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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기공의 밀도가 높은 다공성 실리콘 산화물 박막이 GaAs 기판 상에 형성이 되었다. 다공성 실리콘 산화막을 형

성하기 위해서 자기조립 형태로 배열하는 블록공중합체를 사용하였다. GaAs 기판 상에 화학기상증착 (CVD) 을 이용하

여 실리콘 산화막을 형성하였다. 폴리스티렌 (PS) 바탕에 벌집 형태로 배열된 폴리메틸메타아크릴레이트 (PMMA) 가 주

기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나노패턴 박막을 형성하였고 PMMA를 아세트 산으로 제거하여 PS만 남아있는 나노크기의 마

스크를 형성하였다. 형성된 PS 나노패턴의 지름은 15 nm, 박막의 두께는 40 nm 였으며 이를 건식 식각용 마스크로 사용

하여 화학반응성식각 (RIE) 을 진행하였고 PS의 나노패턴이 산화막 기판상에 전사되도록 하였다. 식각 시간을 조절하여

산화막에 형성된 기공이 GaAs 표면까지 연결되도록 하였고 이는 불산으로 산화막을 제거하여 확인하였다. 식각시간은

90초에서 110초였으며 산화막 상에 나노패터닝된 기공이 형성되는 식각 시간은 90초에서 100초 사이였다. 형성된 나노

패터닝된 산화막 기공의 지름은 20~22 nm였고 식각 시간에 따라서 조절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Abstract: Dense and periodic arrays of nano-sized holes were patterned in oxide thin film on GaAs substrate. To obtain

the nano-size patterns, self-assembling diblock copolymer was used to produce thin film of uniformly distributed parallel

cylinders of polymethylmethacrylate (PMMA) in polystyrene (PS) matrix. The PMMA cylinders were removed with UV

expose and acetic acid rinse to produce PS nanotemplate. By reactive ion etching, pattern of the PS template was

transferred to under laid silicon oxide layer. Transferred patterns were reached to the GaAs substrate by controlling the

dry etching time. We confirmed the achievement of etching through the removing oxide layer and observation of GaAs

substrate surface. Optimized etching time was 90 to 100 sec. Pore sizes of the nanopattern in the silicon oxide layer were

20~22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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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블록 공중합체는 두 가지 이상의 고분자 사슬이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유리결정온도(glass transition

temperatuer) 이상으로 가열되게 되면 자기조립성질 때문

에 미세상(micro phase)으로 분리된다. 유리결정온도 이

상의 온도로 가열된 블록 공중합체는 한 분자 내에 존재

하는 서로 다른 블록들은 상구조 분리를 일으키려하나 이

들을 연결하고 있는 공유결합에 의해 그 정도가 제한되

어 마이크로 상분리가 일어나면 결국 구(sphere)나 실린

더(cylinder), 라멜라(lamella) 등이 주기적으로 배열된 형

태의 나노구조들을 형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

통상적으로 5~50 nm 수준의 주기를 가지는 이들 자기

조합 나노구조를 이용하면 기존의 광학리소그래피

(photolithography)방법으로 제작이 어려운 30 nm 이하 수

준의 나노패턴들을 용이하게 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되고 있어 양자점이나 나노선 제작, 높은 표면적을 가

지는 나노기공구조의 제작등 다양한 나노기술 분야에 적

용하기 위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2-4) 

블록 공중합체 패턴 형성기술을 전자소자 제작에 응용

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는 다층박막 위에 나노패턴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 연구진에서 블록 공중합체

를 이용하여 산화막 위에 패턴을 형성하고 소자를 제작하

기 위해 여러 시도를 하고 있다. 하지만 패턴을 형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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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표면을 중성화(neutralize) 키는 공정이 필요한데

대부분의 연구진이 랜덤 공중합체 (random copolymer)를

사용하고 있다. 랜덤 공중합체 공정은 별도의 스핀코팅 공

정과 별도의 열처리 공정이 필요하여 공정시간이 긴 단점

을 가지고 있다.5) 또한 대부분의 연구가 균일한 산화막 표

면이 생성 가능한 실리콘 기판 상에서 진행되고 있다.2-6)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실리콘 기판이 아닌

GaAs 기판을 사용하였으며, 이 기판위에 산화막을 증착

한 후 표면을 중성화 시키기 위해서 자기조립물질(self

assembled monolayers: SAMs)을 이용하여 패턴을 형성하

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2. 실험방법

GaAs 기판에 산화막을 형성하기 위하여 CVD 방법을

사용하였다(Fig. 1(a)). 실리콘 산화막을 20 nm 두께로 증

착하였다. 나노패턴을 형성하기 위해 실험에 사용된 기

판은 피라나 클리닝을 사용하여 유기물을 제거 하였다.

