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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류성 자기조립법을 통한 폴리스티렌 비드 대면적

단일층 형성에 미치는 공정 변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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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elf-assembled monolayers(SAM) of microspheres such as silica and polystyrene(PS) beads have found widespread

application in photonic crystals, sensors, and lithographic masks or templates. From a practical viewpoint, setting up a high-

throughput process to form a SAM over large areas in a controllable manner is a key challenging issue. Various methods have

been suggested including drop casting, spin coating, Langmuir Blodgett, and convective self-assembly(CSA) techniques. Among

these, the CSA method has recently attracted attention due to its potential scalability to an automated high-throughput process.

By controlling various parameters, this process can be precisely tuned to achieve well-ordered arrays of microspheres. In this

study, using a restricted meniscus CSA method, we systematically investigate the effect of the processing parameters on the

formation of large area self-assembled monolayers of PS beads. A way to provide hydrophilicity, a prerequisite for a CSA, to

the surface of a hydrophobic photoresist layer, is presented in order to apply the SAM of the PS beads as a mask for photonic

nanojet lithography.

Key words convective self-assembly method, polystyrene bead, large area monolayer, high-throughput process.

1. 서  론

실리카, 폴리스티렌(Polystyrene, PS) 비드 같은 마이크

로 콜로이드의 자기조립 된 단일층은 포토닉 크리스

탈,1-4) 광학 필터,5,6) 센서,7,8) 그리고 리소그래픽 마스크,9)

템플레이트10-13) 등 여러 분야에서 응용이 가능하다. 때

문에 마이크로 콜로이드 입자의 효과적이고 높은 생산

성을 구현할 수 있는 자기조립 방법이 중요한 이슈로 여

겨지고 있다. 지금까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콜로이드 입

자의 2차원적 자기조립법이 발전되어 왔다. Sedimen-

tation,14-17) drop or spin casting,18-21) electrostatic as-

sembly,22) Langmuir Blodgett23) 그리고 convective 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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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mbly24,25)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결함이 적은 대면적 코팅이 어렵고 시편제작 시

오랜 시간이 걸리며, 한번의 공정 시 많은 양의 콜로이

드 분산액을 사용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때문에 최근

에는 간단한 실험적 장치 개선으로 대면적의 시편 제작

이 용이하고 높은 생산성을 구현할 수 있는 대류성 자

기조립(Convective Self-Assembly, CSA) 공정 방법이 주

목을 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제안된 포토닉 나노젯 리소공정26,27)

의 포커싱 마스크로 사용하기 위해 소수성 포토레지스

트 표면을 친수화하고 그 위에 대면적 PS 비드 자기조

립 단일층을 형성하는 대류성 자기조립 공정에 대해 보

고한다. 메니스커스 형성 영역을 제한함으로써 콜로이드

입자 단일층의 결정성장속도를 향상시키는 변형된 CSA

공정28)을 적용하였고, 다양한 공정 변수 제어가 PS 비

드 단일층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최적조건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콜로이드 분산액의 증발

속도, 입자 농도, 그리고 시편의 이동속도 등 다양한 공

정 변수를 변화시켜가며 이들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

고 최적 단일층 형성 공정 조건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2. 이론적 배경

CSA 공정을 통한 2차원적 콜로이드 입자의 결정화는

Fig. 1 의 메커니즘을 통해 이루어지며 크게 두 가지 구

동력을 통해 형성된다. 첫 번째는 콜로이드 입자간의 모

세관력이다. 콜로이드 분산액이 제어된 조건 하에서 느

리게 증발할 때, 입자간에 모세관력이 작용하게 되고 입

자들은 서로 잡아당겨 최밀충진된 육모꼴의 결정구조를

이루게 된다. 이때 모세관력은 입자들간의 응집력을 제

공한다. 두 번째 구동력은 콜로이드 분산액 내에서의 입

자들의 대류적 흐름이다. 벌크 분산액 내에 존재하는 입

자들은 증발에 의해 형성 된 얇은 박막 쪽으로 대류적

흐름이 발생하고 이미 응집된 입자들과 결합을 함으로

써 2차원적 결정화를 이루게 된다. CSA 방법은 다양한

공정 변수 제어를 통해 이들 구동력을 제어 함으로써 단

일층 또는 다중층의 자기조립 층을 형성시킬 수 있다.

