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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describes an improved strategy for controlling the adhesion force using both the anti-

adhesion and adhesion layers for a successful large-area transfer process. An MPTMS (3-mercaptopropyltrim-

ethoxysilane) monolayer as an adhesion layer for Au/Pd thin films was deposited on Si substrates by vapor

self assembly monolayer (VSAM) method. Contact angle, surface energy, film thickness, friction force, and

roughness were considered for finding the optimized conditions. The sputtered Au/Pd (~17 nm) layer on the

PDMS stamp without the anti-adhesion layer showed poor transfer results due to the high adhesion between

sputtered Au/Pd and PDMS. In order to reduce the adhesion between Au/Pd and PDMS, an anti-adhesion

monolayer was coated on the PDMS stamp using FOTS (perfluorooctyltrichlorosilane) after O2 plasma

treatment. The transfer process with the anti-adhesion layer gave good transfer results over a large area

(20 mm × 20 mm) without pattern loss or distortion. To investigate the applied pressure effect, the PDMS

stamp was sandwiched after 90o rotation on the MPTMS-coated patterned Si substrate with 1-µm depth. The

sputtered Au/Pd was transferred onto the contact area, making square metal patterns on the top of the

patterned Si structures. Applying low pressure helped to remove voids and to make conformal contact; however,

high pressure yielded irregular transfer results due to PDMS stamp deformation. One of key parameters to

success of this transfer process is the controllability of the adhesion force between the stamp and the target

substrate. This technique offers high reliability during the transfer process, which suggests a potential building

method for future functional stru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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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나노기술 및 나노과학의 발전은 나노급 소자의 제작기

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최근에 다양한 연구분야에 걸

쳐 수백에서 수십나노 이하의 소자를 제작하여 응용하는

기술적 진보가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제작기술의 발전은

마이크로급 소자에서 구현하기 힘든 고효율, 고집적의 특

성을 나타내고 있다.1) 반도체 제조 기술에 기반을 둔 미

세 소자 제작 기법들은 광반응으로 경화되는 화학액을 매

우 정밀하게 가공된 평탄한 기판 위에 스핀코팅을 통해

도포한 후 미세 선폭을 가진 마스크를 이용하여 폴리머

패턴을 형성한다. 이렇게 형성된 폴리머 패턴을 이용하

여 하부 금속을 습/건식 식각공정을 통해 제거한 후 금

속 배선을 형성하거나, 금속을 도포한 후 폴리머와 함께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리프트오프 (lift-off) 공정을 이용하

여 금속배선을 형성한다.2) 그러나 반도체 제조에 기초한

기술은 유기용제의 사용으로 화학적으로 취약한 물질(바

이오 물질이나 폴리머 기판)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때때

로 사용되는 표면은 실리콘 기판처럼 평탄하지 않고, 투

명하거나 유연하며, 요철과 곡면을 가지기도 한다. 더 나

아가 기존의 방법은 한번에 삼차원 구조물을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최근에 연구자들은 새로운 패턴 형성 방법을 찾아내고

있으며 프린트 기술이 나노 소자제작 기술로 재조명 되

고 있다.3) 접촉방식의 트랜스퍼 프린트 (transfer-print) 기

술에 의한 비 전통적인 패턴 형성 방법은 효과적으로 나

노미터 급의 이차원 및 삼차원 구조물을 다양한 재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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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 위에서 형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고해상도의

트랜스퍼 프린트용 스탬프는 마스터 기판으로부터 복제

되어 저가격, 대면적화가 가능하다. 초기의 스탬프 재료

는 주로 PDMS(polydimethylsiloxane)를 이용하여 제작되

었으나 현재는 고해상도 프린팅을 위한 다양한 소재가 사

용되며 트랜스퍼 프린트 기법을 이용하여 100 nm이하의

패턴도 형성되고 있다.4) 초기의 트랜스퍼 프린팅의 경우

잉크를 금속 기판 위에 옮기고 금속막과 결합한 잉크는

하부물질(주로 금속)의 습식에칭 보호막으로 사용되었다.

최근에는 잉크 이외에 삼차원 금속박막,5) 나노파티클,6) 나

노와이어7) 및 카본 나노튜브8)를 트랜스퍼하여 평면 및

입체 구조와 플라스틱 기반 반도체 소자를 제작하는 용

도로 사용되고 있다.

