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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two-photon induced photoreduction process suggests a possibility for fabricating complicated metallic 
microstructures which can be applied to 3-D micro-circuits and optical devices, etc. The process employs the 
photoreduction of silver ions in a metallic solution which is composed of metallic salt (AgNO3) and water-
soluble polymer ((poly(4-styrenesulfonique acid) 18wt. % in H2O, (C8H8O3S)n)). In this process, the 
improvement of the resolution and the uniformity of fabricated metallic structures are important issues. To 
address these problems, continuous forming window (CFW) is obtained from a parametric study on the 
conditions of laser power and scanning velocity and the direct seed generation (DSG) method is proposed. 
Silver nano particles are uniformly generated in a metallic solution through the DSG method, which enables 
the decrease of a laser power to trigger the photoreduction of silver ions as well as the increase of metal 
contents in a metallic solution. So the two-photon induced photoreduction property of a metallic solution is 
improved. Through this work, precise silver patterns are fabricated with a minimum line width of 400 nm.  

 
  

1. 서 론 

최근 나노/마이크로 제작기술의 발달로 기능성 
부품이나 제품이 점차 소형화, 집적화 되어 그 활
용 범위가 바이오 산업에서 항공우주 산업까지 다
양하게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기능성 마이크로 
부품 제작에는 일반적으로 고분자 재료가 많이 쓰
이고 있으며, 고강성 및 내화학 성질이 필요한 부

분에 대해서는 세라믹 재료가 주로 쓰이고 있다. 
특히 금속은 우수한 전기전도성으로 전자회로를 
구성하는 재료로 쓰일 뿐만 아니라 나노/마이크로 
크기로 작아짐에 따라 고굴절률 및 표면 플라즈몬 
공명 현상 등의 우수한 광학적 성질을 지니게 되
어 고효율 광학소자 등을 제작할 수 있는 재료로 
그 활용가능 범위가 매우 넓다.(1~3)   
물리적 증착방법(physical vapor deposition; PVD), 

화학적 증착방법(chemical vapor deposition; CVD), 
전기도금(electroplating)은 금속 미세 패터닝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공정으로서 대면적 고정밀 패터

닝에 매우 유리하다. 최근에는 고집적, 고효율 3
차원 광/전자 소자 제작을 위하여 반복적인 패터

닝 공정과 식각(etching) 공정이 주로 이용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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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제작할 형상이 복잡해짐에 따라 많은 공정

이 반복되어야 하며 완전한 3 차원 마이크로 금속

형상을 제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금속재료를 이용하여 3 차원 마이크로 회로소자 
및 고기능성 광학소자를 제작할 수 있는 신개념 
공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최근 광원의 회절한계를 극복하여 100 nm 급 정밀

도를 지니고 3 차원 마이크로 형상제작에 유리한 이
광자 흡수 현상(two-photon absorption)을 이용한 3 차

원 미세형상 제작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하
지만 이광자 흡수 현상을 이용하여 고분자(4~6) 및 세
라믹(7) 재료를 이용한 3 차원 미세형상 제작에 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진 반면 금속 재료를 이용한 연
구는 최근에 이루어져 아직 초기단계에 있다.(8~10)  

금속의 경우 이광자 흡수 광환원 현상(two-
photon induced photoreduction)을 이용하여 원하는 
위치에 금속이온을 환원시켜 3 차원 마이크로 금
속형상을 제작할 수 있다. 기존의 이광자 흡수 광
환원 현상을 이용한 3 차원 마이크로 금속형상 제
작 방법으로는 크게 수용액 상태에서 금속이온을 
환원 시키는 방법(11,12)과 금속이온 배열 향상을 위
한 기능성 고분자를 이용하여 금속이온을 광환원 
시키는 두 가지 방법(13,14)이 이용 되고 있다. 수용

액 상태에서 금속이온을 환원시키는 방법은 환원

제의 역할과 열 발생에 대한 안정화 역할을 하는 
물 (H20)을 이용하며, 금속이온 수용액에 다른 물
질이 포함되지 않아 순수한 금속만의 형상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환원된 금속이 레이저에 의해 가
열됨에 따라 금속이온 수용액 내부에 기포가 발생

하기 쉬워 국부적인 광환원 결핍 현상이 일어나며 
이에 따라 균일한 금속형상 제작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금속이온 수용액에 기능성 고분자를 이용하

는 방법은 금속이온을 금속 수용액 내에 균일하게 
배열할 수 있으며 고상 상태에서 공정이 진행함에 
따른 열 발생을 줄여 제작의 안정성을 높여 정밀