피라나 클리닝 과정을 통해 SAM 물질이 잘 반응할 수 있

는 OH기가 표면에 형성이 된다. 폴리스티렌과 실리콘 기

판 위에 있는 자연산화막과의 표면반응을 막기 위해서

MPTS(3-(p-methoxyphenyl) propyltrichlorosilane(MPTS,

CH3OPh(CH2)3SiCl3, > 95%)용액에 담가두었다(Fig. 1(b)).

PS-b-PMMA 블록 공중합체는 Polymer source사에서 구

매하였고 PS과 PMMA의 부피비가 70:30 이고 전체 분자

량은 77,000 g/mol 이다. 이 블록 공중합체를 1% 질량비

로 톨루엔에 희석하여 준비된 실리콘 기판 위에 2900 rpm

으로 스핀코팅 하였고(Fig. 1(c)) 상분리가 일어나도록 진

공오븐에서 180oC 24 시간 열처리하였다. 블록 공중합체

의 PS와 PMMA간의 공유결합을 제거하기 위해서 파장

이 254 nm이고 에너지 밀도가 1 Jcm-2 인 빛에 노출하였

고(Fig. 1(d)), 아세트산에 담궈서 PMMA를 제거하고 PS

만 남아있는 나노박막을 형성하였다(Fig. 1(e)). PS 구성

된 나노패턴된 박막을 건식식각 마스크로 사용하여 RIE

공정을 진행하였다. 공정 시간은 90초에서 120초까지 10

초 간격의 차이를 두고 다양하게 진행하였다. 식각이 끝

난 후 남아있는 PS를 제거하기 위해 산소플라즈마를 사

용하였다(Fig. 1(f)). 식각이 실리콘 산화막을 지나서

GaAs 기판까지 진행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불산을

이용하여 산화막을 제거 하였다. 

블록 공중합체의 박막두께를 측정하기 위해서 surface

profiler를 사용하였고 패턴의 균일도를 분석하기 위해서

Scion image(Scion corp.)사의 이미지 분석 프로그램을 사

용하였다. 블록 공중합체와 각 시편의 표면상태를 관찰

하기 위해서 Nova 200(FEI corp.) FESEM(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을 사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진공 오븐에서의 열처리로 인해서 온도가 유리결정온

도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PMMA의 연결사슬이 PS안

에서 모여들게 되고 실린더 구조가 형성이 된다. 이와 같

이 배열된 중합체는 공유결합에 의해서 부피수축의 효과

가 생기게 된다.7) Fig. 2(a)의 전자 현미경 사진을 보면,

PMMA가 자리잡고 있던 자리에서 제거되어 수십 나노미

터 크기 실린더 형태의 기공이 형성된 것을 관찰할 수 있

다. 만들어진 기공의 크기는 분자량 77 k의 블록공중합체

를 사용하여 만든 패턴의 지름은 약 15 nm였다. 박막의

두께를 surface profiler를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 40 nm의

두께임을 알 수 있었다. 기공의 크기는 PS와 PMMA의 분

자량의 비율로 결정된다. Fig. 2(a)의 사진은 PMMA가 제

거된 PS이다. 사진에서 검은 색 부분이 실린더 형태의 빈

기공들이고 밝은색 부분이 나노기공형태의 바탕을 이루

고 있는 PS이다. 기공부분에 채워져 있던 PMMA가 자외

선이 조사될 때 PS와의 공유결합 고리가 끊어지게 되고

아세트산으로 세척할 때 PMMA가 아세트산에 녹아 제

거되게 된다. 결과적으로 Fig. 2(a)와 같은 기공형태의 패

턴이 형성되게 되는데 이 기공의 크기는 PS와 PMMA의

분자량 조절에 의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8) 

이상적으로 배열되는 것은 육방정계 배열로 기공이 배

Fig. 1. Schematic fabrication procedure of nanopatterned oxide thin film on GaAs subst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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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되는 것이나 Fig. 2(a)와 같이 부분적으로 기공의 형태

가 불규칙 한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이는 블록 공중합체

의 패턴이 형성될 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표면 중성화

처리가 산화막 증착시 발생한 부분적 박막두께 단차로 인

해 고르게 처리되지 않아서 패턴이 형성되는데 영향을 준

것으로 사료된다. Fig. 2(b)는 Fig. 2(a)를 분석한 그래프이

다. 기공의 지름이 10 nm에서 18 nm까지 분포하고 있으

나 대부분의 지름이 약 13 nm에서 16 nm에 집중되어 있

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블록 공중합체의 패

턴은 공정을 진행하는 시편 전면적 걸쳐 동시에 균일한

패턴 형성이 진행되기 때문에 반도체 소자 제작공정에 응

용 될 경우 경제성 및 정확도를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형성된 PS 나노패턴을 건식 식각용 마스크로 사용하여

RIE 공정을 진행하여 PS 패턴 아래에 있는 산화막에 패

턴이 전사되도록 하였다. 식각시 가스는 SF6 8 sccm, O2

2 sccm을 주입하였고 공정 압력은 30 mTorr였으며 식각

출력은 50 W였다. PS 박막의 두께가 40 nm로 얇기 때문

에 높은 출력으로 식각을 진행하면 PS가 식각용 마스크

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손상되기 때문에 낮은 출력

으로 진행하였다. 식각 후에는 산소플라즈마로 ashing 공

정을 진행하여 여분의 PS가 제거되도록 하였다. 