일반적인 CSA 공정은 기판과 그 위에 예각을 이루고 위

치해 있는 고정판 사이에 콜로이드 분산액을 주입시킨

다. 콜로이드 용액은 메니스커스 가장자리부터 증발이 발

생하게 되고 이 영역으로 콜로이드 입자의 대류적 흐름

이 일어난다. 대류적 흐름과 반대방향으로 시편을 천천

히 이동시켜 줌으로써 입자의 2차원적인 결정화를 일으

키는 방식이다. 이 때 고정판의 역할은 기판과의 사이

에 콜로이드입자 분산용액을 가두고 기판이동과 함께 따

라 움직이게 하는 역할을 한다. 

Dimitrov와 Nagayama29)는 정상상태라는 가정하에서 용

액의 증발속도 및 용액 내 입자의 농도와 콜로이드 입

자의 2차원 결정화 속도(vC) 와의 관계를 하기 식(1)과

같이 전개하였다. 

(1)

여기서, ε와 h는 각각 콜로이드 입자배열의 공극률과

높이를 나타낸다. 콜로이드 입자의 단일층 가정시, h는

입자의 직경에 해당한다. 그리고, ϕ와 je는 콜로이드 용

액 내 입자의 부피분율과 메니스커스에서 발생되는 수

분 증발량을 나타낸다. β는 입자간 혹은 입자와 기판간

상호작용에 의존하는 인자로서 분산용매의 평균이동속도

에 대한 콜로이드 입자의 평균속도의 비례계수이다. 이

는 실험적으로 결정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O. D.

Velev30)는 βjel 값을 용액의 증발량에 의존하는 단일변수

K 값으로 치환하여 콜로이드 입자의 결정화 속도를 예

측하였다. 또한, 습도와 온도가 엄격히 유지 되는 조건

에서 시편의 이동속도 vt를 vC와 일치시킴으로써 최밀충

진된 콜로이드 입자의 대면적 2차원 배열구조를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James F. Gilchrist31)는 같은 방식에

서 고정판의 표면특성 및 시편과 판이 이루는 각의 변

화에 따른 효과를 관찰하여 최적의 2차원적 콜로이드 결

정막을 형성시키는 연구를 하였다. 

최근에는 기존의 CSA공정과 달리 고정판 끝 부분에

제한되는 콜로이드 분산액의 메니스커스 영역을 이용한

변형 공정이 제안되었다.28) 기본적으로는 기판과 고정판

사이에 놓인 벌크 콜로이드 용액이 두 계면을 이어 형

성하는 메니스커스를 이용하는 기존의 CSA 공정과 시

편의 이동 방향이 반대인 특징을 갖는다. 이때 메니스

커스는 고정판 끝부분에 제한적으로 형성되고 벌크 콜

로이드 용액과 분리된 상태로 자기조립 단일층 배열을

형성하게 된다. 두 방식 모두 기본적인 자기조립 단일

층 형성기구는 같지만, 제한된 메니스커스를 이용하는 방

법이 보다 향상된 2차원 콜로이드 결정막 형성속도를 보

임이 실험적으로 증명되었다. 제한된 메니스커스 CSA 방

식은 Hans D. Robinson28)와 Richard P. Van Duyne32)에

의해 제안되고, 적용되었다. Hans D. Robinson는 습도

v
c

βj
e
lϕ

h 1 ε–( ) 1 ϕ–( )
-------------------------------------=

Fig. 1. Mechanism of convective self-assembly mono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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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콜로이드 결정막 형성속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

