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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원 Bravais Lattice를 가지는 나노 패턴 제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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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wo-dimensional (2D) nano patterns including a two-dimensional Bravais lattice were fabricated by laser

interference lithography using a two step exposure process. After the first exposure, the substrate itself was rotated by a certain

angle, 90o for a square or rectangular lattice, 75o for an oblique lattice, and 60o for a hexagonal lattice, and the 90o and laser

incident angle changed for rectangular and the 45o and laser incident angle changed for a centered rectangular; we then carried

out a second exposure process to form 2D bravais lattices. The band structure of five different 2D nano patterns was simulated

by a beam propagation program. The presence of the band-gap effect was shown in an oblique and hexagonal structure. The

oblique latticed ZnO nano-photonic crystal array had a pseudo-bandgap at a frequency of 0.337-0.375, 0.575-0.596 and 0.858-

0.870. The hexagonal latticed ZnO nano-crystallite array had a pseudo-bandgap at a frequency of 0.335-0.384 and 0.585-0.645.

The ZnO nano structure with an oblique and hexagonal structure was grown through the patterned opening window area by

a hydrothermal method. The morphology of 2D nano patterns and ZnO nano structures were investigated by atomic force

microscopy and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The diameter of the opening window was approximately 250 nm. The height

and width of ZnO nano-photonic crystals were 380 nm and 250 nm, respectively.

Key words ZnO nano rod, photonic crystal, hydrothermal process, laser interference lithography.

1. 서  론

21세기 정보화 사회는 초고속 광 정보화 사회로 변화하

면서 많은 양의 정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전달하는 기술

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전자 소자는

이러한 기술에 대한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며, 그

대안을 광소자에서 찾고 있다. 또한 광결정의 개념을 광

소자에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기존 광소자의 크기와 효

율에 대한 한계점을 극복하고 있다.1-3) 광결정은 빛을 조

절하는 기술로서 1987년 Yablonovitch와 Joannopoulos가

각각 반도체에서의 금지대가 빛에 대해서도 동일한 띠 간

격 개념이 적용 될 수 있다고 발표한 이래로,4) 많은 그

룹에서 광결정 이론 및 제조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

다.5-9) 광 결정의 특징은 밴드갭이나 금지갭(stop-gap,

pseudo-gap)이 밴드 구조 내에 나타나는 현상과 로컬필

드를 증가시키는 현상, 군속도를 현저히 낮추거나 0이 되

게 하는 현상, 그리고 군속도 변화에 의한 유효 굴절률

변화 등이 있다.10) 이러한 현상을 이용하여 고품질의 밴

드 필터나 밴드 앳지 레이저, 고효율 도광판 등을 제작

할 수 있다.11-12) 일반적으로 광결정의 주기 및 크기는 수

십에서 수백 나노미터의 크기를 가지므로 본 실험에서는

나노 패턴을 형성하기 위하여 351.1 nm의 파장을 가지는

Ar 레이저를 사용하여 레이저 간섭 리소그래피 공정을 실

시하였다. 광결정의 경우 같은 유전상수를 가지는 물질이

라도 매질의 격자 구조에 따라 밴드갭이 형성되거나 형

성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레이저 간섭 리소그래피를 사용

하여 2차원 Bravais 구조인 Oblique, Tetragonal, Centered-

†Corresponding author

E-Mail : jinhyeok@chonnam.ac.kr (J. -H. Kim)



698 김태언·문종하·김선훈·김두근·김진혁

Tetragonal, Hexagonal, Cubic을 각각 나노 패턴으로 구

현하였다.13) 그리고 제작된 나노 패턴을 기준으로 하여

상용 프로그램인 Beam propagation를 사용하여 광결정

효과에 대한 계산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밴

드갭을 가지는 2차원 ZnO 나노 광결정을 제작하였다.

2. 실험 방법

본 실험에서는 레이저 간섭 리소그래피를 이용한 2차

원 나노 패턴을 형성하였고, 수열합성법을 이용하여 90도

에서 ZnO 나노 기둥을 ZnO/Si 기판 상에 제작 하였다.

Fig. 1에 본 실험 순서에 대한 개략도를 나타내었다. ZnO

버퍼층은 스퍼터를 이용하여 상온, Ar 분위기에서 증착

하였으며, 레이저 간섭 리소그래피를 이용하여 두 번의

노광을 통해 2차원 나노 패턴을 형성하였다. 먼저, 최적

화된 포토레지스트를 ZnO/Si 기판 위에 도포하고, 2500

rpm에서 30초간 스핀코팅 한 후(Fig. 1(a)), 첫번째 노광을

실시 하였고, ZnO/Si 기판을 회전시켜 첫번째 노광된 부

분과 교차 시킨 다음, 두 번째 노광을 통해 교차하는 부

분만 현상되도록 하였다(Fig. 1(d)). 나노패턴의 크기나 형

태는 기판의 회전각도 및 기판과 입사 레이저 사이의 각

도를 조절하여 2차원 나노 패턴을 형성하였다(Fig. 1(d),(e)).

