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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블록공중합체(block copolymer)는 각 고분자 블록의 상대적인 조성비와 분자량에 따라 구, 실린더, 라멜라 등의 다
양한 자기조립 나노구조를 형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블록공중합체의 자기조립 나노구조를 이용하여 나
노복합재료, 포토닉 크리스탈, 나노선, 자기저장매체, 플래시 메모리 소자 등에 적용하려는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블록공중합체 나노구조는 수많은 결함구조들을 포함하고 있어 실제 소자 적용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블록공중합체 나노구조의 실제적인 응용을 위해서는 박막상태의 시료 내에서 나노구조의 배향과
배열을 원하는 형태로 조절할 수 있는 공정의 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블록공중합체의 자기조립을 나노기술분야
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대면적으로 완벽히 제어된 블록공중합체 나노구조를 구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Abstract − Block copolymers spontaneously assemble into various nanoscale structures such as spheres, cylinders,
and lamellar structures according to the relative volumn ratio of each macromolecular block and their overall molecular
weights. The self-assembled structures of block copolymer have been extensively investigated for the applications such
as nanocomposites, photonic crystals, nanowires, magnetic-storage media, flash memory devices. However, the naturally formed nanostructures of block copolymers contain a high density of defects such that the practical applications for
nanoscale devices have been limited. For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block copolymer nanostructures, a robust process to
direct the assembly of block copolymers in thin film geometry is required to be established. To exploit self-assembly of
block copolymer for the nanotechnology, it is indispensible to fabricate defect-free self-assembled nanostructure over an
arbitrarily large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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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하여 고밀도 자기저장매체[2], 나노선제작[3-4], 양자점[5-6], 금속점
[7] 등 다양한 차세대 나노소자에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블록공중합체가 형성하는 나노구조는 열역학적으로 안정한 구조
이므로 나노구조의 형성이 자발적으로 진행되며, 각 블록의 상대적
인 조성비와 분자량을 조절함으로써 손쉽게 나노구조의 형태 및 크
기를 조절할 수 있다. 또한, 블록공중합체 나노구조의 형성은 병렬
적으로 진행되므로 양산공정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소자에 활용가능한 기술의 확립을 위해서는 임의의 기
판상에 블록공중합체 박막을 형성시키고 박막내에서 나노구조의 배
향과 배열을 원하는 형태로 조절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
연적으로 형성되는 블록공중합체의 나노구조내에서는 나노도메인
들이 무질서한 배향 방향을 가지고 많은 결함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블록공중합체는 서로 다른 화학적 구조를 가지는 고분자 블록들
이 공유결합을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한
분자내에 존재하는 고분자 블록들은 상분리를 일으키려고 하나 서
로 공유결합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상분리의 정도가 제한되어
결국 구(sphere), 실린더(cylinder), 라멜라(lamella) 등이 주기적으로
배열된 형태의 나노구조들을 형성한다[1]. 이때, 블록공중합체의 자
기조립 현상으로 형성된 나노구조의 도메인 크기는 5~50 nm로 광
범위하게 조절할 수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나노구조 제작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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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공중합체의 나노구조를 원하는 형태로 제어하기 위해서 기존
에 소자제작에 이용되고 있는 top-down 기술과 융합하려는 연구
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예로 graphoepitaxy를
들 수 있다[8-9]. 이 기술은 광식각(photo-lithography) 기술과 에
칭공정을 통하여 기질상에 마이크로미터 수준의 홈(groove)을 제
작하고, 이 홈을 따라 잘 정렬된 블록공중합체의 나노구조를 유도
하는 원리이다. graphoepitaxy 방법을 이용하면 대면적에 걸쳐 블
록공중합체의 결함없는 구조를 쉽게 형성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
서는 반드시 기판에 요철을 형성해 주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top-down 기술을 이용하여 제작된 화학적인
표면패턴상에서 블록공중합체의 자기조립을 유도하 표면패턴과 각
고분자 성분사이의 계면에너지를 조절하여 잘 정렬된 자기조립 나
노구조를 제작하는 기술이 있다. 이 공정은 기질 표면에 화학적인
대비를 만드는 것으로 공정이 단순하고 대면적으로 제어된 구조
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본 총설에서는 화학적인 나
노패턴을 이용하여 블록공중합체의 나노구조를 제어하는 공정에
대해 그 동안 진행되어온 주요 연구들을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2. 블록공중합체의 epitaxial self-assembly[10]
블록공중합체 나노구조를 임의의 대면적에서 결함없이 정렬하는
방식으로 블록공중합체의 epitaxial self-assembly 방법이 관심을 받
아왔다. Epitaxial self-assembly는 lithography 공정을 통해서 표면을
화학적으로 패턴화(chemical patten)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분야의
나노제작기술에 응용될 수 있는 병렬적인 공정(parallel process)이다.
먼저, 실리콘 웨이퍼 위에 유기단분자층(self-assembled monolayer,
SAM)을 형성시키고 극자외선 간섭 광식각공정(extreme ultraviolet
interferrometric lithography)을 도입하여 topographic 패턴을 형성시
키고, 광화학적 패턴전사(photochemical pattern transfer)를 통해 화

Fig. 2. (a) Lamellae were oriented perpendicularly with no longrange order on unpatterned regions of the surface. (b)
Lamellae were oriented perpendiculary with epitaxial ordering on surfaces.

