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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brication of a Polymeric Planar Nano-diffraction Grating with Nonuniform Pitch

for an Integrated Spectrometer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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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presents the design and fabrication of a planar nano-diffraction grating for an integrated miniature spectrometer module. 

The proposed planar nano-diffraction grating consists of nonuniform periods, to focus the reflected beams from the grating’s surface, 

and an asymmetrical V-shaped groove profile, to provide uniform diffraction efficiency in the wavelength range from 400 to 650 

nm. Also, to fabricate the nano-diffraction grating using low-cost UV-NIL technology, we analyzed the FT-IR spectrum of a uv- 

curable resin and optimized the conditions for the UV curing process. Then, we precisely fabricated the polymeric nano-diffraction 

grating within 5 nm in dimensional accuracy. The integrated spectrometer module using the fabricated polymeric planar nano- 

diffraction grating provides spectral resolution of 5 nm and spectral bandwidth of 250 nm. Our integrated spectrometer module 

using a polymeric planar nano-diffraction grating serves as a quick and easy solution for many spectrometric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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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집적화된 소형의 분광모듈 구현을 위한 나노회절격자의 설계 및 제작에 관한 연구이다. 제안된 평면 구조의 나노회

절격자는 회절격자로부터 반사된 빛을 집광하기 위하여 비등간격의 구조로 설계되었으며, 400 nm에서 650 nm까지의 파장 대역

폭에서 균등한 분해능을 가지도록 비대칭 V 홈 구조를 가지도록 설계되었다. 최적 설계된 나노회절격자를 저가, 대량 생산에 

적합한 UV-NIL 공정을 통해 제작하기 위하여 FT-IR 흡수스펙트럼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5 nm 이내의 치수 정밀도를 가진 

고분자 나노회절격자를 제작 할 수 있었다. 제작된 고분자 기반 나노회절격자를 이용한 집적형 분광모듈은 250 nm의 파장 대역

폭에서 각 첨두파장의 기준으로 5 nm의 균등한 파장 분해능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다양한 분광모듈의 적용분야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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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분광분석시스템은 시료의 흡수 또는 방출되는 빛의 스펙트

럼을 계측함으로써 정량 및 정성분석을 목적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분광분석시스템은 생물, 의료, 환경, 화학적분석등 다

양한 분야에서 활용 되고 있는 비파괴 실시간 검사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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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esign of non-uniform pitch for planar nano diffraction grating.

핵심 기술이다
[1]

.

일반적인 분광분석시스템은 광원, 단색화 장치, 검출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UV-vis Spectrometer, Mass-Spectrometer, 

Atom absorption spectrometer, 적외선분광센서 등의 다양한 

시스템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품들은 미러, 나

노회절격자, 슬릿, 광학렌즈 등의 다양한 광학부품들의 조립 

및 광 정렬을 통해 이루어져, 고가의 벌크 형태로 제작되고 

있다. 따라서 공간적인 제약을 받을 뿐만 아니라, 외부충격

에 의해서도 광 정렬의 어긋남 등과 같은 내구성에 문제점이 

발생하여 그 활용범위가 제한적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

하기 위하여 최근 분광분석시스템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

는 휴대가능 및 소형화, 공정의 단순화, 저가격화의 요구조

건에 따라 집적화된 단일 칩 형태의 분광모듈이 제작되고 있

으며, 이에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진행 되고 있다
[2-5]

. 

집적화된 단일 칩 형태의 분광모듈에서 잘 알려진 파장 분할 

다중화(WDM)기술로는 AWG (Arrayed Waveguide Gratings), 

PCG (Planar Concave Gratings)등의 분광기술이 제안 되었

다. AWG기반의 분광 기술은 입/출력 도파로, 격자형도파로 

및 2개의 자유전파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 파장 분할 기술

이다. 이러한 AWG기반 분광모듈은 분해능은 높으나, 수십 

개의 채널수로 제한됨에 따라 광대역 범위의 파장을 분광하

기 어렵고, 파장대역폭이 커지면서 공간적 제약을 받게 된다
[6,7]