고, 고농축 콜로이드 분산액을 사용하여 공정속도를 향

상시키는 방법에 대해 보고하였다. 또한 계면활성제 첨

가가 콜로이드 용액 젖음층의 높은 표면장력을 완화시

킴으로써 결함이 적은 자기조립 구조 형성에 유리함을

보여주었다. Richard P. Van Duyne은 자기조립 콜로이

드 결정막이 형성되는 메니스커스 영역에 불활성 건조

가스를 불어주어 증발속도 제어범위를 확대시킴과 동시

에, 고정판 끝에 얇은 휘어지는 필름을 부착함으로써 보

다 정밀하게 2차원 콜로이드 결정막을 형성시키는 연구

를 진행하였다. 이처럼 CSA의 다양한 공정 변수를 효

과적으로 제어함으로써 높은 생산성을 갖는 대면적의 2

차원적 콜로이드 단일입자층을 구현하고자 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Fig. 2는 본 연구에 적용한 제한된 메니스커스를 갖는

CSA 방법에 대한 모식도이다. 일정한 속도(vt)로 이동하

는 기판 위에 테플론 필름이 붙어 있는 고정판이 예각

을 이루며 존재하고 그 사이에 PS 비드 분산용액이 위

치하고 있다. 테플론 필름 끝 부분의 메니스커스 영역

에는 N2 건조가스를 흘려줌으로써 강제적인 건조지역을

형성시켰다. 이 영역에서 PS 비드의 자기조립이 시작된

다. PS 비드 단일층 형성은 해당 실험변수 조건하에 결

정되는 PS 비드 단일 결정층 형성속도(vC)와 시편 이동

속도(vt)가 일치할 때 발생하게 된다. 이때, PS 비드 층

의 형성속도 vC를 증가시키면 공정 전체의 생산성을 향

상시킬 수 있다. CSA의 가장 큰 장점은 공정 진행에 있

어 다양한 실험 변수들의 정교한 제어가 가능하다는 점

이다. 

기존의 연구가 주로 친수성을 갖는 기판위에서 자기조

립된 PS 비드 단입자층을 형성하는데 집중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소수성 포토레지스트(PR)가 코팅된 기판상에

서의 CSA 공정변수효과를 체계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PR표면에 자기조립된 PS 비드 단일층은 자외선 조사시

포커싱 렌즈 역할을 하게 되고 포토닉 나노젯이라는 회

절한계 이하의 집속된 빛을 하단부에 집속시킴으로써 하

부에 존재하는 PR을 감광시키게 된다. 이를 이용하면 별

도의 포토마스크 없이도 단순한 공정으로 2차원 정렬된

나노구조체 배열을 손쉽게 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

다.26,27)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소수성 PR 표면을 친수

화하고 여러 공정변수들을 제어함으로써 vC를 증가시키

고 vt를 이에 매칭시키는 방법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

하였다. 

vC를 증가시키는 대표적인 방법은 2가지가 있다. 첫 번

째는 PS 비드 분산용액의 증발속도를 증가시키는 방법

이다. 건조지역의 증발속도가 증가하게 되면 벌크 용액

에서 건조지역으로 향하는 용액의 대류적 흐름 역시 빨

라지게 된다. 용액의 대류적 흐름이 증가함에 따라 용

액 내 입자들의 흐름 또한 빨라지게 되어 vC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두 번째 방법은 PS 비드 분산용액 내

입자 농도를 증가시켜주는 방법이다. 용액 내 PS 콜로

이드 입자들의 농도가 증가하게 되면 입자들 간의 거리

가 줄어들게 되고 건조지역까지의 이동거리와 시간을 감

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결과적으로 vC를 증가

시켜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두 가지 방법에서 기판

의 이동 속도(vt)를 제어하지 않으면 오히려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Fig. 3의 (a)에서 보는 것 같이

기판 이동 속도(vt)를 고정한 상태에서 용액의 증발속도

Fig. 2. Schematic of restricted meniscus convective self-assembly

process.