학적 대비를 가지는 나노 패턴을 제작하였다(Fig. 1). 화학적 대비
를 갖는 이 표면 패턴은 그 위에 형성되는 블록공중합체 박막의 자
기조립 나노구조를 제어하여 원하는 형태로 조절된 나노구조를 얻
을 수 있게 한다. 화학적으로 처리되어 극성을 띠는 패턴은 블록공
중합체의 특정 블록(PMMA 블록)을 선택적으로 유도하고, 화학적
으로 처리되지 않은 패턴은 블록공중합체의 각 블록(PS 블록,
PMMA 블록)에 중성적으로 작용함으로써 나노구조를 제어하는 것
이다.
Fig. 2는 화학적으로 균일한 기판 위에서는 무질서한 라멜라 구
조가 형성되고, 화학적인 대비를 갖는 기판 위에서는 라멜라 구조
가 잘 정렬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화학적 패턴의 주기(Ls)가
벌크 상태에서의 라멜라의 주기(L0)와 일치할 때 블록공중합체 구
조가 임의의 넓은 범위에서 일체의 결함없이 잘 정렬됨을 나타낸다.
이 연구 결과는 블록공중합체를 포함하는 자기조립 물질을 일체의
결함없이 완벽히 제어한 최초의 연구결과이다.

Fig. 1. Schematic representation of the strategy used to create chemically nanopatterned surfaces and investigate the epitaxial assembly of blockcopoly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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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정형 패턴 위에서의 블록공중합체의 directed
assembly[11]
블록공중합체의 자기조립은 나노스케일의 규칙적인 구조를 제작
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매우 효과적이고, 특히 라멜라구조는 깨끗한
직선 구조의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도체분야에서 그 활용에 대
한 기대가 높다. 그러나 실제 반도체 상에서 사용되는 미세 선폭들
은 단순 직선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를 가진다. 따라서 실제 소
자 제작에 응용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로 나노구조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블록공중합체(PS-b-PMMA)와 그 블
록공중합체를 구성하는 각각의 블록에 해당하는 호모폴리머
(homopolymer)를 섞은 혼합물을 이용하여 사전에 화학적으로 패턴
된 기판위에서 다양한 형태의 나노구조를 결함 없이 제작할 수 있음
을 입증하였다. 여기서 호모폴리머의 역할은 자기조립과정에서 결
함이 생기기 쉬운 영역으로 재분산되어 결함을 없애줌으로써 나노
구조가 꺾여서 생성될 때에도 결합없이 나노구조의 형성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다.
다음은 이 연구의 실험과정을 간략하게 나타내고 있다(Fig. 3). 우
선 PS 브러쉬 위에 감광제를 스핀코팅한 후에 극자외선 간섭 광식
각공정 또는 전자빔 리소그라피 등을 이용하여 직선이나 꺾인 선
등의 패턴을 제작한다. 그 후에 산소분위기하에서 플라즈마 에칭으
로 노출된 부분의 PS 브러쉬를 산화시키고 용매를 사용하여 남아
있던 감광제를 제거하면 화학적으로 다른 특성을 가지는 주기적인
패턴이 형성되게 된다. 그 뒤에 블록공중합체-호모폴리머 혼합물을
스핀 코팅 후에 열처리를 해주면 패턴을 따라서 그대로 상분리가
일어나면서 결함없는 나노구조가 형성되게 된다(Fig. 4).
일반적으로 균일하게 잘 정렬된 라멜라구조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블록공중합체 자체의 라멜라주기(LB)와 기판의 화학적 패턴주기(Ls)
가 근접한 값을 가져야 한다. 하지만 블록공중합체와 두 호모폴리

Fig. 4. Top-down SEM images of the ternary blend (LB=70 nm) on
patterns with various periods (Ls=55~80 nm).