. 반면에 오목회절격자를 이용한 PCG기반 분광모듈은 광

대역 범위의 파장을 분광시킬 수 있으나, 리가(LIGA)공정에 

의해 오목한 면에 회절격자가 제작되므로 생산성이 낮아 매

우 고가인 문제점이 발생한다
[8]

. 따라서, 제작 공정이 간단한 

평면구조의 나노회절격자가 요구되지만, 평면구조의 나노회

절격자를 이용한 분광 모듈의 경우는 회절격자로부터 반사

된 빛을 집광하기 위한 광학부품들이 요구되므로 인해 단일 

칩 형태의 분광모듈 구현이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평면회절격자의 격자간격을 

비등간격으로 구조를 변형하여 회절격자로부터 반사된 빛을 

집광하였고, 그 결과 이미지센서가 집적화된 단일 칩 형태의 

분광모듈을 구현하였다. 그리고, 400 nm에서 650 nm의 파장

범위에서 균등한 분해능을 가진 분광모듈이 구현되도록 회

절격자의 표면형상 및 격자간격을 최적 설계 하였다. 최적 

설계된 나노회절격자는 저가 대량 생산에 적합한 UV-NIL 

공정 기반으로 제작 되었으며, 이를 위해 UV-NIL공정에서 

사용된 고분자의 FT-IR 흡수스펙트럼을 분석하여 기계적 강

도 향상 및 수축에 의한 치수변형이 최소화되는 최적의 

UV-NIL공정 조건을 도출하였다. 제작된 고분자 기반의 나

노회절격자를 이용하여 400~650 nm의 파장범위에서 첨두파

장의 기준으로 5 nm 파장 분해능을 가지는 집적화된 분광모

듈을 구현하였다.

II. 비등간격 준-3차원 나노회절격자 설계

집적화된 소형의 분광모듈은 반사회절격자를 이용하여 입

사된 빔의 파장에 따른 회절각도로 회절 시킨 후, 분산된 스

펙트럼을 이미지센서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분광모듈에서 반사회절격자의 격자간격은 파장범위 및 분해

능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9]

. 

본 논문에서는 400 nm에서 650 nm의 파장범위에서 균등

한 분해능을 갖도록 평면 나노회절격자를 비등간격, 비대칭

의 준 3차원 구조로 최적 설계하였다. 회절격자에서 격자간

격은 입사된 빔의 회절각도를 결정한다. 따라서 비등간격의 

회절격자구조는 격자로부터 분산되어 반사하는 빔을 집광 

할 수 있다. 그리고 파장범위에서 균등한 분해능을 갖기 위

하여 5 nm의 파장간격에 따라 집광된 포인트들의 위상차이

가 일정하도록 비등간격의 회절격자간격을 우선 최적 설계 

하였다.

그림 1은 최적 설계된 비등간격의 격자구조를 가진 준 3차

원 나노회절격자를 나타낸다. 설계된 회절격자의 총 길이는 

2942.74 µm이며, 높이는 800 µm 이다. 나노회절격자의 간격

은 최소 0.378 µm에서 최대 0.423 µm 의 격자간격을 가지

며, 한쪽 가장자리 끝에서 중심부로 갈수록 격자 간격이 줄

어들다가 반대쪽 가장자리로 가면서는 다시 격자 간격이 넓

어지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비등간격의 나노회절격

자는 평행하게 입사하여 반사된 빔을 파장에 따라 각각 다른 

평행한 지점에 집광 되도록 할 수 있어 집적화된 소형 분광

모듈의 구현이 가능하다. 

그림 2는 설계된 비등간격의 나노회절격자에서 1차의 차

수를 가진 회절격자방정식을 사용하여 나타난 파장별 집광 

포인트들의 위치를 보여준다. 설계된 스펙트럼의 대역폭에서 

양 끝단인 650 nm 파장과 400 nm 파장에서 집광되는 지점

간의 거리는 약 10.317 mm 길이를 가지며, 스펙트럼 전 영역

에서 5 nm의 파장간격당 약 190~210 µm 간격으로 나노회절

격자에서 35 mm 떨어진 지점에 균일하게 집광된다. 또한, 

경사각도에 따른 나노회절격자의 표면형상에 따라 파장별 

반사회절효율이 달라지므로, 우리는 BPM (Beam Propagation 

Method) 기법을 통해 회절격자 형상 구조를 최적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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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Focusing position variation according to wavelength.