Fig. 3. Schematic of the effect of evaporation rate and colloidal con-

centration on the formation of self-assembled PS beads mono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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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증가시키게 되면 vC는 증가하나 건조지역 형성속도 역

시 빨라져서 PS 비드가 도착하기도 전에 결정층 형성이

단절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 Fig. 3(a)의 중간

그림과 같이 빈 공간이 많이 존재하는 결정막이 형성된

다. 이는 Fig. 3(a)의 마지막 그림처럼 기판의 이동속도

(vt)를 증발속도에 맞춰 적절하게 증가시킴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PS 비드 분산용액 내 입자농도의 효과를 도식

화한 그림 (b) 역시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기판 이

동속도(vt)를 고정한 상태에서 입자농도만 증가시키게 되

면 입자들간의 이동거리가 줄어들어 건조지역에 도달하

는 입자의 수가 증가하여 다층 구조를 형성하기 쉽게 된

다. 하지만 이 역시 기판 이동속도(vt)를 증가된 vC에 매

칭되도록 적절히 증가시킴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3. 실험 방법

Fig. 4는 본 연구에서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CSA 공

정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시편의 이동을 위한 스테

이지와 스테이지의 이동속도 조절을 위한 모터, 건조가

스 분사를 위한 노즐, 콜로이드 용액의 가둠과 메니스

커스 형성을 위한 고정판으로 구성하였다. 모터구동 스

테이지는 Thorlab 사의 MTS50-Z8을 이용하였고 스테이

지의 속도조절을 위해 T-cube brushed DC servo motor

controller를 설치하였다. 건조가스 분사노즐과 고정판은 자

체 설계 제작하여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기판은 Prolong

사의 p-type Si 웨이퍼를 1.8 × 1.8 cm로 절단하여 사용

하였다. Si 기판 위에는 AZ electronic material 사의 AZ

5214E 포토레지스트(PR)를 250 nm 두께로 스핀 코팅하

였고 AZ 300MIF developer 용액에 수초간 담가 소수성

표면을 친수화시켰다. Polysciences 사의 2 µm 직경의 PS

비드 콜로이드 용액를 사용하였고 입자 농도 조절을 위

해 증류수를 섞어 0.29, 0.58, 0.87 % 로 희석하여 사용

하였다. CSA 공정을 위해 사용한 건조가스는 N2 가스

이며 플로우미터(flow meter)를 이용하여 건조가스의 유

량을 1000, 1500, 2000 cc/min 으로 각기 조절하였다.

기판의 이동속도는 모터구동 스테이지의 속도를 조절하

여 각기 0.005, 0.01, 0.02 mm/sec 조건에서 실험하였다.

형성된 PS 비드 자기조립 결정층은 광학 현미경과 주사

전사현미경(SEM)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4. 결과 및 고찰

우선 CSA 공정 시 기판의 이동속도를 변화시켜줄 때

콜로이드 입자의 2차원적 자기조립 결정화 정도가 어떻

게 달라지는지 확인하였다. Fig. 5는 기판의 이동속도 변

화에 따른 PS비드의 자기조립 정도를 광학현미경으로 관

찰한 사진으로 보여주고 있다. N2 유량과 PS 비드의 입

자 농도는 각각 1,000 cc/min와 0.29 %로 고정시킨 조건

에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기

판의 이동속도(vt)가 0.01 mm/s일 때 PS 비드의 단일층

형성이 가장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기

판의 이동속도(vt)가 너무 느릴 경우에는 다중층의 PS 비

드가 쌓이게 되고 이와 반대로 너무 빠를 경우에는 빈

공간 생성비율이 크게 증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정해진 공정조건 하에서 자기조립 PS 비드