한 마이크로 금속형상 제작에 유리하다. 하지만 
미세한 열 발생에 의한 형상 왜곡 및 형상 정밀화

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금속이온을 균일하게 배열시켜

주는 기능성 고분자를 포함한 금속이온 수용액을 
이용한 이광자 흡수 광환원 공정의 정밀화를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레이저 출력, 스캐

닝 속도 등 주요 공정변수에 대하여 균일한 금속

형상을 제작할 수 있는 균일 제작조건(continuous 
fabrication window; CFW)을 도출 하였고 이광자 흡
수 광환원 효율을 높이기 위한 금속이온 수용액의 
초음파 가진을 통한 금속나노입자 생성방법(direct 
seed generation method; DSG)을 제안하여 마이크로 
금속형상 제작에 대한 정밀도 개선을 수행하였다.  

   
 
 
 
 
 
 
 
 
 
 

Fig. 1 Schematic diagram of the developed two-photon induced 
photoreduction system 

2. 이광자 흡수 광환원 공정 

2.1 이광자 흡수 광환원 공정 시스템  
이광자 흡수 광환원 공정 시스템은 Fig. 1 과 같

이 이광자 흡수 현상을 발생시키기 위해 광원으로 
작동 주파수 80 MHz, 펄스 폭(pulse width) 80 fs 인 
펨토초 레이저(femtosecond laser)를 사용하였고 옵티

컬 셔터를 레이저 경로에 위치시켜 레이저의 on/off
를 제어 하였다. 레이저 빔의 위치는 고정시키고 
시편의 3 축 위치 제어를 하기 위해 0.1 nm 의 정밀

도(resolution)를 갖는 피에조 스테이지 (piezo stage)
를 사용 하였다. 정밀한 형상 제작을 위해 개구수

(numerical aperture)가 1.4 인 옵티컬 렌즈를 사용하

여 레이저 빔의 초점 크기를 작게 만들었다. 시편

은 150 ㎛ 두께의 커버 글라스(cover glass) 위에 금
속이온 수용액을 스핀코팅(spin coating)하여 만들었

으며, 스핀코팅 되는 과정에서 일부 수분 증발과 
함께 첨가된 고분자가 고상화 되어 금속 이온이 균
일하게 배열된 시편을 만들 수 있다.  

 
2.2 이광자 흡수 광환원 공정 재료 

금속이온 수용액은 금속이온의 배열을 균일하게 
해주며 자체 광경화 성질이 없는 고분자인 PSS 
((poly(4-styrenesulfonique acid) 18wt. % in H2O, 
(C8H8O3S)n))에 질산은 (AgNO3)을 녹여 만든다. Fig. 
2 는 이광자 흡수 광환원 공정에 의해 금속이온이 
환원되어 마이크로 금속형상이 제작되는 과정을 
나타낸 그림이다. 금속이온 수용액은 Fig. 2(a)와 
같이 물에 녹아 음전하를 갖는 PSS 고분자와 양전

하를 갖는 금속이온간의 정전기적 인력으로 금속

이온이 균일하게 배열된 상태로 만들어 진다. 이
러한 금속이온 수용액은 커버 글라스 위에 스핀코

팅 되어 고상화 되며 레이저 조사에 따른 이광자 
흡수 현상에 의해 Fig. 2(b)와 같이 물 분자가 전자 
(electron)를 쉽게 내어줄 수 있는 라디칼(radical) 
상태로 들뜨게(excited stat) 된다. 이렇게 물로부터 
생성된 전자를 주변의 금속이온이 받아 금속입자  



손  용 · 임태우 · 양동열 · Prabhakaran Prem · 이광섭 

 

756 

 
 
 
 
 
 
 
 

(a)                      (c) 
 
 
 
 
 
 
 
 
 
 
 
 
 

(b) 
 

Fig. 2 Schematic illustration of a two-photon induced 
photoreduction process. (a) A metallic solution, (b) 
two-photon induced photoreduction process, 
electron transfer from the excited water to Ag+(c) 
generation and growth of silver particles with a 
polymer 

 
 
로 환원되며, 환원된 금속입자들은 서로 엉겨 붙
어 Fig. 2(c)와 같이 금속형상을 이루게 되다. 이 
때 일부 PSS 고분자가 레이저 조사에 따른 열에 
의해 경화되어 환원된 금속들 사이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므로 제작된 금속형상의 금속함유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금속이온 수용액 내의 금속이온 
비율을 높일수록 유리하다. 하지만 금속이온 수용

액 내에 일정 이상의 금속이온이 함유될 경우 시
편제작 중 PSS 의 고상화 과정에서 PSS 와 결합하

지 못하고 물에 녹아있는 금속 이온이 저절로 질
산은으로 석출되는 현상이 발생하여 이광자 흡수 
현상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금속이

온 수용액이 질산은을 최대한 균일하게 혼합할 수 
있는 1.5 M 농도의 금속이온 수용액을 사용하였다. 

