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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L기반 초소형 PCD 공구의 하중에 따른 미세 패터닝을 통한 
고분자 복제몰드 제작

Fabrication of polymer replica mold by using micro patterning according 
to different load of PCD t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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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디스플레이, 정보저장매체, 바이오 등의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마이크로/나노 단위의 고정

밀, 고밀도 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초정밀 부품을 제작하기 위해 포토 리소그

래피, 전자빔 리소그래피, X-ray 리소그래피 등 다

양한 기술들이 연구되어 왔으나 복잡한 과정과 

높은 단가로 인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하지만 TNL(Tribo nano lithograpy)방식의 마이

크로/나노 단위 패턴 제작은 수많은 가공 방법 중 

가장 단시간에 최소한의 공정으로 패턴 형성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의 방법들에 비해 패턴의 형성

이 정확하며 가공 공구의 적절한 설계를 통해 가공

하고자 하는 패턴의 크기를 수백 마이크로미터부

터 수 나노미터까지 제어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자체 제작한 TNL기반의 초소형 

다이아몬드 팁이 장착된 공구에 하중을 가해 미세

패턴을 제작하고 PDMS(Polydimethylsiloxane)를 

이용해 고분자 복제몰드 제작에 대한 내용을 소개

하고자 한다. Fig. 1은 기계적 가공을 위한 시스템과 

PCD 공구의 이미지이다.
 

Fig. 1 Experimental set of mechanical process

Fig. 2 Replication process for fabrication of PDMS mold

2. 실험 방법

본 실험은 실리콘 웨이퍼(100) 표면에 미세패턴

은 AFM의 측정용 캔틸레버에 초소형 PCD 팁을 

부착한 공구를 자체 제작하여 가공을 실시한다. 
이 때 가공의 조건으로는 Table 1과 같이 면적  

20㎛×20㎛, 가공속도 20㎛/s이고 공구의 하중은 

0.79mN, 1.58mN, 2.37mN, 3.15mN로 설정한다. 패
턴이 형성된 웨이퍼는 기계적 가공으로 인해 발생

된 칩과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초음파 세척기에

서 초순수와 아세톤으로 세척을 한다. 위의 과정을 

통해 미세패턴이 형성된 몰드 표면에 Fig. 2와 같이 

PDMS와 developer의 혼합액을 붓고 적정 온도에서 

경화시킨다. 상온에서 서서히 냉각시킨 후 실리콘 

웨이퍼 표면으로부터 고분자를 분리시키면 PDMS
를 이용한 복제 몰드를 얻을 수 있다.

Table 1 Experimental condition for mechanical process
Scan rate - 20㎛/s, process area - 20㎛×20㎛

Nomal
load(mN) 0.79 1.58 2.37 3.15

3. 실험 결과

기계적 가공을 통해 제작된 실리콘 웨이퍼 및 

복제된 PDMS 표면의 패턴은 AFM과 SEM(scan-
ning electron microscope)을 이용하여 결과를 분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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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Micro groove pattern on Si wafer

Table 2 Depth of Micro groove pattern

a b c d

Nomal
load(mN) 3.15 2.37 1.58 0.79

depth(nm) -40nm -32nm -21nm -22nm

Fig. 3에는 실리콘 웨이퍼에 가공한 그루부 형태

의 마이크로/나노 단위 마스터 패턴을 확인 할 수 

있고 Fig. 4는 PDMS를 이용한 복제 패턴을 확인 

할 수 있다. 마스터 패턴의 경우 폭이 18.62㎛인 

반면 복제 패턴은 17.03㎛으로 약 92%의 복제율을 

보였다. 또한 그래프에서는 공구의 하중에 따른 

가공 패턴의 깊이와 폭이 달라지는 것을 Table 2,3에
서 확인 할 수 있다. 

4. 결론

본 연구는 TNL기반 초소형 PCD 공구를 이용한 

미세패턴 가공 및 고분자 몰드 복제 기술에 대해 

소개 하였다. 위의 기계적 방식의 마스터 몰드 제작 

기술을 활용한다면 실시간 제어가 가능하고 단시

간에 저비용으로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제적

일 뿐만 아니라 많은 분야에 응용이 가능해 국내  

여러 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Fig. 4 Micro hillock pattern on PDMS

Table 3 Depth of hillock pattern 

d` c` b` a`

Nomal
load(mN) 0.79 1.58 2.37 3.15

depth(nm) 20nm 22nm 36nm 43nm

후기

본 연구는 2012 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 재단의 지원(2012004235)을 받

아 수행된 연구 과제입니다.

참고문헌

1. Sun Ho Kim and Jeong Woo Park, "AFM Based 
Mechano-Chemical Hybrid Surface Modification 
Process on PR-Coated Silicon Wafer", Advanced 
Science Letters, 13, 193-198, 2012

2. S. M. Kim, S. J. Ahn, H. Lee, E. R. Kim and H.Lee, 
"A study of positive charge effect on AFM anodiza-
tion lithography using metal phosphate mono-
layers", Ultramicroscopy, 91, 165-169, 2002

2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