Fig. 3은 식각 및 ashing 공정이 끝난 후에 시편의 표면

을 전자현미경으로 촬영한 사진이다. 식각 시간을 90초에

서 120초까지 10 초 간격으로 증가시키면서 식각을 진행

하였다. Fig. 3(a)는 식각시간을 90초간 진행했을 때의 전

자현미경 사진이다. PS의 패턴이 산화막 위에 그대로 전

사되었음을 볼 수 있다. 사진에서 밝은부분은 산화막이 남

아있는 부분이고 어두운 부분은 밝은 부분보다 깊게 식각

이 진행된 부분임을 보여준다. 부분적으로 얼룩 무늬가 나

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PS 나노패턴이 형성될 때

실린더 패턴이 완전하게 형성되지 않고 실린더의 바닥부

분이 얇은 PS로 막혀있었다가 식각이 진행될 때 다른 부

분에 비해서 식각이 덜 진행된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은 얼룩무늬는 식각 시간이 진행됨에 따라서 사

라지는 것을 Fig. 3(b), (c)를 통해서 확인 할 수 있다. 또

한 식각 시간을 90초부터 110초 까지 증가시킴에 따라서

형성되는 기공의 크기가 증가하는 것을 Fig. 3(a), (b), (c)

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기공의 크기는 90초, 100초,

110초 식각 시간에 따라서 각각 18 nm, 20 nm, 22 nm로

나타났다. 식각이 진행됨에 따라서 PS가 모두 식각되고

식각 마스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산화막 전면

에 걸쳐 식각이 진행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Fig. 3(d)

의 사진은 식각 시간이 120초 였을 때의 시편의 표면을

관찰한 전자현미경 사진이다. 사진을 보면 PS 나노패턴

과 같은 형태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식각이 진행되면서 산화막이 모두 제거되었

다는 것을 뜻한다. Fig. 3(c)에서는 패턴이 남아 있었는데

10 초간의 식각을 더 진행한 Fig. 3(d)에서 패턴의 흔적이

사라졌다는 것은 Fig. 3(c)와 같이 110초 동안 식각을 진

행된 이후, PS 마스크 없이 식각이 계속 진행되어 산화막

에 전사된 나노패턴의 모양이 사라진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식각이 진행됨에 따라서 산화막 기공의 크기가 계

속해서 증가하는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PS의 나노패턴이 산화막에 전사되었고 이 패턴이

GaAs 기판까지 전사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산화막

을 제거해야 했다. 산화막 표면상에서 나노패턴의 흔적

이 남았을지라도 20 nm에 이르는 산화막을 식각하지 못

하면 PS의 패턴이 GaAs 기판에 전사되지 못하기 때문이

다. Fig. 4(a)~(d)은 시편을 불산(10 %)에 30초간 처리하

여 습식식각을 진행한 후 촬영한 전자현미경 사진이다.

Fig. 4(a)는 RIE 공정을 90초 진행한 후 산화막을 제거한

전자현미경 사진이다. Fig. 3(a)에서는 관찰되었던 PS 나

노패턴과 같은 형태의 패턴들이 Fig. 4(a)에서는 관찰되

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이는 PS 나노패턴이 산화막에 전사되었으나 식각 시간

이 충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실린더 형태의 패턴이

GaAs 기판까지 진행되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PS 나노패

턴 박막이 사라졌으나 패턴의 형태가 산화막에 전사된 상

태로 식각이 진행되었으나 실린더 형태의 식각패턴의 밑

부분이 GaAs에 도달하지 못했다. 

Fig. 2. SEM image of PS nanopatterns on SiO2/GaAs substate (a)

and Pore diameter distribution of PS nanotemplate (b). 