트랜스퍼 프린트를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은 접착력의

차이이며 접착력을 조절하는 기술을 확보하는 것은 나노

소재 생산을 위한 핵심기술이라 할 수 있다.9,10) 예로 금

속과 실리콘의 경우 MPTMS(mercaptopropyltrimethoxy-

silane),11) 금속과 금속의 경우 hexanedithiol,12) 실리콘과

카본 나노튜브의 경우 APTES(aminopropyltriethoxysilane)13)

가 사용되어 서로 다른 물질의 접착력을 증대시키는 나

노접착제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접착력은 서로 다른

표면에서 상대적으로 평가되며 따라서 접착력을 증대시

키는 것뿐만 아니라 접착력을 감소시키는 것 또한 성공

적인 트랜스퍼 프린트를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된다. Fig.

1은 접착방지막을 스탬프에 적용하여 접착력 감소를 이

용한 대면적 트랜스퍼 공정을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Au/Pd용 나노접착제로 사용된 MPTMS

의 기상 표면처리공정을 확립하고, 나노접착제와 접착방

지막을 동시에 적용하여 대면적 고효율의 트랜스퍼 공정

을 수행하였다. 또한 삼차원 구조물의 상부층에 금속패

턴을 선택적으로 형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트랜스퍼 공정

중 압력의 영향을 알아보았다.

2. 실험 방법

먼저 PDMS 스탬프를 만들기 위한 실리콘 몰드를 제

작하였다. 세정된 실리콘 웨이퍼 위에 네가티브 포토레

지스트(nLOF2020, AZ Electronics Materials)를 스핀 코

팅으로 약 2 µm 형성하고 마스크(5-µm line & 10-µm

space)를 이용하여 노광(Mask-Aligner 4000, Quintel) 한

후 현상액(AZ300MIF)을 이용하여 폴리머 패턴을 형성

하였다. 폴리머 패턴이 형성된 실리콘 웨이퍼를 RIE(reactive

ion etching) 장비(ICP 7900, Plasma-Therm)를 이용하여

O2 4 sccm, SF6 15 sccm, 150 W (RF1), 300W (RF2)에

서 3분 동안 식각하여 약 1 µm의 깊이를 형성하였다. 표

면에 남은 레지스트는 piranha (H2SO4:H2O2 = 4:1) 용액

을 이용하여 완전히 제거 하였으며 깨끗한 이형 특성을

위하여 제작된 실리콘 몰드에 접착방지막을 형성하였다.

접착방지막은 FOTS (C8H4Cl3F13Si, Sigma-Aldrich)를 이

용하여 기상방식으로 증착하였다.14) 기상증착은 진공오븐

(OV-11, Jeio Tech, Korea)을 이용하여 약 50 mTorr까지

진공을 걸고 설정한 온도가 되면 미리 연결된 미세한 관

을 통해 20 ml를 주입하였다. 그 후 진공 상태로 1시간

동안 유지한 후 온도를 내리고 샘플을 취득하였다. PDMS

(SYLGARD 184 KIT, Dowcorning)는 A 용액과 B 용

액(경화제)을 10:1로 혼합하여 접착방지막이 처리된 실

리콘 주형에 붓고 기포를 제거한 후, 오븐을 이용하여

70 oC에서 2시간 동안 경화시키고 분리하였다. PDMS 스

탬프 위의 접착방지막의 형성은 RIE 장비를 이용하여 O2

10sccm, 50W (RF1), 100W (RF2) 조건에서 10초 동안 노

출시킨 후 FOTS를 이용하여 기상방식으로 형성하였다

(Fig. 2 Step 1). PDMS 스탬프는 20 mm × 20 mm 크기로

잘라 사용하였으며, PDMS 스탬프 위의 Au/Pd 금속 박

막의 형성은 미니 스퍼터(108auto, Cressington, USA)를

이용하여 증착하였다 (Fig. 2. Step 2). Au/Pd 트랜스퍼

실험을 위한 나노접착제로 MPTMS(SH-(CH2)3-Si-(OCH3)3,

Sigma-Aldrich)를 사용하였다. 증착된 MPTMS 박막에서

DI water와 diiodomethane를 이용하여 측정된 접촉각을

이용하여 기하평균법(geometric method)으로 표면에너지

를 계산하였다.15) 증착된 MPTMS의 마찰력과 트랜스퍼

된 금속 박막의 두께는 AFM (atomic force microscopy,

XE150, PSI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증착된 MPTMS

의 두께는 엘립소미터 (M2000, J.A. Woollam)를 이용하

Fig. 1. Schematic representation of the Au/Pd transfer process

using a flexible PDMS stamp (a) without an anti-adhesion

layer and (b) with an anti-adhesion layer. The low adhesion

force between Au/Pd and PDMS shows good transfer results

on large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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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측정하였다. 먼저 나노 접착 물질의 성능을 알아보기

위하여 MPTMS가 코팅된 실리콘 평판 위에 트랜스퍼 공

정을 수행하였다 (Fig. 2. Step 3). 압력실험용 실리콘 기

판은 포지티브 레지스트(Shipley 1818, Shipley)를 이용

하여 몰드 제작과 동일한 방식으로 제작하였으며 Piranha

세정 후 평판과 동일한 조건에서 기상방식을 사용하여

MPTMS를 코팅하였다. 압력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실

험은 약 1 µm의 깊이를 가지는 패턴된 실리콘 기판을

90o 교차한 후 PDMS 스탬프와 접촉시켜 수행하였다 (Fig.

