를 T-nTP 공정에 사용하여 얻

어진 패턴의 형상을 보여준다. 패턴의 SEM 분석 결과, 종

횡비가 1이하로 낮은 몰드를 사용했을 때와 다르게 전사

된 패턴의 높이가 기준 Si 몰드에 비해 약 70 nm로 0.5만

큼 줄어들고 그 형상이 물결 모양을 나타내는 주름진 나노

구조물이 형성되었다. 여기에서는, 고밀도 플라즈마 기반

스퍼터링법을 사용하여 증착부를 회전시키며 Au 소재를

증착 하였는데, 종횡비가 매우 큰 복제 패턴 상에 증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패턴 침강부까지 증착 소재가 도달하지

못하고 결국 복제패턴 상 늘어뜨려진 구조(hanging

structure)의 Au 패턴이 형성되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복

제 패턴의 형상과는 다른 물결 모양의 특이한 3차원적 물

결 구조의 패턴 형성이 가능하였다. 그림 4(d)는 100 nm급

Au 물결 패턴이 15 µm 이상의 대면적에 걸쳐 균일하게

형성된 것을 보여주는 SEM 분석 결과이다. 오른쪽 상단에

Fig. 2. Pattern formation of line and surface-wrinkled thin film structures using a Si mold with a low A/R. (a) Si master mold patterned by
photolithography. (b) SEM image of Si mold with a line space/width of 250 nm. (c) T-nTP processing steps for fabrication of wrinkled 3D
metal thin film. (d) Transfer-printed metal line pattern by angled (isotropic) deposition process. (e) Surface-wrinkled metal thin film by top
rotating (anisotropic) deposition process.

Fig. 3. Transfer-printed various non-planar metal nanostructures via the T-nTP. (a) SEM image of concavo-convex Au line pattern with a
width/space of 250 nm/2 µm. (b) Concave-valley and (c) convex-hill Au nanoarchite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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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입된 그림은, 투명한 PET 기판 위 형성된 Au 물결 패

턴의 사진 이미지이다. 전사된 패턴의 보다 높은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Au 물결 나노 패턴의 중심과 중심을 이

은 거리를 임의의 부분에서 30회 측정하였고, 거리의 평균

과 표준 편차는 각각 99.4 nm, 3.4 nm로 도출되었다. 이는,

기준 몰드(100 nm)에 비해 오차범위가 3.5% 미만인 매우

낮은 오차 결과로, 고해상도의 패턴이 성공적으로 전사되

었음을 보여준다. 위 결과들을 통해, T-nTP 공정은 표면

주름진 마이크로/나노 금속 박막을 매우 정교하게 대면적

으로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

구에서 확인된 다양한 3차원 마이크로/나노 표면 주름 금

속 박막 패턴은 일반적인 박막에 비해 비표면적이 크기 때

문에, 다양한 전자, 에너지, 배터리 장치의 전극 표면에 적

용되어 성능 향상된 전극을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

며, 관련 분야로의 추가 응용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

다고 생각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 우리는 다양한 형상의 표면 주름진 3차원적

마이크로/나노 구조물을 형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나노패터

닝 방법을 제시하였다. 서로 다른 종횡비를 갖는 Si 몰드

를 열보조 패턴 전사 프린팅 공정(T-nTP)에 적용하였고,

몰드의 종횡비에 따라 형성되는 주름 패턴의 형상이 제어

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포토리소그래피 공정으로

제작된 마이크로/나노 라인패턴 몰드로부터 만들어진 복제

패턴 상에 금속 소재를 증착하고 T-nTP 공정을 실시함으

로써, 마이크로/나노 스케일의 3차원 표면 주름 나노패턴

sheet를 성공적으로 제조할 수 있었다. 특히, 선 폭 및 선

간격이 조절된 다양한 간격의 Si몰드를 T-nTP 공정에 적

용한다면, PVD 공정으로 증착이 가능한 어떠한 소재라도

3차원 초미세 필름형 구조물 제조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복잡한 그물 구조, 돔 구조 형상을 갖는 엠

Fig. 4. Pattern formation of sub-100 nm wavy nanostructure using a Si mold with a high A/R. (a) Si master mold (line/space widths =
50 nm/50 nm, depth = 150 nm, A/R = 3). (b) Printed wavy Au nanostructure with a pitch of ~ 100 nm. (c) Principle of pattern formation of
surface-fluctuated Au thin film. (d) Transfer-printed Au wave nanosheet over a large area. The inset image shows a photograph of the
printed Au pattern on the transparent PET. (e) Size distribution of center-to-center for surface-wrinkled 3D Au wave nano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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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싱 필름의 제조 역시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게다가, 종횡

비가 큰 나노 라인패턴 몰드를 사용할 경우, 증착 방향성

에 기반하여 패턴형상이 달라질 수 있으며, 등방성 증착법

을 이용하여 물결 모양의 패턴 제조가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몰드의 종횡비를 조절하고 PVD 증착

방법상 특성을 고려하여 T-nTP 공정에 적용할 경우, 다양

한 종류와 크기, 그리고 형상을 갖는 초미세 패턴표면을

갖는 2차원 패턴과 3차원 nanosheet 필름 제조가 모두 가

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인 3차원 고

비표면적 구조물들은, 2차원적 박막 필름과 비교하여 높은

비표면적을 갖기 때문에, 향후 고반응성을 요구하는 다양

한 소자로의 응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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