Fig. 3. Reflection efficiency according to blazing angle of nano 

diffraction grating.

Fig. 4. Schematic view of fabrication process of PDMS stamp for 

UV-NIL. (a) Deposition of Nitride layer and e-beam resist layer, (b) 

Patterning on resist using e-beam lithography, (c) Nitride patterning 

using etching process, (d) Stripping the nitride, (e) Pouring the PDMS, 

(f) PDMS stamp for UV-NIL.

그림 3은 경사각도에 따른 파장별 회절효율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나타내었다. 경사각도는 실리콘기판의 54.74°의 (111)

결정방향 보다 ±α°만큼 크기의 경사각을 나타낸다. 따라서 α

각도의 크기를 0°에서 30°까지 7.5° 간격으로 하여 파장별 반

사회절효율을 구한결과, 경사각이 커지면서 400 nm 영역의 

회절효율은 증가하였으나, 600 nm 영역의 회절효율이 감소

하였다. 그 중에서도 22.5°의 경사각은 전 파장범위에서 26~ 

34%의 가장 균등한 효율을 나타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22.5°의 경사각도의 조건으로 표면형상을 최적 설계하였다.

III. UV-NIL용 나노회절격자 PDMS 스탬프 제작

최적 설계된 평판형태의 비등간격 나노회절격자 패턴을 UV- 

NIL 공정기법으로 제작하기 위해서는 패턴 형상이 각인된 스

탬프 제작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UV 투과성이 좋고, 낮

은 표면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PDMS (polydimethylsiloxane) 

스탬프를 복제 주조방식을 통해 제작하였다. 그림 4에 나노

회절격자 패턴 형상 제작을 위한 UV-NIL용 PDMS 스탬프 제

작 공정도를 나타내었다. 우선, 복제주조방식을 이용한 PDMS 

스탬프를 제작하기 위하여 경사각도를 가지는 나노회절격자 

패턴의 실리콘 원형몰드를 제작하였다. 실리콘(100) 기판의 

경우, 결정방향 특성상 습식 식각시 54.74°의 대칭 경사면을 

형상하는 V홈 구조를 가진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실리콘

(100) 잉곳을 최적 설계 값인 22.5°만큼 경사각도를 주어 절

단하여 실리콘 기판의 습식 식각 특성이 비대칭 V홈 프로파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절단된 실리콘 기판에 실리콘질화막(Silicon Nitride)을 화

학적증착방법(LPCVD)을 이용하여 그림 4(a)와 같이 50 nm 

두께의 습식 식각용 에칭 마스크 층을 형성하였다. 이후, 그

림 4(b)와 같이 전자빔 레지스트를 100 nm 두께로 스핀코팅 

후 전자빔 리소그래피 및 감광공정을 통하여 선폭이 100 nm

인 나노패턴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나노패턴 사이의 간격을 

나타내는 Pitch는 설계된 치수와 같이 비등간격으로 제작하

였다. 패터닝된 전자빔 레지스트를 건식 식각하여 그림 4(c)

와 같이 실리콘질화막을 패턴닝 후, 잔류 전자빔 레지스트를 

아세톤으로 제거하였다. 실리콘질화막에 나노패턴이 형성된 

실리콘 기판을 35%의 KOH 용액에 7분간 습식 식각하여 그

림 5와 같이 32°와 78°의 경사 각도를 가지는 비대칭 V홈 

구조의 준 3차원의 나노회절격자 패턴을 가진 실리콘 원형 

몰드를 제작하였다. 

제작된 양각형태의 실리콘 원형몰드를 복제 주조하여 UV- 

NIL용 PDMS 스탬프를 제작 하였다. PDMS용액은 Dow corning

사의 Sygard
TM

 184을 사용하였으며, 주제와 경화제가 10:1의 

일정 비율로 혼합되어 충분히 안정화 시간을 거친 상태의 고

분자 용액이다. 안정화된 PDMS 용액을 제작된 실리콘 원형

몰드에 충분한 두께가 유지되도록 붓고 진공 및 초음파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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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EM images of fabricated original silicon mold.

