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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work presents a fabrication procedure to make large-area, size-tunable, periodically different shape metal arrays

using nanosphere lithography (NSL) combined with ashing and annealing. A polystyrene (PS, 580 µm) monolayer, which was

used as a mask, was obtained with a mixed solution of PS in methanol by multi-step spin coating. The mask morphology was

changed by oxygen RIE (Reactive Ion Etching) ashing and temperature processing by microwave heating. The Au or Pt

deposition resulted in size tunable nano patterns with different morphologies such as hole and dots. These processes allow

outstanding control of the size and morphology of the particles. Various sizes of hole patterns were obtained by reducing the

size of the PS sphere through the ashing process, and by increasing the size of the PS sphere through annealing treatment, which

resulted in tcontrolling the size of the metallic nanoparticles from 30 nm to 230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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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대 사회가 점차 정보통신 사회로 변해감에 따라 첨

단 핵심 산업에서의 제품은 성능 및 기능의 고급화가 요

구되고 있으며 전달 매체인 멀티미디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종 디스플레이 표시소자와

광기록 소자의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보다 많은 양

의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광효율을 높이기 위한 기술개발

이 진행되고 있다. 기존의 거시구조의 특성과는 다른 현

상들이 나노구조에서 발현됨으로써 이를 접목시켜 효율을

개선시키려는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와 관

련하여 미세패턴 가공기술, 즉 패터닝 기술에 대한 연구

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이러한 미세패턴 가

공기술의 주류를 이루는 기술은 반도체 산업을 비롯하여

전기소자 산업, 미세기계적 소자산업, 바이오칩과 같은 정

밀화학 산업에서 이용되는 감광기술 (Photolithography)로

써 광을 이용하여 패턴의 정확성 및 일치성을 강점으로

광범위하게 이용되었지만 감광에 쓰이는 광의 물리적인 한

계로 나노소자를 구성하기 위한 수십 nm 이하의 극미세

패턴에서는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한계

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에 따른 공정의 경제적인 비용 또한 증가함으로 인해 어

려움을 겪고 있다.

미세패턴 구현을 위한 여러가지 대안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으나, 많은 연구자들이 나노 구체를 이용하여 패턴을 구

현할 수 있는 나노 구체 리소그래피법 (Nanosphere Lith-

ography)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나노 구체 리소

그래피의 기본 아이디어는 1981년도에 Fisher와 Zingsheim

의 폴리스티렌 라텍스 나노스피어 연구에서 비롯되었으

며,1) 1990년대 후반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Van Duyne 교

수 연구진이 기본 개념과 기술을 확장하였다.2) 이들은 폴

리스티렌 나노 구체 (지름 수십 나노미터-수 마이크로 미

터)를 기판위에 도포하여 소위 주기적 입자 어레이를 만

들고 그 위에 금, 은, 구리 등의 금속 필름을 도포하여

금속 나노입자의 어레이를 만들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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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 구체 리소그래피법을 이용하여 구현된 2차원 나

노구조 패턴은 포토닉스 장치, 나노전자장치, 촉매 그리

고 고밀도 자기기록 장치 등 많은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

다. 나노 구체 리소그래피는 저렴하고 패턴을 구현하기 위

해 사용되는 폴리스티렌 입자의 크기를 변화시켜 금속 패

턴의 크기 및 간격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고 실리콘

이나 유리, GaN 기판 등에 다양하게 사용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폴리스티렌 (PS)을 이용하여 monolayer를 형성하는 방

법으로는 electrophoresis,3,4) electrostatic deposition,5) spin-

coating,6) evaporation7,8) 등 다양하게 존재하며 본 연구에

서는 보다 짧은 시간과 간편한 조작이 가능한 스핀코팅

으로 monolayer를 형성시켰다.용매인 물에 분산된 형태로

상용화된 직경 580 nm의 폴리스티렌입자를 사용하였으며

최적화된 스피드와 적절한 시간으로 스핀코팅하여 형성된

monolayer에 oxygen RIE (Reactive Ion Etching) ashing

및 열처리로 sphere 입자의 크기를 작거나 혹은 크게 조

절한 후 금속을 증착시켜 다양한 형태로 제작 가능한 패

턴의 모양을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2. 실험 방법

2.1 폴리스티렌 monolayer 형성

실험에 앞서, 기판은 15 × 15 mm2 크기의 Si wafer를 사

용하였으며 기판의 표면을 친수성으로 만들기 위해 acetone,

isopropyl alcohol, DI water의 순서로 세척한 뒤 H2O2:

NH4OH:H2O (1:1:5) 용액에 담궈 1시간 동안 초음파 처

리하였다. 