Fig. 3. SEM images of substrate after dry etching process. RIE

process time was (a) 90 sec, (b) 100 sec, (c) 110 sec and

(d) 120 sec,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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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c)와 Fig. 4(c)에서는 PS의 패턴이 GaAs 표면에

전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RIE 공정을 100초간 진행

한 Fig. 4(b) 사진에서는 비교적 균일한 형태의 패턴이

GaAs위에 전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Fig. 4(c)

사진에서는 부분적으로 식각이 불균형하게 진행되어 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Fig. 3(c)에서 기공과 기공

이 연결되면서 기공의 크기가 증가하였고, 기공의 크기

가 증가함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식각되는 비율이 증가하

는 것으로 사료된다. SF6 가스의 경우, 일반적인 수 마이

크로미터 크기의 패턴을 식각할 때의 식각비와 수십 나

노미터 크기의 패턴을 식각할 때의 비율이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4)

식각 패턴의 크기가 증가하게 되면 식각비 또한 변화

하게 되는데 Fig. 3(c)에서와 같이 기공과 기공이 이어져

GaAs의 노출면적이 증가하게 되면 식각비가 증가하게

되어 Fig. 4(c)의 결과와 같이 부분적으로 식각이 불규칙

하게 되어있는 형태를 발견할 수 있다. Fig. 4(d)는 RIE 공

정을 120초 진행한 후 불산 처리를 했을 때의 사진이다.

Fig. 3(d)에서 산화막이 모두 제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듯이 Fig. 4(d)에서 패턴이 남아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Fig. 4(a)와 Fig. 4(d)를 비교했을 때,

Fig. 4(a)는 건식 식각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은 평탄한

GaAs 표면을 관찰 할 수 있으나, Fig. 4(d)의 경우는 산화

막이 모두 제거 된 후에도 식각이 진행되어 표면에 건식

식각으로 인해 손상된 표면의 형태를 관찰할 수 있다. 따

라서 건식 식각을 90초간 진행했던 시편은 패턴이 전사

된 산화막은 남아 있으나 패턴이 GaAs 표면까지 도달하

지 못하였고, 식각을 100초에서 110초 사이로 진행한 시

편은 PS 나노패턴이 산화막에 전사되고 GaAs 표면까지

도 통하여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20초 동안 식각을 진행

한 시편은 PS와 산화막이 모두 식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결 론

블록 공중합체를 이용하여 기공의 밀도가 높은 다공성

실리콘 산화물 박막이 GaAs 기판 상에 형성하였다. 자기

조립 형태로 배열하는 블록공중합체는 PS 기반에 벌집

형태로 배열된 PMMA 가 기본적인 구조를 이루었다.

PMMA를 아세트산으로 제거하여 PS만 남아있는 나노미

터크기의 마스크를 형성하였다. 형성된 나노패턴을 건식

식각용 마스크로 사용하여 PS의 나노패턴이 산화막 기판

상에 전사되도록 하였다. 식각 시간을 조절하여 산화막

에 형성된 기공이 GaAs 표면까지 연결되도록 하였고 이

는 불산으로 산화막을 제거하여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형성된 나노패터닝 된 산화막이 있는 GaAs 기판은 부분

적으로 노출된 GaAs의 선택적 성장법을 이용하여 고밀

도의 GaAs 나노선 다발을 제작하는 데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문헌

1. F. S. Bates and G. H. Fredrickson, “Block Copolymer Ther-

modynamics: Theory and Experiment”, Annu. Rev. Phys.

Chem., 41, 525(1990).

2. G. B. Kang, S. -I. Kim, Y. T. Kim and J. H. Park, “Fabrication

of metal nano dot dry etching mask using block copolymer

thin film”, Curr. Appl. Phys., 9, s82(2009).

3. Charls T. Black, “Block copolymers: Nanowire arrays build

themselves”, Nature Nanotechnology, 2, 464(2007)

4. G. B. Kang, S. I. Kim, Y. H. Kim, M. C. Park, Y. T. Kim and

C. W. Lee,” Tungsten Nanodot Arrays Patterned Using

Diblock Copolymer Templates”, Jpn. J. Appl. Phys., 46, 2,

856(2007).

5. B. Zhao and W. J. Brittain, “Polymer brushes: surface-immo-

bilized macromolecules”, Prog. Polym. Sci., 25, 5, 677(2000).

6. G. B. Kang, S. I. Kim, Y. H. Kim, M. C. Park, Y. T. Kim and

C. W. Lee ”Fabrication of Si Nano Dots by Using Diblock

Copolymer Lithography” Journal of Microelectrinics & Pack-

aging Society, 14, 2, 17(2007).

7. U. Jeong, D. Y. Ryu, J. K. Kim, D. H. Kim, T. P. Russell and

C. J. Hawker, “Volume Contractions Induced by Crosslinking:

A Novel Route to Nanoporous Polymer Films” Adv. Mater.,

15, 15, 1247(2003).

8. K. W. Guarini, T. B. Charles and S. H. I. Yeung, “Optimiza-

tion of Diblock Copolymer Thin Film Self Assembly” Adv.

Mater., 14, No. 18, 1290(2002).

Fig. 4. SEM images of oxide-layer-removed GaAs substrate after

hydrofluoric acid rinse. RIE process time was (a) 90 sec, (b)

100 sec, (c) 110 sec and (d) 120 sec, respective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