3. 이광자 흡수 광환원 공정변수 분석 
및 균일 제작조건 도출 

이광자 흡수 광환원 공정변수로는 레이저 출력

과  레이저  스캐닝  속도를  들  수  있다 .  여기서  

 

 

 

 

 

 

 

 

 

 

(a) 
 
 
 

 
 
 
 
 
 
 
 

(b) 
 

Fig. 3 SEM images of lines fabricated using two-photon 
induced photoreduction process with various 
scanning velocity and variation of laser power (a) 
80 mW, (conditionⅠ: fabrication condition of 
continuous lines, conditionⅡ: discontinuous lines), 
(b) 200 mW using the 1.5 M metallic solution 
(conditionⅢ: double lines) 

 

 
 

스캐닝 속도는 안정적인 피에조 스테이지의 제어

를 위해 단위 조사간격을 40 nm 로 고정하고 단위 
조사시간을 변화시켜 제어 하였다. 이러한 공정변

수의 변화가 실제 이광자 흡수 광환원 공정을 이
용한 마이크로 금속형상 제작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 실험을 통하여 알아보았다. Fig. 3 은 1.5 M 
금속이온 수용액을 이용하여 레이저 스캐닝 속도 
(40 nm/1 ms ~ 40 nm/10 ms) 및 출력(80 mW, 200 
mW)의 변화에 따라 제작된 금속 선형상을 나타

낸 사진으로 Fig. 3(a)는 80 mW, Fig. 3(b)는 200 mW 
출력에서 제작된 결과이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
해 레이저 조사조건이 적절한 conditionⅠ에서는 
균일한 단일선이 제작되었으며 레이저 조사량이 
불충분한 conditionⅡ에서는 일부만이 제작되었고 
레이저 조사량이 과도한 conditionⅢ에 대해서는 

이중선이 제작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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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4 Schematic illustration of the formation procedure 
of the double line. Metal particles were pushed out 
by thermal effects due to light absorption. (a) the 
formation of metal particles, (b) the  thermal 
effect due to light absorption by metal particles, (c) 
the formation of the double line 

 
 
 
 
 
 
 
 
 
 
 
 
 
 
 
 

Fig. 5 Experimental results on the variation of line width 
depending on exposure time and laser power using 
the 1.5 M metallic solution 

 
 

Fig. 4 는 이광자 흡수 광환원 과정 중 열 발생

에 의해 금속 형상이 이중선으로 제작되는 과정을 
나타낸 그림으로 Fig. 4(a)와 조사된 레이저에 의한 
이광자 흡수 광환원 현상에 의해 금속 입자들이 
환원되며, 이러한 금속입자들은 Fig. 4(b)와 같이 
가우시안 빔(gaussian beam) 형태로 조사되는 레이

저 빔을 흡수하여 빔 중앙부에 높은 열을 발생시

킨다. 이러한 국부적인 열 발생은 물을 기화시키

거나 금속이온 수용액에 포함되어 있는 PSS 를 분
해하여 미세 기포를 생성하기 때문에 Fig. 4(c)와 
같이 환원된 금속입자들이 레이저 초점 중심 양쪽

으로 밀려나 이중선 형태로 형상이 제작되는 것이

다. 그러므로 이광자 흡수 광환원 현상을 일으키

면서 열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레이저 조

사 조건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Fig. 5 는 1.5 M 금속이온 수용액을 이용하여 레

이저 스캐닝 속도(40 nm/1 ms ~ 40 nm/10 ms) 및 출
력(60 mW ~ 200 mW)의 변화에 따라 제작된 마이

크로 금속형상의 특성 및 선폭을 나타낸 그래프이

다. 결과와 같이 균일한 금속 형상을 제작할 수 
있는 조건인 condition Ⅰ의 영역을 1.5 M 금속이

온 수용액을 이용한 이광자 흡수 광환원 공정에 
대한 CFW 로 도출 할 수 있으며, 이 영역에서의 

최소 에너지 조건인 레이저 출력 60 mW, 단위 조
사시간 9 ms 을 이용하여 최소 선폭 560 nm 인 균
일한 금속선을 제작 할 수 있다. 