머의 혼합물을 사용한다면 잘 정렬된 구조가 생성될 수 있는 Ls의
범위가 더 넓어지게 된다. 그 결과는 위의 Fig. 4에서 확인할 수 있
다. 고분자 혼합물의 라멜라주기 LB는 70 nm이지만 위 그림에서와
같이 패턴의 주기 Ls가 60~80 nm 일 때에도 잘 정렬된 라멜라가 형
성되었다. 이는 두 호모폴리머가 자발적으로 블록공중합체 라멜라
중심으로 이동하여 블록공중합체 라멜라 구조가 상대적으로 넓은
범위에서 결함없이 생성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만약 꺽인선 형태의 화학패턴위에 블록공중합체만을 이용해 라멜
라를 생성시킬 때는 꺾이는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그 폭이 직선부의
폭보다 커지기 때문에 쉽게 결함이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혼합물
을 사용하면, 꺾임에 따른 라멜라의 자유에너지 소모가 최소화 됨
으로써 Fig. 5와 같이 꺾인 부분에서도 결함이 거의 생기지 않는 나
노구조를 제작할 수 있다.

4. 블록공중합체 박막내에서의 결함구조의 분석[12]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에피택시얼 자기조립(epitaxial selfassembly)은 top-down 방식으로 제조된 화학적 나노패턴(chemical
nanopattern)을 사용하여 bottom-up 방식인 블록공중합체의 나노구
조를 완벽히 제어하는 방식이다. 특히 라멜라 블록공중합체의 나노
구조를 에피택시얼 자기조립 방식으로 제어할 경우 ‘블록공중합체
나노구조의 주기(Lla)’와 ‘기판의 화학적 나노패턴의 주기(LS)’가 일
Fig. 3. Schematic of the process used to fabricate chemically nanopatterned surfaces that direct the self-assembly of ternary
blends in linear and bend geometries.

치하는지(commensurability) 또는 일치하지 않는지(incommensurability)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만약 두 종류의 주기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다양한 형태의 결함(defect)이 발생하게 된다. 이 연구에서
Korean Chem. Eng. Res., Vol. 46, No. 1, February,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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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The abundant PMMA cores are observed if the period of
nanostructure of block copolymer (Lla=48 nm) is larger than
that of chemical nanopattern on substrate (LS=45 nm).
Fig. 5. Top-down SEM images of angled lamellae in a ternary PS-bPMMA/PS/PMMA blend (LB=70 nm) on the chemical surface patterns fabricated with LS values of 65, 70 nm.

Fig. 8. The tilted lamellae are formed if the period of nanostructure
of block copolymer (Lla=48 nm) is smaller than that of chemical nanopattern on substrate (LS=52.5 nm).

Fig. 6. The pairs of edge dislocations are formed if the period of
nanostructure of block copolymer (Lla=48 nm) is larger than
that of chemical nanopattern on substrate (LS=45 nm).

는 PS-b-PMMA 블록공중합체의 나노구조를 극자외선 간섭 광식각
공정 방식으로 제조된 화학적 패턴을 사용하여 제어할 경우 ‘블록
공중합체 나노구조의 주기(Lla)’와 ‘기판의 화학적 나노패턴의 주기
(LS)’가 일치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결함의 종류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첫 번째 경우로 ‘PS-b-PMMA 블록공중합체 나노구조의 주기
(Lla=48 nm)’가 ‘기판의 화학적 나노패턴의 주기(LS=45 nm)’보다
큰 경우(Lla>LS)에는 정렬된 나노구조의 뒤틀림(distortion)을 최소화
하면서 하나의 pair를 이루는 칼날 전위(edge dislocation)가 주로 발
생하였다(Fig. 6). 특히 발생한 칼날 전위의 핵(core)은 대부분의 경
우 PMMA로 이루어져 있다(Fig. 7). 실험에서 구현된 화학적 기판
위 블록공중합체 나노구조의 경우에 PMMA 핵을 갖는 칼날전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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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는 PS 핵을 갖는 경우보다 높은 에너지적 불안정성(energy
penalty)를 갖는다. 따라서 PS 핵보다 PMMA 핵을 더 많이 갖는다
는 것은 에너지적으로 불안정한 현상이며 후속 연구가 필요한 부분
이다.
두 번째 경우로 ‘PS-b-PMMA 블록공중합체 나노구조의 주기
(Lla=48 nm)’가 ‘기판의 화학적 나노패턴의 주기(LS=52.5 nm)’보다
작은 경우(Lla<LS)에는 오늬무늬(herringbone)를 갖는 나노구조가 관
찰되었다(Fig. 8). 블록공중합체의 윗면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면
마치 라멜라가 기판의 화학적 패턴을 무시하고 특정 방향성만을 가
지면서 물결 모양으로 정렬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나노구조의
단면의 전자현미경 이미지를 자세히 분석하면 기울어진 라멜라
(tilted lamellae) 형태의 나노구조로써, 기판의 화학적 패턴과 접촉
하는 라멜라 나노구조의 아랫부분은 직선형태의 화학적 패턴을 따
라가지만 위로 갈수록 직선이 아닌 곡선 형태를 갖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PS-b-PMMA 블록공중합체를 구성하는 소수성의
PS block 부분이 기판에 존재하는 화학적 패턴의 친수성 부분과 접
촉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갖기 때문이다.