Fig. 6. SEM images of fabricated PDMS-stamp using replicated 

molding process.

Fig. 7. UV curable resin conversion followed by FT-IR spectroscopy.

템을 접목하여 기포 제거 및 충진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이

후, 60°C의 오븐에서 3시간 동안 열 경화시킨 후, 실리콘 원

형몰드와 분리하여 그림 6과 같이 실리콘 원형몰드의 패턴

이 정밀하게 복제된 음각형태의 UV-NIL용 PDMS 스탬프를 

제작 하였다.

IV. UV-NIL공정 기반 고분자 나노 회절격자 제작

UV-NIL공정을 이용한 고분자 기반 나노회절격자에 있어 

패턴 치수정밀도는 회절효율 및 분해능을 좌우한다. 특히, 

UV 경화조건에 따른 임프린트용 고분자의 경화 전환율은 

경화 후, 고분자의 기계적 강도의 물성에 영향을 미치는데, 

광량이 적게 되면 미경화에 따른 기계적 강도가 약하게 되어 

패키징시 패턴 손상이 야기된다. 뿐만 아니라, UV-NIL 공정

에 사용되는 UV 경화성 고분자는 광량에 따라서 수축현상

이 수반되어 전사패턴의 치수정밀도에 문제점이 발생한다
[10]

.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UV-NIL 공정에서 사용된 고분자의 체계적인 광 경화메커니

즘 분석을 통해 최적의 UV-NIL 공정을 도출하였다.

사용된 UV-NIL용 고분자는 기계적 강도를 고려하여 Micro- 

resist사의 Ormocomp를 사용하였으며, 사용된 고분자의 FTIR- 

흡수스펙트럼을 관찰하여 고분자의 경화 전환율을 구하였고, 

완전경화가 일어나는 경화조건을 도출하였다. UV 광경화 특

성 실험은 진공 및 질소분위기에서 진행하였고, 15 mW의 

광 세기 및 365 nm 중심파장을 가지는 UV 램프의 조사시간

에 따라 광량을 조절하여 고분자의 분자흡수 스펙트럼을 관

찰하였다. 분자흡수 스펙트럼 변화는 고분자의 라디칼 중합

반응에 의하여 나타나고, 이러한 반응은 고분자의 ‘C=C’이 

끊어져 개시제가 되고 중합이 일어난 뒤, 다른 전자밀도가 

높은 물질로부터 반응이 종결되는 과정이다. 따라서 그림 7

에서는 이러한 반응에 의하여 나타나는 고분자의 ‘C=C’의 

흡수피크(810 cm
-1

)변화를 관찰하였다. 그 결과 180 sec 구간

에서 반응이 종결되어 일정한 값이 나타나는 지점으로부터 

완전 경화조건을 도출 하였고, 완전 경화가 이루어지는 최적

의 경화조건에서 UV-NIL 공정을 진행하여 고정밀의 고분자 

나노회절격자를 성형하였다.

 UV-NIL공정은 UV 경화용 고분자를 기판 표면에 떨어뜨

린 후, 음각 형태의 패턴이 각인된 PDMS스탬프를 가압하여 

질소분위기의 챔버 안에서 진행하였다. 공정조건에서 압력조

건은 PDMS 스탬프의 탄성력을 고려하여 1 bar의 압력을 가

하였고, 15 mW의 세기를 가지는 램프를 180 sec 동안 조사

하여 나노회절격자의 패턴을 성형하였다. 그림 8(a)에서는 제

작된 고분자 기반의 중심부와 가장부분의 SEM이미지를 관

찰하여 비등간격의 격자치수를 확인하였고, 그림 8(b)에서는 

제작된 고분자기반의 나노회절격자와 실리콘 원형몰드 사이

의 AFM이미지를 관찰하여 치수정밀도가 5 nm 이하로 정밀

하게 성형된 것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파장별 반사율

을 증가시키기 위해 정밀하게 성형된 고분자기반의 나노회

절격자 표면에 Au층을 30 nm 두께로 증착하여 집적화된 분

광모듈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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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8. The imprinted polymeric nano diffraction grating with 

non-uniform period and asymmetrical V-shaped groove. (a) SEM 

image by top view and tilting view, (b) AFM image for 

comparison of dimension accuracy between original silicon mold 

and imprinted patterns.