2. Step 4). 트랜스퍼 공정의 전/후 결과는 SEM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JSM-6360, JEOL)을 이용하여 관찰

하였다. 균일한 압력을 적용하기 위한 장비로는 나노 임

프린터(NX2000, Nanonex, USA)를 이용하였다. 트랜스

퍼 프린트 후 분리 공정은 상온에서 수동으로 이루어졌

다 (Fig. 2. Step 5). 

3. 결과 및 고찰

먼저 트랜스퍼 실험을 위하여 나노접착제로 선택한

MPTMS의 최적화된 기상증착 조건을 알아보았다. 온도

에 따른 접촉각 변화의 경우 100 οC에서 가장 높은 값을

보였으나 100 οC 미만에서는 용액이 완전히 기상화 되

지 않고 잔류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Fig. 3(a)). 초순수

와 diiodomethan을 이용하여 계산된 표면에너지의 경우

100 οC 부근에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Fig. 3(b)).

엘립소미터를 이용한 두께 측정 결과 증착온도에 따라 박

막의 두께가 조금씩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Fig

3(c)). 실제 계산된 MPTMS의 단분자 길이가 약 0.825 nm

Fig. 2. Schematic representation of the Au/Pd transfer

procedure using a PDMS stamp (a) for the line patterns and (b)

for the square patterns.

Fig. 3. Changes of (a) contact angle, (b) surface energy, (c) thickness, (d) friction force and roughness as a function of deposition

temperature using MPTMS on Si substrates by VSAM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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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100 οC에서 증착한 경우에는 단분자 길이보다 낮은

값을 나타내어 단분자 막이 형성되지 못한 것으로 사료

되었다. AFM을 이용하여 마찰력과 표면의 거칠기를 측

정한 결과 표면의 거칠기는 증착온도에 크게 영향을 받

지 않았지만, 표면의 마찰력은 150 οC에서 가장 높은 값

을 보였다 (Fig 3(d)). 이는 AFM tip과 증착된 MPTMS

박막 상호간에 가장 큰 접착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

된다. 따라서 나노접착제로 사용하기 위한 MPTMS의 증

착 조건으로 50 mTorr, 150 οC에서 MPTMS를 20 ml를

주입 하고 1시간 동안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미니 스퍼터를 이용하여 Au/Pd를 PDMS 스탬프에 5

분 동안 증착 시킨 후, 나노접착제의 성능을 알아보기 위

하여 MPTMS가 코팅된 실리콘 평판 위에 트랜스퍼 공

정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미니 스퍼터를 이용하여 PDMS

표면 위에 직접 증착하는 공정은 트랜스퍼 시간과, 압력

을 충분히 변화시켜도 만족스런 결과를 얻지 못했다.

PDMS 표면 위에 스퍼터를 이용하여 직접 증착하는 공

정은 증착된 금속 층이 PDMS 표면과 강하게 접착하고

있어 트랜스퍼 공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

로 사료되었다. 상대적인 접착력은 W (work of adhesion)

의 크기로 생각할 수 있으므로 트랜스퍼가 이루어지지 않

은 경우에는 WPDMS-Au/Pd> WAu/Pd-MPTMS 의 관계가 성립하

게 된다.

증착된 금속층과 PDMS 스탬프의 간의 접착력을 낮추

기 위하여 PDMS 표면을 산소 플라즈마로 개질한 후 접

착방지막을 형성하였다. 접착방지막은 FOTS를 이용하여

기상방식으로 형성하였으며, 그 후 미니 스퍼터를 이용

하여 5분 동안 Au/Pd를 증착시켜 스탬프를 제작하였다.

Fig. 4(a)는 MPTMS가 코팅된 실리콘 평판에 1시간 동

안 가압하지 않고 접촉시킨 후 분리한 표면의 전자현미

경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트랜스퍼 결과 대면적(20 mm ×

20 mm)에서 패턴의 끊어짐이 없는 트랜스퍼 결과를 얻

을 수 있었다. AFM을 이용한 측정결과 트랜스퍼 된 금

속박막의 두께는 약 17 nm의 두께를 나타내었다 (Fig.

