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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소자의  집적화로  인한  금속  나노  구

조체 혹은 금속 나노 패턴을 형성하는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다. 
기존의 금속 나노 구조체 혹은 패턴의 형성 공
정은, 주로 템플릿(template) 으로 이용하는 마
스크의 리프트 오프(lift off)공정이나 마스크를 
이용한 식각(etching) 공정의 보톰-업(bottom up)
 프로세스가 주로 이루어 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리프트 오프 공정이나 마스크를 이용한
 식각 공정은 마스크를 꼭 필요로 하고, 금속
의 식각 공정을 진행 한 후에 금속이 하부 구
조체 벽면에 달라붙거나, 형상이 고르지 못한 
문제점이 있다. 또한 수 나노에서 수 십 나노 
사이즈의 금속 패턴을 얻기에는 기술적인 한계
가 있다.  
금속 나노 구조체 혹은 금속 나노 패턴을 

형성하기 위한 대안 기술로, 소프트 리쏘그래
피와 인쇄공정 등 다양한 기술이 연구 개발 되
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나노 임프린트 기술은
 나노 스케일의 패턴 형성과 대면적 형성이 용
이하고, 공정 기술의 반복성 등의 장점이 있다.
 그러나 나노 임프린트 기술을 이용한 금속 패
터닝은 여전히 마스크와 식각 기술이 여전히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마스크와 식
각 기술이 필요하지 않는 새로운 방식의 금속 
나노구조체 제작 기술을 제시하고,  다양한 금
속 나노 구조체의 형성이 가능한 프로세스를 
고안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2. 금속 구조체 및 패턴 형성  

 
금속  나노  패턴을  형성하기  위해  먼저  레

진으로 형성된 나노 임프린트 패턴을 제작하였
다. 기판 위에 레진(resin)을 도포 한 후, uv 임
프린트 기술과 나노 선이 패턴 된 몰드를 이용
하여 레진을 경화하여 나노 선 패턴을 형성하
였다. 나노 선 패턴을 형성 한 후, 그 위에 금
속 나노 선을 형성하기 위해 레진을 경화한 나
노 선 패턴을 템플릿으로 이용하여, 열증착 방
식으로 은(Ag)을 100nm 내외의 두께로 증착하
였다. 이 때 경사증착 방식을 이용하였으며, 가
압 할 시, 압력을 고르게 받게 하기 위해 같은 
각도의 경사 증착을 두 번 진행하여 대칭 구조
를 형성하였다. 그 외에도 다양하게 경사 증착 
방식으로 형성된 금속 나노 패턴이 형성된 템
플릿을 이용하여,  다양한 조건의 열가압 프로
세스를 진행하여, 다양한 금속 나노 구조체 및 
패턴을 형성하였다.  온도 조건은 은의 용융점 
이하 온도에서 진행하였고, 가압조건은 0~1.0 k
g/cm2

 

 으로 다양하게 하였다. 본 실험의 온도
와 가압 조건은 Table 1에 정리하였다. 

Table 1 Thermal and pressure conditions of each 
metal nano-structure 

 

Sample number Temperature (℃) Pressure 
(kg/cm2) 

Sample 1 RT 0 

Sample 2 300 0 

Sample 3 300 0.2 

Sample 4 30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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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결과 
 

경사 증착 방식으로 형성된 금속 나노 
구조체는(sample 1 으로 표기) 그림 1(a)와 같이 
나노 선 임프린트 템플릿 위에 대칭적으로 
형성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금속 나노 
구조체의 두께는 약 100nm 로 처음 목표로 
하는 두께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 
금속 나노 구조체를 300℃에서 어닐링 처리한 
결과를 살펴보면, 금속 구조체 아래에 
형성되어 있던 임프린트 템플릿이 열 
분해(thermal decomposition)되고, 금속이 나노 
사이즈 화 됨에 따라, 용융점 이하 임에도 
불구하고 변형온도와 용융점이 감소하게 되어, 
금속이 변형되면서 클러스터 (cluster)형상을 
이루게 된다. (그림 1(b), sample 2) 나노 금속 
패턴을 용융점 이하의 온도에서 어닐링 
처리하게 되면 그림 1(b)와 같이 클러스터를 
이루게 되지만 어닐링 처리 과정에 가압을 
하게 되면, 클러스터가 형성하여 이동하는 
것을 방해하여 그림 1(c) 혹은 그림 1(d) 와 
같이 매끄러운 금속 구조체의 형태를 유지하게 
된다. 또한 어닐링 시 압력 조건이 증가함에 
따라, 윗 부분이 압력을 가하는 기판에 의해 
평평하게 변형되면서 눌러지게 됨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d), sample 4) 

 
4. 결론 

 
본 연구에서 제시된 금속 나노 구조체 

형성 방법은 마스크 공정 및 에칭 공정 없이 
금속 증착 방식과 열가압 조건 만으로도 금속 
나노 구조체를 형성 할 수 있다. 또한 금속 
나노 구조체의 모양을 일부 변형시키는 것이 
가능하여, 금속의 나노 사이즈의 패턴 및 금속 
배선의 평탄화에 응용 될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금속 나노갭 형성에도 응용 될 것으로 
여겨진다 

 
 

 
 
 
 
 

Fig. 1 (a) Silver nano-line structures on the imprinted 
pattern (b) Annealed at 300℃ without press 
(c) Annealed at 300℃ and pressed with 
0.2kg/cm2 (d) Annealed at 300℃ and pressed 
with 1.0kg/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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