(a)

(b)

Fig. 9. TImage of integrated spectrometer module to be packaged 

polymeric nano diffraction grating. (a) Photo of the spectrometer 

module, (b) Spectrum for wavelength range from 400 nm to 650 nm.
V. 비등간격 준 3차원 나노 회절격자를 이용한 

분광 모듈 제작 

제작된 고분자 기반의 비등간격 평판형 준 3차원 나노회절

격자를 이용하여 집적화된 소형 분광모듈을 제작하였다. 소

형 분광모듈은 그림 9(a)와 같이 평판형 구조로 이루어져 있

으며, 오목거울이 포함된 광 도파로부에 나노회절격자, 입력

파이버, CMOS 이미지 센서가 패키징 되었다. 오목거울이 

포함된 광 도파로는 500 µm 두께의 클래드층 사이에 코어층

이 적층된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입력 파이버에서 광 도파

로로 입사된 광은 수직 방향으로는 내부전반사에 의해 전파

되며, 수평방향으로는 퍼지면서 진행하게 된다. 이후 진행된 

광은 오목거울 반사막을 통하여 나노회절격자로 집광되어 

입사되게 되며, 비등간격의 나노회절격자에 의해 각각의 파

장으로 분리된 단색광이 파장별로 CMOS 이미지 센서에 매

칭되는 구조로 이루어진다. 사용된 입력파이버는 200 µm 코

어크기를 가지는 멀티모드용 파이버를 사용하였고, 수신되는 

CMOS 이미지센서는 분광신호의 대역폭 및 세기를 고려하

여 크기가 25×500 µm인 픽셀이 512개로 구성된 실리콘 재

질의 이미지센서를 사용하였다.

제작된 소형 분광 모듈의 성능평가를 위한 시스템을 구성

하여 그림 9(b)와 같은 파장별 스펙트럼을 구하였다. 제작된 

분광모듈에 입력되는 광대역 광원은 단색화 장치를 이용하여 

400 nm에서 650 nm까지의 파장범위에서 5 nm간격으로 파

장을 가변하여 입력하였다. 입력된 광신호의 파장별 피크의 

위치를 정밀하게 측정하기 위하여 CMOS 이미지센서의 픽셀

크기 및 위치를 고려하여 신호의 세기를 관찰하였다. 그 결과 

입력파장 5 nm 간격당 나타나는 파장별 스펙트럼 피크의 위

상차이가 7.5~10 ea (188~250 µm) 픽셀 수만큼 발생하였다. 

따라서 400~650 nm 입력파장범위에서 5 nm 간격의 파장별 

피크위치 및 픽셀위치를 고려하여 250 nm의 파장대역폭에

서 파장별 Peak값의 기준으로 5 nm의 파장 분해능을 갖는 

직접화된 분광모듈의 파장별 스펙트럼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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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    론

본 논문에서는 250 nm파장 대역폭에서 균등한 분해능을 

가지는 집적화된 단일 칩 형태의 분광모듈을 제작하기 위하

여 22.5°의 경사각도와 비등간격의 격자구조를 가지는 평면

나노회절격자를 최적 설계하였고, 최적 설계된 나노회절격자

를 저가대량 생산에 용이한 UV-NIL 공정을 FT-IR 스펙트럼 

분석을 통하여 기계적 강도 향상 및 수축에 의한 치수 변형

이 최소화되는 최적의 UV-NIL 공정으로 제작하였다. 그리고 

단일 칩 형태의 집적화된 분광모듈은 400~650 nm 파장대역

폭에서 첨두파장의 기준으로 5 nm 의 균등한 분해능을 가졌

으며, 이는 휴대 가능한 소형 분광센서에 다양하게 이용될 

전망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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