4(b)). 이는 접착방지막이 효과적으로 작용하여 PDMS스탬

프와 Au/Pd 금속막 사이의 접착력을 낮추어 Au/Pd 금

속막과 MPTMS 사이의 접착력이 더 크게 작용했음을 나

타낸다 (WPDMS/FOTS-Au/Pd< WAu/Pd-MPTMS).

트랜스퍼 공정중 압력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1 µm

의 깊이를 가지는 PDMS 스탬프와 1 µm의 깊이를 가

지는 실리콘 기판을 90o 회전시켜 엇갈리게 한 후 나노

임프린트 장비를 이용하여 트랜스퍼 공정을 수행하였다

(Fig. 5). PDMS의 경우 접착방지막 처리 후 Au/Pd를 5

분간 증착 하였으며 패턴된 실리콘 기판은 piranha 세정

후 MPTMS를 코팅하였다. Fig. 5(a)는 MPTMS가 증착

된 실리콘 기판의 전자현미경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Fig.

5(b)는 PDMS 스탬프를 이용하여 서로 엇갈리게 한 후

100 psi, 70 oC에서 5분 동안 트랜스퍼 공정을 수행한 결

과를 보여주고 있다. 스탬프를 제거한 후 관찰한 결과,

패턴의 상부에만 선택적으로 주기적인 사각형의 금속 패

턴(5 µm × 7 µm)이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

나 같은 조건에서 압력을 높여 (200 psi) 실험을 수행한

결과 실리콘 패턴의 상부와 하부 모두에 불규칙적인 트

랜스퍼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5(c)).

흥미로운 점은 압력을 가하지 않은 경우에도 접촉한 부

분만 정확하게 패턴이 전사된다는 것이다. 약간의 외부

압력은 균질한 표면 접촉을 돕고 트랜스퍼 결과에 영향

을 미치지 않았지만, 오히려 패턴된 기판의 경우 압력을

증가시키게 되면 PDMS 스탬프의 변형을 초래하고 상부

와 하부 패턴의 최고점과 최저점이 맞닿아 선택적인 트

Fig. 4. (a) SEM image and (b) AFM result after the Au/Pd

transfer process on the flat MPTMS-coated Si substrate. The

transferred Au/Pd layer thickness was ~17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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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스퍼 공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성공적인 트랜스퍼 공정을 위해서는 표면 접촉시

기포나 들뜨는 현상이 없어야 하고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

보다는 상대적인 접착력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상대

적인 표면의 접착력을 조절하는 것이 트랜스퍼 프린팅의

기본 핵심 기술이며 이를 이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나노

요소를 이동시키고 다양한 삼차원 구조물을 대면적에 손

쉽게 형성 할 수 있으리라 본다. Fig. 5(d)는 광학 현미

경을 이용하여 관찰된 사각형 금속 패턴의 대면적 트랜

스퍼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4. 결  론

고효율 대면적 트랜스퍼 프린트 공정을 위하여 접착 방

지막과 접착막을 동시에 적용한 프린트 공정을 개발하고,

평판 및 패턴된 실리콘 기판에 Au/Pd의 트랜스퍼 프린

트를 수행하였다. 먼저 트랜스퍼 실험을 위하여 나노접

착제로 사용된 MPTMS의 최적화된 기상증착 조건을 알

아보았다. 온도에 따른 접촉각, 표면에너지, 두께, 마찰

력 및 표면 거칠기 값의 변화를 이용하여 최적화된 증

착 조건을 찾아내었다. 제작된 PDMS 스탬프에 미니 스

퍼터를 이용하여 17 nm 두께의 Au/Pd를 증착 시킨 후

MPTMS가 코팅된 실리콘 평판 위에 트랜스퍼 공정을 수

행하였으나, Au/Pd층이 PDMS 표면과 강하게 접착하고

있어 트랜스퍼 공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증착된 금속

층과 PDMS 스탬프의 간의 접착력을 낮추기 위하여 PDMS

표면을 산소 플라즈마로 개질한 후 FOTS를 이용하여 접

착방지막을 형성한 후 트랜스퍼 실험을 수행한 결과 대

면적(20 mm × 20 mm)에서 패턴 손실이 없는 우수한 트

랜스퍼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PDMS 스탬프와 패턴된

실리콘 기판을 90o 회전시켜 엇갈리게 한 후 나노임프

린트 장비를 이용하여 트랜스퍼 공정을 수행한 결과,

100 psi 조건에서는 실리콘 패턴의 상부에 선택적으로 스

탬프와 접촉한 부분만 사각형 모양의 금속패턴이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외부 압력을 200 psi로

증가시킨 경우 PDMS 스탬프의 변형을 초래하여 불규칙

적인 트랜스퍼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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