단일결정층 생성 속도(vC)가 결정되며, 그 속도와 기판 이

동속도(vt)가 매칭이 되었을 때 비로서 넓은 범위에서 2

차원적으로 최밀충진된 단일입자층이 형성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높은 생산성을 갖는 CSA

공정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PS비드 단일 결정층 형성속

도(vC)를 증가시키고 매칭시키는 방법에 대해 보다 자세

히 연구를 진행하였다. Fig. 6은 N2 건조가스 유량 제

어에 따른 증발속도의 변화에 의존하는 PS 비드의 자기

조립 정도를 보여주는 광학현미경 사진이다. PS 비드의

농도와 기판 이동속도(vt)는 각각 0.87 %와 0.015 mm/s

으로 고정시킨 조건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Fig. 6(a)은

N2 건조가스를 흘려주지 않고 공정을 진행한 경우로, PS

비드의 자기조립 현상 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Fig. 6(b)~(c)는 N2 건조가스를 흘

려주면서 그 유량을 증가시켰을 때 나타나는 변화를 관

찰한 결과이다. Fig. 6(b)에서 보는 바와 같이 N2 건조
Fig. 4. System set-up of restricted meniscus convective self-

assembly us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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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의 유량이 1000 cc/min일때, 전체 영역에 걸쳐 매우

균일한 PS 비드 단일층이 잘 형성 됨을 확인할 수 있

다. 이는 PS 비드의 자기조립이 형성될 시 콜로이드 분

산액의 증발속도를 조절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입

증한다. 반면, N2 건조가스의 유량을 1500 cc/min과 2000

cc/min로 더 증가시킨 경우에는 군데 군데 빈 공간이 증

가하고 그 정도는 유량이 증가할수록 심해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PS 비드 입자들

이 벌크 콜로이드 분산용액으로부터 결정화 영역으로 도

달하기 이전에 건조가 완료되고 빈 공간이 발생된 것 이

라 생각할 수 있다. 즉, 증발속도 증가에 따른 PS 비드

결정화 속도(vC) 증가를 기판 이동속도가 충분히 따라가

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이에 공정의 생산성을 향상 시키기 위해 vC가 증가된

N2 건조가스 유량 2000 cc/min에서 기판의 이동속도(vt)

를 매칭시키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Fig. 7은 증가된 vC

와 vt를 매칭시켜주었을 때 실험적으로 관찰된 자기조립

단입자 막의 결정화 정도의 변화를 보여준다. 전술한 바

와 같이 콜로이드 입자 분산용액의 증발량이 증가하게

되면 Fig. 7(a)에서 보는 것과 같이 빈 공간이 많은 자

기조립층이 생기게 된다. 이때 증가된 vC와 매칭되도록 vt

를 0.02 mm/s로 증가시켜 주자 Fig. 7(b)처럼 매우 잘

정렬 된 PS 비드 단일층이 형성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공정생산성의 향상을 가져오게 된다. 

다음으로 vC 값의 증가를 위한 콜로이드 분산용액내 입

자 농도의 증가효과를 분석하였다. Fig. 8은 N2 건조가

스의 유량과 시편의 이동속도(vt)를 각각 1000 cc/min,

0.01 mm/s 조건으로 고정시킨 뒤 PS 비드의 입자의 농

도만을 변화시켰을 때 관찰되는 자기조립층의 광학현미

경 사진을 보여준다. PS 비드의 부피분율이 Fig. 8(a)의

0.29 %에서 (b) 0.58 %, (c) 0.87 %로 증가함에 따라 단

일층에서 벗어나 2층구조 내지 다중층 구조가 광범위하

Fig. 5. Effect of translation stage velocity on the formation of PS beads array. (a)0.005 mm/s, (b) 0.01 mm/s, (c) 0.02 mm/s. 

