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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mong the various transfer-printing processes, a simple and primitive technique
involves retrieving ultrathin nanomaterials, such as polymers, 2D materials, and quantum
dots, floating on the surface of a liquid. In particular, this method has significant limitations
as it is largely affected by the surface energy of a receiver substrate and inevitably generates numerous wrinkles during the printing process. In this work, we investigate a novel
transfer-printing process for metal nanopattern arrays on chemically modified graphene
(CMG) films using a block copolymer (BCP) nanotemplate and polydimethylsiloxane
(PDMS) stamp. A metal nanopattern array fabricated with BCP lithography on a CMG film
was thus successfully transferred to nonplanar (i.e., rough or curved) surfaces.
Keywords: transfer printing process, nanopatterning, block copolymer lithography, chemically
modified graphene, polydimethylsiloxane stamp

1. 서 론

박막 형태의 나노패턴을 도너 기판으로부터 분리시킨 후,
액체 표면에 떠있는 박막을 리시버 기판(receiver substrate)
으로 회수함으로써 전사 공정을 완료한다[13]. 그러나, 이
러한 기존 전사 공정은 리시버 기판에 필연적으로 많은 주
름(wrinkles)이 발생하게 되며 특히 리시버 기판의 표면 에
너지(surface energy)에 따라 전사 공정의 완성도가 달라진
다는 단점이 있다[14].
본 연구에서는 화학적으로 개질된 그래핀(chemically
modified graphene, CMG) 위에 블록 공중합체의 자기조립
을 이용하여 금속 나노패턴 어레이를 제조한 후, 도너 기
판과 polydimethylsiloxane (PDMS) stamp를 접촉시킨 상태
에서 희생층을 제거하여 패턴을 전사하는 새로운 전사 공
정을 제안한다.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면 화학적으로 개질
된 그래핀과 금속 나노패턴 어레이를 일체의 주름이 존재
하지 않는 상태로 다양한 리시버 기판에 완벽한 전사가 가

수~수십 나노 크기의 나노패턴 어레이(nanopattern array)
는 광전 장치, 자기 데이터 저장, 바이오 센서 등 나노 기
술이 필요한 다양한 소자 응용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1−
4]. 최근에 상향식(bottom-up) 제조공정으로 나노패턴을 제
작하기 위한 방법으로 블록 공중합체(block copolymers) 자
기조립(self-assembly)을 이용한 나노패터닝 공정이 많은 관
심을 받고 있다[5−7]. 또한 제조된 자기조립 나노패턴을 커
브드(curved)와 벤더블(bendable) 등과 같은 플렉시블
(flexible) 기판으로 옮기기 위한 전사 공정(transfer printing
process) 역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8−12].
자기조립으로 제조된 블록 공중합체 나노패턴의 일반적
인 전사 공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도너 기판(donor substrate)
에 있는 희생층(sacrificial layer)을 식각 용액으로 제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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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다. 본 실험에서는 블록 공중합체의 자기조립을 이용
하여 CMG 필름 위에 지름 25 nm의 Au 나노닷 어레이와
폭 30 nm의 Cr 나노와이어 어레이를 구현하였다. 제조된
나노패턴 어레이는 다양한 표면 에너지를 가지는 리시버
기판뿐만 아니라 곡면 형태의 기판에도 성공적으로 전사가
가능하였다. 또한 전형적인 포토리소그래피(photolithography)
공정을 통해 금속 나노패턴 어레이/CMG 필름을 마이크로
스케일로 패터닝한 후 리시버 기판 위에 연속으로 전사하
여 패턴이 서로 수직하게 겹치거나 평행하게 배열되도록
구현하였다.