블록공중합체 자기조립제어를 통한 무결함 나노구조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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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피택시얼 자기조립(epitaxial self-assembly) 방식은 하향식 제조
방법으로 상향식 나노구조를 제어하기 때문에 두 접근 방식의 조화
가 매우 중요하다. 본 총설을 통하여 두 접근 방식이 상이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결함에 대하여 분석함으로써 완벽한 블록공중합체
나노구조를 제조하기 위한 기초 연구를 수행하였다.

5. 패턴 형태가 불일치하는 표면 패턴위에서의 블록
공중합체의 나노구조[13]
앞서 개발된 나노구조는 자기조립 물질을 결함이 전혀 없이 완벽
히 제어한 최초의 연구결과라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나, 화학
적 표면패턴의 주기가 블록공중합체의 주기와 일치할 때에만 가능
하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실린더 형태의 나노구
조를 형성하는 비대칭의 PS-b-PMMA 블록공중합체를 사용하여 벌
크(bulk) 상태에서의 주기(L0=45 nm)와 일치하지 않은 주기(Ls)의
패턴위에서 자기조립을 하는 과정을 수행하였다. 극자외선 리소그
라피로 제작된 레지스트 패턴에 high flux X-ray를 조사하여 중성의
유기단분자층을 선택적으로 산화시켜 패턴화된 표면은 중성적인 표
면과 한 성분을 선호하는 표면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위에 블록공
중합체 박막을 형성시킨 후 열처리를 하여 자기조립을 유도하였다
(Fig. 9).
다음은 주기가 불일치하는 화학적 표면 패턴위에서의 블록공중합
체 박막의 형태상의 변화를 관찰한 결과이다(Fig. 10). 먼저 화학적
표면 패턴이 제작되어 있지 않은 중성표면의 기판위에서는 기판에
대해 수직인 실린더 형태의 나노구조를 형성하였다. 다음, 실린더
형태의 구조를 형성하는 블록공중합체의 주기와 일치하는 즉, 화학
적 표면 패턴의 주기(Ls)가 45 nm인 기판위에서는 블록공중합체가
자기조립을 하여 기판에 평행하게 배향되었다. 그러나 표면패턴의

Fig. 9. Experimental procedure for directed assembly of the novel
nanostructure in block copolymer thin films.

주기(Ls)가 100 nm이고 기판위에 형성된 블록공중합체 박막의 두
께가 40 nm인 경우에는 낮은 정렬도를 보이고 있지만 선들과 나노
닷(nanodot)들의 배열이 교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 경우 결함의 밀
도가 매우 높고 무질서하게 배향된 짧은 선들이 관찰되었지만 나노
닷들이 박막 전체에 걸쳐서 기판에 대해 수직으로 배향되었다는 것
을 보여주고 있다. 박막의 두께를 낮춤으로써 정렬도를 향상시킬 수
있었다. 잘 정렬된 나노닷 배열이 블록공중합체 박막의 두께를
20 nm로 줄였을 때 형성되었다. 이때 이웃한 두 나노닷들의 거리는
L0와 일치하는 45 nm이고 박막의 두께가 40 nm일 때 나타났었던
기판에 평행한 선들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이 시스템에 SCF(selfconsistent field) calculations 시뮬레이선을 적용한 결과는, 두께가
40 nm 일때는 선들과 나노닷들의 구조가 같은 자유에너지를 가지
고 있어서 혼재된 구조를 보이고 20 nm일 경우에는 중성인 지역에
수직인 실린더들을 형성, 에너지를 경감시킴으로써 잘 정렬된 닷 어
레이의 구조가 형성됨을 나타내어 실험적인 결과와 잘 일치함을 보
여주었다(Fig. 11).

Fig. 10. Nanostructure evolution (SEM images) in block copolymer thin fil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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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Thin-film morphology obtained from self-consistent field calculations.

6. 결

론

지금까지 본 총설에서는 대면적으로 완벽히 제어된 블록공중합체
나노구조를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에 대해 소개하였다. 앞에
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블록공중합체 자기조립을 이용한 나노구조
제작법은 병렬식으로 수십나노미터의 미세 패턴을 대면적에 걸쳐
대량으로 제작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기
조립 물질을 실제 공정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대면적으로 결함이 없
이 완벽하게 제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연구들
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 중 화학적 대비를 가지는 표면패턴을 형성
시키고 그 위의 자기조립 물질을 제어하는 방법이 주요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산업계에서도 블록공중합체 나노구조를 활용하여 차세대 디
바이스에 적용하려는 시도들이 시작되고 있는 만큼, 산업발전에 실
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블록공중합체 나노기술의 실현을 위해서
앞으로는 실제 반도체 디바이스 제작 공정과 융합할 수 있는 공정
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더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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