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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bility to form high quality nano-/micro- patterns is very important for the nanofabrication

of high-density electronic devices. However, remaining challenges have yet to be resolved, including low

quality roughness, low pattern resolution, and the highly complex process. In this study, we suggest a novel

and simple method for creating high quality patterns, controlling the surface roughness of the target

substrates with a polishing process. We systematically investigated the effect of surface roughness on pattern

generation, using a nanotransfer printing (nTP) process on target Al2O3 substrates. We successfully formed

highly ordered nanoscale functional patterns on well-defined surfaces, using a mirror-polishing process,

compared to normally-polished substrates. In addition, we demonstrated well-printed Sn nanopatterns on

various metal (Cu and Fe) substrates. Close-up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images clearly show well-

defined patterns on the mirror-polished substrates. Based on these results, we expect that by mechanically

modifying substrate surfaces, the yield and quality of pattern formation can be improved, and that this

approach can be extended to other patterning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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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전자소자의 고집적화, 초소형화에 대한 관심이 크

게 증가함에 따라 국내외 기업들이 고해상도 미세 패턴 형

성 기술을 개발하고 양산화에 접목시키기 위하여 많은 노

력을 기울이고 있다. 왜냐하면, 소자의 고집적화를 통해 신

호 전달 속도를 향상시켜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고, 초소형화를 통해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면서 최종

적으로 생산성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패터닝 관련 신기술의 개발은 웨어러블 전자기기[1-4], 에

너지 생성 및 변환장치[5-8], 사물인터넷 (Internet of Things,

IoT) 기반 휴대용 건강관리[9-12] 기기 등의 차세대 전자

소자를 제작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고, 더욱

미세한 패턴을 형성하여 소자를 고집적화/소형화 하고 성

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보다 신속하면서도 저비용 공정 시스템을 확보하기 위하여

많은 시도들을 하고 있다 [13-18].

그러나, 나노-마이크로급 미세 패턴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기판의 소재, 거칠기 그리고 평탄도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

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반도체, 전

자소자 등을 제조하는 회사의 양산 라인에서는 패터닝이

이루어지는 표면에서 발생되는 아주 미세한 오염도 제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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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진공 또는 크린룸 환경에서 공정을 진행한다. 실

제로 반도체 소자 제작 공정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기판의

표면에 존재하는 유기오염물, 산화막 등의 불순물 외에도

미세한 파티클까지 제거하기 위한 세정공정과 함께 표면거

칠기 조절 관련 공정을 진행하고 있다. 그 중, 파티클의

존재로 인한 오염은 리소그래피 공정에서는 최종적으로 형

성되는 패턴에 결함을 가져올 수 있고, 소자의 배선 상에

서 동작을 방해하는 등 불량의 원인이 되어 생산 수율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절해야 할 위험요인으

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전자소자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실

리콘이나 금속 기판 상에 패턴을 형성해야 하는 경우가 많

은데, 기판의 결함 크기가 패턴의 선폭보다 크다면 패턴이

형성되기가 어려울 수 있고, 형성이 되더라도 끊어짐, 뒤틀

림, 합선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다.

이뿐만 아니라, 반도체 공정 중 배선 공정에 있어서 금

속 박막과 산화물 막질을 형성하고 폴리싱 공정이 필수적

으로 사용되는데, 이 때 폴리싱 후의 표면 거칠기 상태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최근에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가 실리콘 웨이퍼 보다 전기가 튀는 현상이 적고 더욱 얇

게 구현이 가능한 유리기판을 반도체 공정에 적용하면서

반도체 탈실리콘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갈륨비소

(GaAs), 인듐인 (InP), 인듐안티몬 (InSb)등의 화합물이 실

리콘에 비해 전자의 이동속도가 6배 빠르다는 사실이 증

명되었으며 고성능 통신 소자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소재의 기판에 미

세 패턴을 형성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며 해당 소재 기

판들의 표면을 평탄하게 만드는 기술 역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세 패턴을 타겟 기판 위 성공적으로

형성하기 위해 패터닝 되는 타겟기판의 표면 거칠기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먼저, 집적회로 (Integrated

Circuit, IC) 및 히터 기판 등으로 널리 사용되는 알루미나

(Al2O3) 기판을 단계별 (normal polishing 및 mirror-

polishing)로 연마하여 기판의 표면 상태를 살펴보았다. 해

당 기판들에 나노패턴전사프린팅 (nanotransfer printing,

nTP) 공정을 사용하여 패턴을 전사하고 주사전자현미경

(scanning electron, SEM) 분석을 통해 패턴의 형성 및

결함 여부를 분석하였다. 더 나아가서, 기판의 다양화를 위

해 Cu와 Fe 금속기판에서도 연마 및 패턴 형성을 실시하

고, 기판의 표면에 따른 나노 패턴이 컨택 (contact)에 의

한 패턴전사 프린팅 공정 기반하여,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관찰하였다.