나노패턴의 주기(P)는 기판에 입사하는 레이저의 입사각도

에 의해 조절이 가능하고,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가진다.

P = (λ/2sinθ) (1)

위의 식(1)에서 λ는 Ar 엑시머 레이저의 파장으로 351.1

nm로 고정되어 있으므로, 나노 패턴의 주기를 변화시키

기 위해서는 레이저의 입사각도 (θ)를 변화시켜 패턴의

주기를 변화시키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첫 번째 노광을

100초간 실시한 후(Fig. 1b), 각각의 2차원 Bravais 패턴

에 따라 기판을 회전시킨 다음 다시 100초간 두 번째 노

광을 실시하였다(Fig. 1c). 두 번째 노광이 완료된 기판

은 현상액에 넣어 45초간 현상하여 나노 패턴이 형성된

기판을 제작하였다. ZnO 나노 구조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저온 수열합성법을 사용하였다. Na citrate를 형상제어제

(surfactant ions)로 사용하였고, NH4OH를 이용하여 용액

의 pH를 조절하였으며, Zn nitrate hexahydrate를 Zn의

원료 물질로 사용하였다. 0.2 g의 zinc nitrate hexahydrate

와 0.25 g의 sodium citrate를 24 ml의 증류수에 첨가하

였고, pH 10.9가 되도록 NH4OH를 첨가하여 용액을 제

조하였다. 나노 패턴이 형성된 기판을 용액 내에서 90

도에서 90분간 ZnO를 성장시켰다. 2차원 나노 패턴의 3

차원 형태는 Atomic force microscopy (AFM, Veeco in-

struments, USA)를 이용하여 접촉 모드에서 관찰하였고,

주사 전자 현미경(FE-SEM, JSM-6701F, Tokyo, Japan)을

통하여 미세 구조를 관찰하였다. ZnO 나노 구조는 주사

전자 현미경을 통하여 미세 구조를 분석하였고, 상용 프

로그램인 Beam propagation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밴드 구

조를 계산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Fig. 2는 레이저 간섭 리소그래피를 이용하여 ZnO/Si

기판 위에 제작된 나노패턴의 AFM 분석 결과를 나타

내고 있다. 각각의 패턴은 레이저 입사각도와 샘플의 회

전을 조절하여 2차원 Bravais Lattice를 형성하였다. Fig.

2(a),(d),(e)는 각각 Oblique, Hexagonal, Cubic을 나타내

고 있고, 이는 첫 번째 노광 후 기판을 각각 75도, 60

도, 90도로 회전시켜 두 번째 노광을 실시하였다. Fig. 2

에서 볼 수 있듯이 ZnO/Si 기판상에 2차원 나노 패턴이

일정한 주기로 형성되었으며, ZnO 기판이 드러난 영역의

크기가 Square, Hexagonal, Oblique의 경우 약 250 nm로

나타났다. Fig. 2(b),(c)는 각각 Rectangular와 Centered

Rectangular를 나타내고 있다. Rectangular의 경우 패턴

의 주기가 변화해야 하므로, 첫 번째 노광 후 기판을 90

Fig. 1. Scematic diagram of fabrication of 2D Bravais lattice nano

pattern and ZnO nano rods by using laser interference lithography and

hydrothermal process; (a) Photo-resist deposition, (b) 1st exposure

process, (c) Substrate rotation and 2
nd

 exposure process, (d,e) de-

veloping of various nano scale pattern and (f,g) Hydrothermally

grown nano stru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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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회전시킨 다음, 레이저가 시편에 입사하는 각도를

조절하여 주기를 변화시킨 후 두 번째 노광을 실시하였

다. Centered Rectangular의 경우 Rectangular와 같은 방

법으로 패턴의 주기를 조절하였으며, 기판을 45도로 회

전시킨 후, 두 번째 노광을 실시하여 Fig. 2(c)와 같은 패

턴을 형성하였다. 따라서 Rectangular와 Centered Rect-

angular의 나노 패턴에서 기판이 드러난 영역의 크기는

각각 200 nm와 300 nm의 크기를 가지는 타원형으로 나

타났다. Fig. 2의 나노패턴의 형태를 바탕으로 하여 광

결정으로 응용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를 Fig.