나노 구체 코팅을 위하여 SDS (sodium dodecyl sulfate)

와 methanol을 1:400의 비율로 혼합한 용액과 물에 분산

되어 있는 폴리스티렌을 1:1로 혼합한 뒤 10 µl를 취해

스핀 코팅하여 폴리스티렌 monolayer를 형성시켰다. 스핀

코팅은 총 3 단계로 나뉘어 진행되는데 첫 단계로 500

rpm에서 30 초 동안 폴리스티렌 beads가 기판에 고르게

펴질 수 있게 한 뒤 다음으로 1200 rpm로 2 분 동안 과

잉의 용액을 제거하고 마지막 단계로 3000 rpm에서 10

초 동안 과잉의 폴리스티렌 혼합용액을 기판 밖으로 떨

어뜨리면 폴리스티렌 monolayer가 형성되었다.9)

2.2 Oxygen RIE ashing 처리

RIE ashing 법으로 폴리스티렌 입자의 크기를 조절하여

크기가 작아진 폴리스티렌 sphere위에 Au 박막을 증착시

킨 후 폴리스티렌을 제거하여 제작된 hole 모양 패턴의

모식도를 Fig. 1에서 나타낸다. 위에서 언급한 조건으로 스

핀 코팅하여 형성된 폴리스티렌 monolayer의 크기조절을

위해 RIE장치를 이용하여 50 mTorr의 공정압력하에서 5.2

sccm의 O2 gas를 흘려주었으며 100 W에서 플라즈마를

생성시켜 ashing 처리를 하였다.10-12) 처리시간은 1 분~ 4

분까지 1 분간의 간격으로 폴리스티렌 입자의 크기를 조

절하였다. Au 증착은 thermal evaporator를 이용하였으며,

1.6 × 10−6 torr의 압력하에 3~4 Å/sec의 증착 속도로 100 nm

의 Au를 증착하였다. Au가 증착된 폴리스티렌은 acetone

으로 15초간 초음파처리하여 제거하였다. 

Fig. 1. Schematic diagram of hole pattern fabrication by nanosphere lithography with ashing. (a) PS monolayers are formed by spin-coater,

(b) PS sphere size is reduced by ashing, (c) Au is deposited by thermal evaporator and (d) Au-PS spheres are removed by sonicator. 

Fig. 2. Schematic diagram of Pt dot pattern fabrication by nanosphere lithography with annealing effect. (a) PS monolayers are formed by

spin-coater, (b) PS sphere is increased by annealing, (c) Pt is deposited by e-beam evaporator and (d) Au-PS spheres are removed by sonic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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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Annealing

폴리스티렌 나노구체의 크기를 조절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으로써 microwave를 이용한 annealing 처리를 행하였

다. 앞서 언급된 조건으로 형성시킨 폴리스티렌 monolayer

가 코팅된 Si기판을 acetone:ethanol :H2O (1:1:3) 25 ml

에 담근 후 microwave 가열기를 이용하여 열을 가한다.

기판이 담긴 용액이 끓을 때까지 열을 가한 후 28 초 동

안 대기한 후 추가로 3 초간 열을 가하였다.13) 가열과 대

기를 반복하여 원하는 크기의 폴리스티렌을 형성시킨다. 다

음으로 시편을 e-beam evaporator를 이용하여 Pt를 증착하

면 팽윤된 폴리스티렌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작아진 폴리

스티렌 구체 사이의 틈에 Pt가 증착되며 acetone에 담궈

15초간 초음파처리로 Pt-PS를 제거하면 nano dot pattern

을 완성할 수 있다. 이와 같이 annealing을 이용하여 형

성시킨 패턴의 모식도를 Fig. 2에 나타낸다. 

3. 결과 및 고찰

친수처리된 15 × 15 mm2 의 Si기판 위에 최적화된 스핀

코팅 조건으로 코팅한 폴리스티렌은 hexagonal 형태로 약

150 µm~10 mm의 도메인 크기를 갖는다. 본 논문에서는

규칙적으로 정렬된 폴리스티렌 구체의 크기를 두 가지 방

법으로 조절하였는데 그 중 첫 번째 방법은 oxygen RIE

ashing처리이다. 플라즈마에 의해 형성된 산소원자 자유 라

디칼은 폴리스티렌의 carbon chain과 다양한 화학반응을

하게 되고 이로인해 폴리스티렌 구체의 크기가 감소하게

된다. 이 원리를 이용하여 ashing시간을 달리함으로써 원

하는 크기의 폴리스티렌을 형성하였다. Fig. 3에 여러가지

ashing 처리시간에서의 폴리스티렌 크기의 변화를 FE-SEM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다. Fig. 3의 SEM 이미지로부터

ashing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폴리스티렌 구체의 크기가

감소함을 알 수 있다. Fig. 4는 ashing 처리시간과 폴리

스티렌 구체 크기의 관계를 나타낸다. Fig. 3은 1분의 간

격으로 1분에서 4분까지 ashing이 진행된 결과이며, ashing

처리하지 않은 580 nm의 폴리스티렌에서 ashing 시간에 따

라 560 nm, 471 nm, 350 nm, 206 nm로 약 100 nm씩 감

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실험에서는 패턴제조를

위해 2 분 30 초간 ashing하였으며 크기가 약 400 nm로

감소된 폴리스티렌 마스크를 얻을 수 있었다. 이것을 이

용해 폴리스티렌 sphere위에 thermal evaporator를 이용하

여 100 nm두께의 Au를 증착하였으며 Au가 증착된 폴리

스티렌을 아세톤에 담궈 초음파 세척하여 Au-PS를 제거

하면 Fig. 6의 (a)와 같은 패턴을 얻을 수 있다.