2. 실험 방법

나노-마이크로 패턴의 성공적인 형성을 위해 기판의 거

칠기 및 평탄도를 단계적으로 제어한 후, 패턴을 패턴전사

프린팅 공정을 진행하고 전사된 패턴의 형상 및 형성 정도

를 분석하였다. 그림 1의 위쪽은 나노-마이크로 패턴의 형

성을 위한 패턴전사 프린팅 (nanotransfer printing, nTP)

공정에 대한 순서도이다. 그리고, 아래 그림은, 기판의 표

면 상태 (거칠기, roughness)에 따라서 어떻게 패턴이 형성

되는지를 비교 도식화한 것이다. 패턴전사 프린팅 공정을

살펴보면, 우선, 포토리소그래피 공정으로 제작된 라인 형

상을 갖는 Si 마스터 몰드 상에 폴리머 소재를 스핀코팅 한

다. 본 연구에서는 저렴하고 범용적으로 많이 쓰이는 poly

(methyl methacrylate) (PMMA)를 사용하였으며, 6 wt%의

PMMA 용액을 5000 rpm의 속도로 23초 동안 회전시켜

코팅을 실시하였다. 코팅된 PMMA 박막을 접착성

Polyimide (PI) 필름으로 박리하면 마스터 몰드와 역상을 나

타내는 폴리머 복제 패턴을 얻을 수 있다. 해당 복제 패턴

위, sputtering, thermal evaporation, e-beam evaporation

등의 물리적 증착 (Physcal Vapor Deposition, PVD) 공

정을 통해 패터닝 하고자 하는 기능성 물질을 증착한다.

본 연구에서는, DC sputtering system을 사용하여 Sn 금

속 소재를 증착하였다. 증착은 3-inch Sn 타겟에 작업 진

공도 (5×10-3 Torr)를 설정하여 200 W의 전력을 인가함으

로써 진행되었다. PMMA 복제패턴 위 증착된 Sn 소재를

타겟 기판으로 전사하기 위하여, acetone과 toluene을

1.5:1로 혼합한 용액을 70 oC 온도로 가열해 발생하는 증기

에 노출시켜 어닐링을 진행하였다. 용매 증기 기반 나노패

턴전사프린팅 공정으로 기능성 물질을 단계적으로 (normal

polishing, mirror-polishing) 연마된 Al2O3 기판 위 전사하

였고, 최종적으로 전사된 패턴의 구조분석을 실시함으로써

기판의 표면과 패턴 전사율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

다. 즉, 폴리싱 하기 전의 초기 상태의 기판 상, 샌드페이

퍼에 의해 연마된 기판 상 (normal polishing), 그리고, 샌

드페이퍼 연마 후 마이크로 폴리싱한 기판 상 (mirror-

polishing)에서의 기판의 표면 거칠기는 달라지며, 거칠기에

따른 패턴전사 프린팅 후의 미세 패턴형성에 어떠한 영향

을 주는지를 비교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기판 위 nTP 공정을 통해 패턴

을 형성하고 기판 표면의 상태가 패턴의 형성에 미치는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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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기판을 연마하여 거칠기와

평탄도를 제어하고 단계별로 제어된 표면 상에 Sn 금속

라인 패턴을 형성하였다. 그리고 기판 표면이 개선됨에 따

라 패턴이 형성되는 확률이 높은지 알아보기 위해 전사된

패턴의 형상을 분석하였다.

그림 2는 Al2O3 기판의 표면을 단계적으로 연마하고

SEM을 사용하여 그 구조를 분석한 결과이다. 폴리싱을 하

기 전인, 초기 알루미나 (Al2O3) 기판 (그림 2a)의 표면은

매우 평탄하지 못하고, 다공성에 의한 매우 나쁜 거칠기를

보여준다. 하지만, 샌드페이퍼 (사포)에 연마를 실시함으로

써 돌출부와 침강부가 제거되면서 표면의 상태가 개선되기

시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b). 최종적으로 거

Fig. 1. Conceptual diagram for the formation of high quality patterns on the well-polished substrate via nanotransfer printing (nTP). Nano-/
micro- structures can be created by contact printing based on the nTP process. The well-polished surfaces obtained by the polishing process,
result in the well-defined patterns via excellent contact between functional patterns and the surface of substrate.

