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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자기 조립 단층박막은 알칸티올(alkanethiols) 분자나 실

란(silanes)과 같은 유기 분자를 이용하여 메탈(metal)이나 
실리카(silica)1 와 같은 기판 표면 위에 자발적으로 화학적 
흡착을 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는 과학적, 기술적 접근방법

으로서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자기 조립 단층박막

으로 가장 널리 연구된 소재로 알칸티올 분자를 들 수 있
는데, 기본 구조는 아래와 같은 골격을 갖고 있다. 

 
HS(CH2)nX (X= -CH3, -COOH, -NH2, n=2~18)2-4 

 
위 알칸티올 분자의 말단기인 X 의 특성에 따라 기판 

표면에서의 특성이 여러가지로 나타나는데, 그 예로는 습
윤성(wettability), 흡착성(adhesion)등을 이용하여 박막의 표

면을 조종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금 기판은 상
당히 물리적, 화학적 특성을 갖게 된다. 이 기판을 레이저

를 이용하여 비접촉(noncontact) 방식으로 패턴을 실행하면, 
기판에 붙어있는 알칸티올 분자의 말단기(terminal group, X)
의 특성에 따라 다른 응용성 즉, 바이오칩(biochips), 나노튜

브(nanotubes), 신소재, 고집적 반도체 분야 등에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UV 레이저와 펨토초 레이저를 이용하여 
금 기판 위에 자기조립 된 알칸티올 분자의 화학적 패턴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실험  

2.1 알칸티올 분자의 자기조립 

알칸티올 분자를 자기조립 할 금 기판의 오염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Piranha(H2SO4 : H2O2 = 3 : 1, (v/v))용액과 RCA 
(NH4OH : H2O2 : H2O = 5 : 1 : 1, (v/v))용액으로 처리한 후, 증

류수(DI water)에 충분히 세척하고, 질소(N2) 가스로 시편

을 완전히 건조시킨다. 

금 기판 위에 자기조립 시킬 알칸티올 분자는 에탄올 

(ethanol) 용액에 2mM 의 농도로 금 기판을 40~50℃에서 

24 시간 정도 용액에 담그면 금 기판 위에 알칸티올 분자

들이 자기 조립 한다(Fig. 1(a)). 완성된 시편은 에탄올과 

증류수로 여러 번 세척하고, 질소(N2) 가스로 말린다. 

 

 

 

 

 

 

 

 

 

 

Fig. 1 Adsorption and dissociation of functional organic alkanethiol 
molecules on gold surface 

 

 

 

 

 

 

 

 

 

 

 

 

 

 

 

Fig. 2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image of femtosecond 
laser (a, b) and UV laser(c,d) photopatterning after etching 
process 

 

2.2 UV 레이저와 펨토초 레이저를 이용한 화학적 패턴 공정 

기판에 자기 조립된 알칸티올 분자는 UV 레이저

(325nm)와 펨토초 레이저(800nm)를 광원으로 에너지를 조

사하여 패터닝을 실시했다.5 

이 때 에너지를 받은 알칸티올 분자는 빛을 조사받은 

영역에 한해서 광산화(photooxidation) 반응이 일어나는데, 

금 기판과 알칸티올 분자가 서로 해리되는 현상(Fig. 1(b))이 

일어나게 된다. 기판의 패터닝 확인은 식각공정(etching 
process)에 의해 확인이 가능하다.(Fig. 2) 

 

3. 결과  
금 기판 위에 자기 조립된 알칸티올 분자의 광산화 메

커니즘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u-SR(CH2)nX + 3/2O2          Au+
 + X(CH2)nSO3 6 

 

여기서 R 은 수소이며, X 는 -CH3, -COOH 이다. 이 

때 레이저의 파장대와 조사시간, 이송속도 등의 조건을 다

르게 실험하면, 레이저 빔에 의해 금 기판에 패턴이 형성

됨과 동시에, 기판과 알칸티올 분자 사이에 화학적 해리가 

일어난다. 해리가 일어난 기판은 식각공정을 통하여 확인 

할 수 있었는데(Fig. 2), 만약 레이저에 의해서 화학적 패

턴이 일어났다면, 레이저의 선폭에 해당하는 만큼 금 기판

에서 식각이 일어 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기판은 여전

히 티올분자와 강한 결합을 형성 하고 있을 것이다. 또한 

레이저의 파워는 알칸티올 분자와 금 기판 사이의 결합에

너지를 끊을 정도의 에너지를 요구하지만, 그 이상의 조건

이 된다면, 금 기판은 레이저에 의해 가공이 된다. 따라서 

기판에 손상을 주지 않고, 알칸티올 분자만 기판으로부터 

해리시킬 수 있는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7-9 각각의 레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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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EM (a, b) and AFM (atomic force microscopy) (c, d) image 
of chemical photopatterning using by femtosecond laser 

 
로 패턴을 실행 한 결과가 Fig. 3, 4 에 나와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펨토초 레이저에 의한 화학적 

패턴(Fig. 3)은 SEM 과 AFM 이미지에서 기판에 패턴을 형성

하였지만 레이저 빔에서 발생하는 열에 의해 기판이 

ablation 하는 현상을 보여주는데(Fig, 3(c),(d)), 기판과 알칸

티올 분자의 화학적 패턴을 형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펨토초 레이저의 장파장 영역대(800nm)의 레이저 빔은 많

은 열로 인해 기판에 많은 손상을 주고, 알칸티올 분자를 

기판으로부터 해리 시키기에는 충분한 에너지를 갖고 있지 

못했다. 이와는 반대로 UV 레이저에 의한 패턴 실험 결과

(Fig. 4)는 깨끗하게 레이저의 선폭에 해당하는 알칸티올 

분자가 기판으로부터 해리(Fig. 1(b))되고, 에칭용액에 금 

기판이 식각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레이저의 파장대와 

그에 따라 발생하는 열도 금 기판의 알칸티올 분자를 해리

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4. 결론  
UV 레이저와 펨토초 레이저의 의한 화학적 패턴을 비

교한 결과, 두 레이저 모두 화학적 패턴을 보이는 경향이 
비슷하다고 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각 레이저의 파장대

와 파워, 그리고 조사시간(irradiation time), 이송속도(scan 
rate) 등에 의해 화학적 패턴이 금 기판 위에서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레이저에서 발생하는 열도 기판에 손상

을 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UV 영역의 짦은 파장대를 
갖는 UV 레이저의 경우, 가시광 영역대의 펨토초 레이저보

다 더 우수한 화학적 패턴을 보여 주었고, 자기 조립 단층

막으로 구성된 기판의 알칸티올 분자를 비접촉 방식에 의
해 금 기판으로부터 효과적으로 해리 시킬 수 있었다. 장
파장 대의 펨토초 레이저보다는 단파장 쪽인 UV 레이저가 
더 효율적인 화학적 패턴을 얻을 수 있었다. 

더 연구가 진행된다면, 레이저의 선폭을 나노미터 수준

으로 끌어내리고, 반도체 공정이나 바이오 응용분야에서의 
이용을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다. 

 
 
 
 
 
 
 
 

 

    
 
 
 
 
 
 
 
 
 
 
 
 
 
 
 
 
 
 
 

Fig. 4 SEM image of chemical photopatterning using by UV la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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