나노패턴의 크기 및 형상을 조절하기 위한 두번째 방

법으로써 폴리스티렌 입자의 annealing effect를 이용하였

다. Fig. 2에서 기술한 바와같이 annealing 처리된 폴리

Fig. 3. Change of PS sphere size with ashing time by RIE; (a) Ashing time 1 min., size 560 nm, (b) 2 min., 471 nm, (c) 3 min., 354 nm

and (d) 4 min., 206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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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렌은 용액 속에서 팽윤되어 크기가 증가되며, 따라서

폴리스티렌 구체 사이의 틈은 작아지게 된다. 이 mono-

layer위에 금속을 증착하고 마지막으로 폴리스티렌 구체를

제거하게 되면 dot 모양의 패턴을 제작할 수 있다. 이때

annealing 횟수 등의 처리조건을 조절함으로써 dot의 크기

및 형상을 조절할 수 있다. Si기판 위에 앞서 언급한 스

핀코팅 조건으로 폴리스티렌 monolayer를 형성시키고 완전

하게 건조시킨 후 annealing처리한다. 580 nm의 폴리스티

렌 monolayer가 형성되어있는 Si 기판을 acetone:ethanol:

H2O (1:1:3) 25 ml용액에 넣은 후 microwave 가열기를

이용하여 가열한 후 28초 대기, 3초의 추가 가열하는 것

을 1주기로 하고 이 주기를 반복하면 폴리스티렌 구체의

크기가 증가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Fig. 5는 annealing

주기에 따른 폴리스티렌 구체 크기의 변화를 나타낸다.

Annealing을 18회 반복함으로써 폴리스티렌 sphere의 틈

을 완벽히 매울 수 있었다. 고분자는 고유의 유리전이

온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온도에서 고분자 분절들은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의 이동이 가능하게 되는, 즉 외

관상으로는 딱딱하던 물질이 다소 유연해지면서 탄성률

이 감소하게 된다. 탄성률 이외에도 다른 물성에 급격

한 변화가 초래되는데 폴리스티렌의 유리전이 온도는 약

95~100oC이므로 열처리시 이 범위의 온도를 유지하면서

실험하는 것이 중요하다.14) 따라서 열을 가하고 대기하는

시간이 중요하며 시간 및 온도에 따라 폴리스티렌 구체

의 크기가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폴리스티렌 구체 사이

에서 생성되는 hexagonal 모양의 틈의 크기에 영향을 미

친다. 가열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틈의 크기는 230 nm를

시작으로 30 nm까지 줄일 수 있었으며 Fig. 6(c,d)는 an-

nealing을 16회 반복하여 폴리스티렌 구체사이의 틈을 약

30 nm까지 감소시킨 후 기판에 60 nm두께의 Pt를 e-beam

evaporator로 증착한 dot pattern을 나타낸다. Pt증착 후

기판은 아세톤에 담궈 15 초간 초음파 세척을 함으로써

Pt가 증착된 폴리스티렌을 완벽히 제거할 수 있었다. 

4. 결  론

Nanosphere lithography법을 이용하여 적당한 조건으로

폴리스티렌 구체를 스핀코팅하여 구조적 결함이 적은 폴

리스티렌 monolayer를 형성시켰다. 본 연구에서 폴리스티

렌 입자의 크기를 조절하기 위해 두 가지 방법 즉, oxygen

RIE ashing 과 microwave 가열에 의한 annealing으로 폴

리스티렌구체의 크기를 성공적으로 조절하였다. RIE ashing

처리된 폴리스티렌 sphere의 크기는 1분 처리시 약 100 nm

씩 감소하였다. 한편 microwave 가열에 의한 annealing으

로 폴리스티렌 sphere를 팽윤시켜 폴리스티렌 구체사이의

Fig. 4. Relationship between oxygen RIE ashing time and PS

sphere size.

Fig. 5. Effect of microwave annealing on PS sphere size; (a) 2 times annealing, gap size 230 nm, (b) 5 times annealing, gap size 178 nm,

(c) 8 times annealing, gap size 105 nm, (d) 12 times annealing, gap size 97 nm, (e) 16 times annealing, gap size 30 nm and (f) 18 times

annea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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틈을 230 nm에서 30 nm까지 조절할 수 있었다. 이러한 방

법으로 원하는 크기로 조절된 폴리스티렌 구체 위에 thermal

evaporator 또는 e-beam evaporator를 이용하여 각각 Au

30 nm 또는 Pt 60 nm 두께로 증착한후 금속이 증착된 폴

리스티렌을 아세톤으로 제거함으로써 hole 및 dot 모양의

패턴을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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