Fig. 2. Sequential surface modification of the Al2O3 substrates by polishing process. SEM images of (a) Initial state of the Al2O3 substrate,
(b) Normally-polished substrate, (c) Mirror-polished substrate. After mirror-polishing process, the Al2O3 plate shows very flat surface with a
small rough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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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연마 (mirror-polishing)를 실시한 기판은 매우 평탄하고

완벽하게 개선된 표면을 나타낸다 (그림 2c). 따라서, 연마

과정을 실시함으로써 평탄하지 못했던 기판의 표면 상태가

개선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표면의 거칠기

상태는, 접촉에 의한 패턴전사 프린팅 공정으로 기능성 구

조물을 형성할 때 매우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림 3은 각 단계별로 연마된 (initial-before polishing,

after normal polishing, after mirror-polishing) Al2O3기판

위 Sn 금속 패턴을 패턴전사 프린팅 공정을 통하여 형성

한 결과이다. 그림 3a와 같이, 표면 상태가 좋지 않았던

초기 기판 위로 전사된 패턴들은 그 형체를 알아볼 수 없

을 정도로 손상되었거나 끊어지는 등 패턴 형성 수율이 매

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공정으로서 연마를 실시하여 표면이 개선된 기판 위의 결

과는, 패턴의 윤곽이 나타나고 부분적으로 잘 전사된 패턴

이 관찰되었다 (그림 2b). 하지만, 여전히 끊어진 패턴 또

는 정렬성이 부족한 부분 (결함, defect)이 관찰된다. 이러

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하여, 미러폴리싱 공정을 진행하면

즉, 표면을 매끄럽고 평탄하게 만든 Al2O3 기판 위의 결과

는, 그림 3c와 같이 매우 잘 정렬된 패턴을 확인할 수 있

다. 따라서, 표면의 거칠기 정도가 미세패턴의 형성에 영향

을 줄 수 있으며, 거칠기가 제어되어 평탄화가 된 기판 상

에서 잘 정렬된 패턴의 형성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들을 바탕으로 해석을 하면, 나노-마이크로 패턴을 고

해상도로 얻기 위해서는 표면의 상태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접촉에 의한 패턴전사 프린팅 공정

뿐만 아니라, 유사한 패터닝 공정의 경우에서 또한 기판

표면의 거칠기의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 패턴전사 프린팅 하고자 하는 패턴의 크기가 더욱 작아

질 경우 (극미세), 전사되고자 하는 표면에 더욱 큰 영향을

받을 것이므로, 기판의 상태를 더욱 민감하게 제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는, Al2O3 기판을 단계별로 연마함에 따라 제어된

표면의 거칠기를 나타내고, 제어된 표면 위 전사된 패턴의

정도를 분석한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표면 개질을 위해

사포 (sand paper)와 Al2O3 분말을 연마재로 사용하였고,

연마는 총 4단계로 실시하였다. 연마에 사용된 연마재는

600, 1000, 2000 grit 사포, 그리고 50 nm 직경을 나타내

는 Al2O3 분말이고, 이를 각각 #1, #2, #3, #4로 명명하

였으며, 숫자가 작을수록 거친 연마재이고 숫자가 높을수

록 고운 연마재이다. 그리고, 개선된 표면의 상태는 S0~4

로 명명하였으며, S0은 연마 처리를 하지 않은 초기 상태,

S1~3은 각각 #1~3을 사용하여 연마된 표면, 그리고 #4를

사용하여 연마된 표면은 S4로 표기하였다. 여기서 거칠기

는, 표면 상에서 관찰되는 평평하게 이어지지 않은 부위의

Fig. 3. Roughness-dependency of the surface of the Al2O3 substrate on the transfer-printing of the functional patterns. Sn patterns with
widths of 1 µm on the (a) initial (before polishing), (b) normally-polished, and (c) mirror-polished Al2O3 substrates formed by nTP process.

Fig. 4. Effect of the improved surface roughness on the pattern
transfer yield. As the roughness of target substrate is precisely
controlled, the pattern transfer yield is impr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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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를 임의로 20군데 설정하고 그 폭을 측정하여 평균값

으로 산정하였다. 그 결과, 초기의 기판 (S0)에서는 약

1 mm 폭 이상의 거칠기가 관찰되었고, S1~3에서는 각각

280 µm, 50 µm, 15 µm의 거칠기가 관찰되었으며, S4는

약 0.05 µm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표현한 normal

polishing은 #1~3를 사용하여 연마를 거친 상태 (S3)이며,

mirror-polishing은, #1~4를 거친 상태 (S4)를 나타낸다. 추

가로, 거칠기의 제어와 패턴 형성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기판의 초기상태, normal polishing 후, mirror-

polishing 후 세 기판에 패턴전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살펴보았다. 각 상태별 기판 위 전사된 패턴의 면적을 계