3에 나타내었다. Fig. 4a~e는 각각 Oblique, Rectangular,

Centered-rectangular, Cubic, Hexagonal의 시뮬레이션 결

과이다. ZnO 나노 기둥의 굴절률은 2.1054로 설정하였

고, 주기는 300 nm로 설정하였으며, 나노 기둥의 두께는

250 nm 로, Fig. 2의 나노 패턴의 형태를 토대로 하여

각각 설정하였다. Tetragonal, Centered-tetragonal, Cubic

의 경우 밴드구조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밴드갭이 나타

나지 않았고, Oblique와 Hexagonal의 경우 밴드갭이 나

Fig. 2. Atomic force microscophy images of the nano patterns forming 2D Bravais lattice on the ZnO buffered Si(100) substrate. (a)

Oblique, (b) rectangular, (c) centered-rectangular, (d) square and (e) hexag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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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Oblique의 경우 0.337~0.375, 0.575~0.596, 그리고

0.858~0.870의 주파수에서 밴드갭이 나타났고, Hexagonal

의 경우 0.335~0.384 영역과 0.585~0.645 영역에서 각각

밴드갭이 형성되었다. 이 주파수를 토대로 하여 Hexagonal

구조로 배열된 ZnO 나노 기둥이 광결정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광파장 영역을 계산하였다.

Frequency = ωa/2πc = a/λ (2)

a 는 ZnO 나노 결정의 주기이고, λ 는 광 결정 밴드

갭의 파장이다. Oblique의 밴드갭의 파장은 344~350 nm,

503~522 nm, 그리고 800~890 nm에서 나타났고, Hexagonal

의 경우 465~513 nm와 781~896 nm로 나타났다. 

Fig. 4는 수열합성법을 통해 90도에서 90분간 Oblique

와 Hexagonal 구조를 가지는 나노 패턴상에 ZnO 나노

기둥을 성장시킨 시료의 SEM 분석 결과이다. 성장된

ZnO 나노 구조는 나노 패턴을 따라 나노 구멍을 통해

2~3개의 ZnO 나노 기둥이 합쳐진 구조가 성장 되었음

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레이저 간섭 리소그래피를 이

용하여 ZnO 나노 구조를 제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성

장된 ZnO 나노 구조의 길이와 두께는 Oblique의 경우

각각 290 nm와 250 nm로 성장되었고, Hexagonal의 경우

400 nm와 290 nm의 크기로 성장되었다. 레이저 간섭 리

소그래피 방법을 통해 구현된 2차원 나노 패턴을 토대

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광결정 특성을 가지는 2차원

나노 패턴을 계산하였고, 구현된 나노 패턴을 수열합성

법을 통하여 광결정 특성을 가지는 ZnO 나노 구조를 일

Fig. 3. Band gap simulation results of ZnO nano rods arrayed with 2D Bravais lattice. (a) Oblique, (b) rectangular, (c) centered-rectangular,

(d) square and (e) Hexag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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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주기 및 배열에 따라 성장시켰다. 레이저 간섭 리

소그래피와 수열합성법을 이용하여 ZnO 나노 광결정에

대한 응용가능성을 확인하였다. 

5. 결  론

레이저 간섭 리소그래피를 사용하여 2차원 나노 크기

의 패턴을 형성하였고, 레이저의 입사각도 및 기판의 회

전 각도를 조절하여 다양한 2차원 Bravais Lattice를 각

각 나노 패턴으로 구현하였다. 이 패턴을 토대로 시뮬레

이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광결정 효과에 관한 시뮬레이

션을 실시하였고, Oblique배열을 가지는 ZnO 나노 결정

의 경우 밴드갭의 파장은 344~350 nm, 503~522 nm, 그리

고 800~890 nm에서 나타났고, Hexagonal 의 경우 465~

513 nm와 781~896 nm로 나타났다. 위의 시뮬레이션에서

얻어진 광결정 특성을 가지는 Hexagonal 나노 패턴을 사

용하여 수열합성법을 실시하였고, ZnO/Si 기판위에 Hexag-

onal 배열을 가지는 ZnO 나노 기둥을 성장시켰다. 수열

합성법을 통하여 성장된 ZnO 나노 구조는 나노 구멍을

통해 2~3개의 ZnO 나노 기둥이 합쳐진 구조가 성장 되

었음을 보여주었으며, Oblique 배열을 가진 나노 구조물

의 경우 높이와 두께가 각각 290 nm와 250 nm로 성장

되었고, Hexagonal 배열을 가지는 나노 구조물의 경우 각

각 400 nm와 290 nm의 크기로 성장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레이저 간섭 리소그래피 방법과 수열합성법을 통

하여 ZnO 나노 기둥 성장 및 배열을 제어하였으며, 규

칙적인 주기를 갖는 ZnO 나노 구조물에 대한 시뮬레이

션을 통해 ZnO 광결정에 대한 응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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