Fig. 6. Effect of evaporation rate on the formation of PS beads

array. (a) None (b) 1000 cc/min (c) 1500 cc/min (d) 2000 cc/min.

Fig. 7. Effect of matching Vt with Vf. (a) N2 flow rate: 2000 cc/

min, Vt: 0.015 mm/s (b) N2 flow rate: 2000 cc/min, Vt: 0.02 m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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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입자의 농도 증

가에 따라 입자들이 콜로이드 분산용액으로부터 건조지

역의 결정화 영역까지 이동하는 거리가 줄어드는데 반

해 증발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고 생각할 수 있다. 

PS 비드의 농도를 증가시킨 상태에서 증가된 vC와 vt

을 매칭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Fig. 9는 Fig. 8(b)의

PS 비드 농도 0.58 %의 조건에서 기판이동 속도 vt를 변

화시켜 가며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한 자기조립층의 변화

양상을 보여준다. 다중층이 발생하는 Fig. 9(a)의 조건에

서 vt를 0.015 mm/s(Fig. 9(b))로 증가시키자 일부 기공

부가 존재하고 성긴 구조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단일

층으로 구성된 막을 얻을 수 있었다. 여기서 vt를 0.02

mm/s(Fig. 9(c))로 더 증가시킬 경우 PS비드의 용액내 이

동속도가 기판이동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빈 공간 영역

이 크게 확대되는 모습이 보여준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Fig. 8(c)의 PS 비드 농도가 0.87

%인 조건에서 vC와 vt를 매칭시키는 실험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Fig. 10에 나타내었다. 그 결과 vt가 0.015 mm/s

로 증가하였을 때, Fig. 9(b)의 경우와 비교해서 최밀충

진도가 증대되고 매우 잘 정렬된 PS 비드 단일층이 형

성 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 역시, vt가 최적조건을

넘어설 경우(Fig. 10(c)) 기공부 형성이 두드러지기 시작

함을 알 수 있다. Fig. 11은 Fig. 10(a)의 다층구조 시편

Fig. 8. Optical microscope images of self-assembled PS beads arrays formed with varying colloidal concentration. (a) 0.29 % (b) 0.58 %

(c) 0.87 %.

Fig. 9. Optical microscope images of self-assembled PS beads arrays with varying translation stage velocity at fixed colloidal concentration

of 0.58 %. (a) 0.01 mm/s (b) 0.015 mm/s (c) 0.02 mm/s.

Fig. 10. Optical microscope images of self-assembled PS beads arrays with varying translation stage velocity at fixed colloidal con-

centration of 0.87 %. (a) 0.01 mm/s (b) 0.015 mm/s (c) 0.02 m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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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Fig. 10(b)의 단입자층 시편에 대한 SEM 사진을 보

여준다. vC와 vt 가 일치되는 조건에서 PS 비드 배열의

자기조립 단입자 결정층이 잘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포토닉 나노젯 리소공정을 위한 포커싱

마스크 층으로 사용하기 위해 소수성 특성을 갖는 포토

레지스트층 표면을 친수화하고 그 위에 PS 비드 단일층

을 형성함에 있어 생산성이 높고 대면적화에 유리한 CSA

공정을 적용하여, 개별 공정 변수가 최종 단일층 형성

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최적조건을 도

출하고자 하였다. 공정 변수 효과를 이론적으로 분석하

고 실험적으로 검증하는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PS 비드 콜로이드 용액의 농도, 건조가스의 유량, 스테

이지 속도가 콜로이드 내의 PS 비드의 이동속도와 PS

비드 단일층의 형성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공정변수들의 최적화는 PS 비드의 이

동속도와 단일층 형성 속도의 매칭을 가능하게 하여 잘

배열된 PS 비드 단일층을 형성할 수 있었다. 광학현미

경과 SEM 분석을 통해 최적의 CSA 공정 조건에서 형

성된 PS 비드 단일층이 높은 수율을 가지며 대면적 공

정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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