  

4. 초음파 가진을 이용한 금속나노입자 
생성을 통한 금속형상 제작 정밀화   

이광자 흡수 광환원 공정을 이용한 마이크로 금
속형상 제작의 정밀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금속 나
노입자를 금속이온 수용액에 포함시켜 이광자 흡
수 광환원 효율을 높이는 것에 대한 연구가 이루

어졌다.(15) 이 경우 금속이온 수용액 내부에 금속 
입자를 고르게 분산시키기 위해 금속입자 표면을 
고분자로 코팅 시키기 위한 분산제의 개발 및 이
에 따른 금속이온의 함유량 향상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한 상태이다. 한편, 
금속나노입자 생성 방법들 중 초음파 가진

(ultrasonic sound waves radiation)을 이용하여 수용액 
상태의 금속 이온을 환원시켜 간단하게 금속 나노

입자를 생성하는 방법에 관한 연구가 있다(16,17).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광자 흡수 광환원 공정을 

이용한 마이크로 금속형상제작 정밀화를 위하여 
초음파 가진을 이용하여 금속이온 수용액 내부에 
직접적으로 금속나노입자를 생성시키는(direct seed 
generation; DSG)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 방법을 이
용하게 되면 인위적으로 분산제를 통해 금속 나노

입자를 첨가할 필요 없이 금속이온 수용액 내부에 
금속나노입자를 생성시킬 수 있으며 이렇게 생성

된 금속나노입자는 이광자 흡수 광환원 효율을 높
여 낮은 레이저 조사 조건에서 이광자 흡수 광환

원을 가능하게 해주어 정밀한 마이크로 금속형상 
제작에 유리하다. 금속이온 수용액 내부에 금속나

노입자가 생성되는 원리는 초음파가진에 따른 공
동현상(cavitation)의 발생으로 수용액 내부에 국부

적인 마이크로 기포가 발생하며, 일정 크기 이상

이 된 마이크로 기포는 파열(implosion)하여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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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Preparing the metallic solution with metal nano-
particles by sonication. (a) a metallic solution and 
(b) a metallic solution with ultrasonic sound 
treatment 

 
 

5000 ℃, 2000 atm 의 에너지를 발생한다.  이러한 
에너지는 물 분자를 라디칼 상태로 분해하여 전자

를 쉽게 내줄 수 있게 해주며 이렇게 생성된 전자

에 의해 금속 이온이 국부적으로 환원되어 금속나

노입자를 생성 하게 된다. 
Fig. 6 은 초음파 가진을 통해 금속이온 수용액

내부에 금속나노입자가 생성되는 것을 나타낸 것
으로 Fig. 6(a)는 PSS 에 의해  금속이온이 균일하

게 배열된 금속이온 수용액의 상태를 나타내며 
Fig. 6(b)는 DSG 방법에 의해 일부의 금속이온들이 
환원되어 금속이온과 금속 나노입자가 같이 배열

되어 있는 금속이온 수용액의 상태를 나타낸다. 
이렇게 DSG 방법을 이용하면 금속이온 수용액 내
부에 수 나노크기의 금속입자를 균일하게 생성할 
수 있다. 또한 금속이온 수용액이 금속이온과 금
속나노입자를 함께 함유하기 때문에 금속이온 수
용액 내부에 포함되는 금속의 함유량을 증가시켜 
2.0 M 농도의 금속이온 수용액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제작된 금속 형상의 금속 함유량을 증가 시
킬 수 있다. 

금속이온 수용액을 초음파 가진 하기 위해 물 
중탕 법을 이용하였으며 실험에 사용된 초음파 가
진 장치는 Fisher. Scientific 사의 FS20H 모델로 사
용된 주파수는 42 kHz 이다. 초음파 가진에 의한 
금속나노입자 생성을 측정하기 위해 입도 분석을 
하였다.  

 
 
 
 
 
 
 
 
 
 
 
 

Fig. 7 Experimental results on the variation of particle 
size depending on ultrasonic sound waves 
radiation time for the 2.0 M metallic solution 

 
 

입도 분석 실험 장치로는 Malvern Instruments 사의 
Zetasizer Nano ZS 모델을 사용 하였으며 0.6 nm ~ 6 ㎛ 
크기의 입자를 측정할 수 있다. 입도 분석 실험은 
초음파 가진을 통하여 최대 금속이온을 함유할 수 
있는 2.0 M 금속이온 수용액을 갖고 수행 하였으며 
초음파 가진 시간 변화(0 ~ 15 min)에 따른 금속 입자 
생성 여부와 그 크기를 측정 하였다. Fig. 7 은 2.0 M 
금속이온 수용액의 초음파 가진 시간에 따라 생성된 
금속 입자의 크기를 측정한 결과이다. 초음파 가진

