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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1.

나노 단위의 미세한 패턴의 제조 기술은 산업 전반에 걸쳐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일반적인 미세 패턴을 제조하는.
E-beam lithography1,2, Dip-pen lithography3,4, EUV lithography5,
Immersion lithography6, Laser Interference Lithography7와 같은 기

술들은 공정이 복잡하거나 생산성이 떨어지며 고가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대안하기 위한 기술 중 하나가 나노 트랜스퍼.
프린팅 이다 나노 트랜스퍼 프린팅은(nano transfer printing, nTP) .
공정이 간단하고 비평면 기판에서의 패턴 형성이 가능하며 다층

구조의 제작 역시 가능하다 하지만 실제 산업에서 사용되기.
위한 넓은 면적 기판에의 적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본 실험에서는 크기의 패턴을 갖는300nm~ 2 6inch quartz㎛

를 로 를 기술을 이용하여stamp master PDMS stamp nano-molding
제작하였고 에 층을 증착한 후 나노 트랜스퍼PDMS stamp Au
프린팅 기술을 이용하여 위에 패턴을 형성하는6inch Si wafer Au
연구를 진행하였다.

실험2.
나노 트랜스퍼 프린팅을 위한 를 제작하기 위해PDMS stamp

를 로 사용하였다 로 사용된6inch quartz stamp master . master quartz
는 위에 를 한 후stamp quartz wafer photosresist spin-coationg DUV

를 이용하여 패턴을 제작하고 을lithography , reactive ion etching
이용하여 를 식각하였다 이렇게 제작된quartz wafer . quartz stamp
는 단위로 다양한 과 패턴을 가지고 있다2X2cm dot line .

에 표면처리 없이 를 제작할 경우quartz stamp PDMS stamp
와 사이의 흡착력으로 인해 분리가 어려워진PDMS quartz stamp

다 와 사이의 접착 에너지를 줄여주기 위해서. quartz stamp PDMS
는 의 표면 에너지를 줄여주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quartz stamp .
서는 계열의trichlorosilane heptadecafluoro-1,1,2,2-tetra-hydro-

와 을 으로 섞은 용액에 를decylreagent n-hexane 1:1000 quartz stamp

Fig. 1 schematic of procedures for nano transfer printing(nPT)

Fig. 2 SEM image of 6inch quartz stamp pattern(a) and PDMS stamp
pattern(b)

집어넣어 소수성의 자기 조립 단분자막(self-assembled mono-
을 형성하였다 이렇게 소수성의 성질을 갖는 자기layer, SAM) .

조립 단분자막을 표면에 하여 표면에너지를quartz stamp coating
줄여주었다8.

는 마찰력과 접착력이 낮으며 유연하여 공정 시 가PDMS Au
쉽게 분리될 수있는 특성을 가지고있다 전체적인 실험 모식도는.

에 나타내었다 의 제작을 위해 사의Fig. 1 . PDMS stamp dow corning
를 로 혼합하여 위에 부은 뒤sylgard 184A, B 10:1 quartz stamp

시간동안 진공처리하여 내의 기포를 제거해주고 그후1 PDMS
시간동안1 80℃에서 가열하여 를 경화시켰다 이후PDMS . master
와 를 분리하여 나노트랜스퍼 프린팅을 위한PDMS PDMS stamp
를 제작하였다9.
이렇게 제작한 위에 를 이용하PDMS stamp E-beam evaporater

여 를 증착하였다 가 증착된 와Au layer 20nm . Au PDMS stamp
를 분간 에 노출시켜 포면에 기를 성장시켰Si wafer 10 UV/O -OH₃

다 와 를 접촉시켜 표면에 형성되어 있는. Si wafer PDMS stamp
기의 결합이 잘 이루어지도록 분간-OH 10 5atm, 100 로℃ 가압,

가열하였다 이후 상온에서 분간 와 사이의 결합이. 10 Au Si wafer
안정화 될 때까지 냉각 후 와 를 분리시켰다PDMS stamp Si wafer .

와 간의 결합만큼 전면적에 을Au Si wafer conformal contact
시키는 것 역시 중요한 공정 중 하나이다 이를 위하여. 전면적에

균일한 압력을 가할수 있는 의 임프린팅pressure vessel type

장비를 이용하엿다 이 장비는 내부 의 밑면이 탄성중합. chamber

체막으로 되어있어 전면적에 균일한 가압을 해줄 수 있다10.

이 장비를 이용하여 전면적에서 을 시킨 후conformal contact

와 가 증착된 를 집어넣고6inch Si wafer Au 6inch PDMS stamp

으로 가열 가압하여 전 면적에서 균일한100 , 5atm pattern℃

전사가 일어나도록 하 다.

Fig. 3 SEM image of PDMS stamp pattern(a) and Au pattern on Si
wafe(r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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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u pattern on Si wafer(a) and PDMS stamp(b)

실험결과3.

는 로 사용된 와 기술로Fig. 2 master quartz stamp nano-molding
제작된 의 패턴을 비교하고 있다 그림에서 보듯이PDMS stamp ..

급의 의 패턴이 로 깨끗하게sub-micron quartz stamp PDMS stamp
전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를 이용하여 나노 트랜스퍼 프린팅 기술로PDMS stamp Au
이 형성된 의 는 에 나타내었다pattern Si wafer SEM image Fig. 3 .

의 튀어나온 패턴 위에 증착된 가 성공적으로PDMS stamp Au layer
위에 전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또한Si wafer . 6inch Si wafer

전체에 패턴이 형성되었음을 에서 확인할 수 있다Au Fig. 4 .
PDMS stamp Si wafer

Au EDX Fig. 5 . Fig. 5-a Au layer
Si wafer EDX Au Si

. Fig . 5-b
PDMS stamp EDX Au

Au layer
.

결론4.

nano-molding PDMS stamp

.
6inch Si wafer 300~2000nm Au pattern

Fig. 5 PDMS stamp after nPT and EDX analysis of Au pattern on Si
wafer surface(a) and PDMS stamp surface(b) after n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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