산하여 총 면적으로 나눈 값을 패턴전사 수율 (transfer

yield (%))로 나타내었는데, 초기의 기판에서는 약 3% 정

도의 패턴만이 그 형상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에 반해,

normal polishing 및 mirror-polishing을 실시한 기판 상에

서는 완벽하게 전사된 패턴이 34%, 99%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표면의 거칠기가 개선될수록 패

턴이 성공적으로 잘 형성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즉, 50 nm 이하의 범위로 제어된 기판에서 1 µm의 패턴이

성공적으로 형성될 수 있으며, 표면의 거친 정도가 전사하

고자 하는 패턴의 폭 보다 더 넓다면 전사되지 못하고 끊

어지거나 뒤틀림 현상이 발생하여 패턴의 형성이 어렵다는

사실을 현미경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패

턴을 완전하게 형성하기 위해서는 전사하고자 하는 패턴의

선폭을 고려하여 기판의 표면 거칠기를 그 이하로 제어하

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림 5는 Al2O3 기판 외에 다양한 금속 기판에 대하여

표면의 거칠기 영향을 확인한 결과이다. 그림 5a와 5b는

Cu기판에 대한 결과이고, 그림 5c와 5d는 Fe기판에 대한

결과이다. 두 금속 (Cu와 Fe) 기판에 대하여, 폴리싱을 하

기 전 후의 표면 상태를 확인하고, 각각에서의 패턴전사프

린팅 공정을 진행한 후, Sn 라인 패턴의 형성이 얼마나

잘 되는지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림 5a에서 알 수 있듯이,

연마 공정을 진행하지 않은 Cu 금속 기판은 매우 거칠고,

거친 정도가 형성하고자 하는 패턴의 선폭 이상의 크기를

나타내므로 패턴을 전사했을 때 그 라인 형상이 완벽하게

구현되지 않았다 (그림 5a와 5c). 하지만, 표면을 폴리싱

공정을 통하여 평탄하게 만들고 난 후에는, 고정렬성을 갖

는 패턴이 성공적으로 형성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5b와 5d). 즉, 금속 소재 기판에서 또한 기판 표면

의 거칠기가 미세 패턴 형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고, 이는 다른 소재로 된 다양한 종류의 기

판에서도 잘 정렬된 미세 구조물 형성을 위한 패턴전사프

린팅에 있어서, 표면의 상태가 매우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 우리는, 패터닝 하고자하는 타겟 기판 표면

거칠기를 제어하기 위하여, 연마공정을 통하여 평탄화 작

업을 실시하였고, 표면의 거칠기가 패턴전사 프린팅 공정

을 통하여 얻어진 초미세 패턴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비교 분석하였다. 우선, 알루미나 (Al2O3) 비금속 소재 기

판의 표면을 단계적으로 연마하여 돌출된 부분 및 침강 부

분을 제거하여 비교적 평탄한 상태로 만들었다. 더 나아가

서 미세 입자 연마 공정을 통해 표면의 상태를 오염이 전

Fig. 5. Formation of Sn patterns on the well-polished surfaces of the various metal substrates. (a-b) Cu substrates, (c-d) Fe substrates. (a) and
(c) before polishing, (b) and (d) after mirror-polishing. All left images are surfaces of metal substrates before nTP process. All right images
are Sn patterns on the target metal substrates after nTP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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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 없는 거울 표면 상태까지 제어하였다. 알루미나 기판의

표면 상태에 따라서 형성된 미세 구조물 들의 수율과 균일

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 접촉에 잘 이루어지는 미러폴리싱

된 기판의 표면에서 미세 구조물이 훨씬 잘 형성됨을 알

수 있었다. 비금속소재 뿐만 아니라, 금속 소재 (Cu와 Fe)

에서 또한 표면의 거칠기가 패턴의 균일도에 큰 영향을 줌

을 알 수 있었다. 타겟 기판 거칠기의 크기는 패턴의 크기

보다 더욱 작아야 하며, 특히, 16 나노급 초미세 패턴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타겟 기판의 거칠기 또한 그 이하로 되

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결과는, 패턴전사 프린팅

공정뿐만 아니라 다양한 나노-마이크로 패터닝 공정에서도

적용될 것이므로 관련 후속 연구가 이루질 필요가 있다.

또한, 소자로의 응용과정에서도 소자의 특성 등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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