에 의해 금속 나노입자가 생성 됨을 알 수 있으며 
그 크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커짐을 알 수 
있다. 초음파 가진 시간이 약 15 분 정도 되었을 때 
환원된 금속 나노입자의 크기는 약 8 nm 까지 생성

됨을 알 수 있고 시간에 따라 생성된 금속 입자의 
크기는 균일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15 분 이상의 시
간에 대해서는 생성된 금속 입자들간 엉겨 붙음

(aggregation)이 일어나기 시작 하였으므로 금속이온 
수용액 내부에 금속 나노입자를 균일하게 생성하는 
조건은 초음파 가진 10 분을 가하여 약 8 nm 크기의 
금속 입자를 생성 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DSG 방법을 이용한 금속 나노입자 

생성 방법은 금속이온 수용액 내에 나노 크기의 
금속 입자를 균일하게 생성할 수 있는 유리한 방
법임을 확인 하였고, 이에 따른 이광자 흡수 광환

원 공정을 이용한 금속형상 제작 실험을 수행하였

다. Fig. 8 은 10 분 동안 초음파 가진을 가해 금속 
나노입자를 생성시킨 2.0 M 금속이온 수용액을 이
용하여 레이저 스캐닝 속도(40 nm / 1 ms ~ 40 nm / 
10 ms) 및 레이저 출력(60 mW ~ 200 mW) 변화에 
따라 제작된 금속형상의 제작특성 및 선폭을 나타

낸 그래프이다. Fig. 5 의 결과와 비교하면 200 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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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Experimental results on the variation of line width 
depending on exposure time and laser power using 
the 2.0 M metallic solution with 10 min sonication 

 
 
의 레이저 출력인 경우 모든 스캐닝 속도에 대해 
이중 선으로 제작되는 것은 동일하지만 60 mW 출
력에 대해서는 단위조사 시간이 7 ms 에서 5 ms 
로 감소하여도 균일하게 제작됨을 알 수 있다. 이
러한 결과는 금속이온 수용액이 금속나노입자를 
포함함에 따라 이광자 흡수 광환원 효율이 증가하

여 더욱 낮은 레이저 에너지 조건에서도 균일한 
금속 형상이 제작 가능함을 알려준다. 이 경우 최
소 레이저 조사조건인 레이저 출력 60 mW, 단위   
조사 시간 5 ms 에 대하여 최소 선폭 400 nm 인 균
일한 금속선을 제작할 수 있다. 

5. 금속형상 제작 예제 

본 연구에서 도출한 이광자 흡수 광환원 공정 
조건을 이용하여 정밀한 2 차원 마이크로 금속형

상을 제작 하였다. Fig. 9 는 세종어제훈민정음(世宗

御製訓民正音)의 일부분을 이광자 흡수 광환원 공
정을 이용하여 제작한 것으로 2.0 M 금속이온 수
용액에 대하여 레이저 출력 60 mW, 스캐닝 속도 
40 nm / 5 ms 조건을 이용하여 제작 하였다. 제작된 
금속 형상의 전체 크기는 65 ㎛ × 140 ㎛ 로 약 6
㎛ 크기의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다. 결과와 같이 
정밀 마이크로 금속 형상 제작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이광자 흡수 광환원 공정을 이용 
한 마이크로 금속형상 제작공정에 있어 그 형상 

 
 
 
 

 
 
   
 
 
 
 
 
 
 
 

Fig. 9 SEM image of the micro Korean script fabricated 
by two-photon induced photoreduction process: 
laser power 60 mW, unit exposure time 5 ms, 2.0 
M metallic solution 

 
 

정밀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균일하게 연결된 금속

선을 제작할 수 있는 균일 제작영역(CFW)을 도출 
하였다. 또한 초음파 가진을 통한 금속이온 수용

액 내부에 직접적으로 금속나노입자를 균일하게 
생성시키는 DSG(direct seed generation) 방법을 제안

하였다. 제안된 방법을 이용하여 이광자 흡수 광
환원 효율 증가에 따른 최소 레이저 조사조건인 
레이저 출력 60 mW, 단위 조사시간 5 ms 에 대하

여 최소 선폭 400 nm 의 균일한 금속선을 제작 하
였고 나노급 정밀도를 갖는 복잡한 2 차원 패턴을 
제작할 수 있었다. 향후 본 공정을 응용한 다양한 
2-D/3-D 형상 제작을 통하여 다양한 응용사례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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