2. 실 험
2.1. 화학적으로 개질된 그래핀 필름 준비
먼저 산화 그래핀(graphene oxide, GO) 용액은 천연 흑
연(natural graphene, Sigma Aldrich)을 사용하여 Hummers
method 기반의 화학적 산화 과정을 통해 제조되었다[15].
제조된 GO 용액과 원심분리기를 사용하여 고농도의 단층
그래핀 산화물 분산액(5 wt% in deionized water)을 구현할
수 있었다. 우리는 스핀 캐스팅(spin-casting) 공정을 도입
하기 위해서 GO 분산액의 용매를 DI water에서 ethanol
(>99.5%, Sigma Aldrich)로 치환하였다. 도너 기판으로는
500 nm 두께의 실리콘 다이옥사이드(silicon dioxide, SiO2)
희생층이 증착된 실리콘 웨이퍼(silicon wafer)를 사용하였
으며 피라나 처리(piranha treatment)를 사용하여 클리닝 공
정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기판의 표면 에너지를 낮춰서
기판의 젖음성(wettability)을 향상시킴으로써 앞서 제작한
GO 용액을 스핀 캐스팅하여 5−10 nm 두께의 균일한 GO
필름을 구현할 수 있었다(3,000 rpm, 20 sec). 제조한 GO
필름을 밀폐된 챔버 안에서 1 시간 동안 히드라진(hydrazine,
Sigma Aldrich) 증기로 처리한 후 750 oC에서 5분 동안
H2/NH3 가스 분위기에서 열처리함으로써 화학적 환원 및
n-도핑 과정을 거친 CMG 필름을 최종 구현하였다[16].
2.2. 블록 공중합체 리소그래피(Block Copolymer Lithography)
를 통한 금속 나노패턴 어레이 제조
블록 공중합체의 자기조립을 통한 나노패턴 제조: 수~수
십 나노 크기의 패턴을 자기조립 방식으로 제조하기 위해
서 라멜라(lamellar) 또는 실린더(cylinder) 형태의 나노도메
인을 가지는 polystyrene-block-poly(methylmethacrylate)
(PS-b-PMMA) diblock copolymer(Mn: 205,000 g/mol,
211,000 g/mol, Polymer Source)를 사용하였다. 화학적으로
환원된 GO 필름은 PS-b-PMMA의 나노도메인을 기판에 수
직하게 배향시킬 수 있는 중성층(neutral layer)으로 사용되
었으며, 스핀 캐스팅 공정(2 wt% in toluene, 2,000 rpm,
60 sec)을 통해 CMG 필름 위에 80 nm 두께의 PS-b-PMMA

박막을 구현하였다[17]. 마지막으로 블록 공중합체 박막을
진공 챔버에서 250 °C로 24시간 동안 열처리함으로써 최종
적으로 기판에 수직 배향된 라멜라 또는 실린더 형태의 나
노패턴을 구현할 수 있었다.
블록 공중합체의 나노패턴을 이용한 금속 나노패턴 어레
이 제조: CMG 필름 위에서 라멜라 또는 실린터 형태를 가
지면서 기판에 수직배향된 블록 공중합체 나노도메인 중에
서PMMA 블록(block)의 경우 습식 또는 건식 식각 공정을
통해 선택적으로 제거되었다. 실린더 나노도메인을 이루는
PMMA 블록의 경우 365 nm 파장의 자외선(ultraviolet, UV)
을 총 에너지가 5.6 J/cm2가 될 때까지 조사한 후, acetic
acid(99.5%, Daejung)을 사용하여 제거되었다[18]. 라멜라
나노도메인을 이루는 PMMA 블록의 경우 O2 플라즈마
(20 sccm, 50 W, 0.07 torr)의 공정을 통해 제거되었다. 습식
및 건식 식각 공정을 통해 PMMA 블록을 완전하게 제거
한 후, 전자빔 증착법(electron beam evaporation)을 통해 약
3/10 nm 두께의 금속(Cr/Au) 박막을 증착하였다. 마지막으
로 소니케이션(sonication)을 이용한 lift-off 공정을 사용하
여 PS 블록을 제거할 수 있었다.
2.3. 금속 나노패턴 어레이/CMG 필름의 마이크로 패터닝을
위한 포토리소그래피 공정
자기조립 방식으로 제조된 금속 나노패턴 어레이를 선택
적으로 전사하기 위해 전형적인 포토리소그래피 공정을 사
용하여 금속 나노패턴 어레이/CMG 필름을 마이크로 스케
일의 패턴으로 제작하였다[19]. 이를 위해 포토레지스트
(photoresist, PR) SU-8 TF 2002(Microchem Corp.)을 CMG
필름 위에 스핀 캐스팅(3,000 rpm, 30 sec)하여 두께 1,500 nm
의 PR 박막을 제조하였다. PR 박막을 90 °C에서 2분 동안
소프트 베이킹(soft baking)한 후, 필름 마스크와 I-line
source(Midas/MDA-6000 DUV, 파장=365 nm)을 사용하여
박막에 선택적으로 UV를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100 °C
에서 60초 동안 포스트 베이킹(post expose baking, PEB)
한 뒤 propylene glycol methyl ether acetate (PGMEA)에
60초 동안 처리하여 패턴을 현상(development)하였고
isopropyl alcohol (IPA)를 사용하여 최종적으로 린싱(rinsing)
하였다. PR 박막에 보호되지 않은 금속(Cr/Au) 나노패턴
어레이와 CMG 필름은 각각 금속 식각 용액(chrome etchant
CE-905N/gold etchant TFA)과 O2 플라즈마(20 sccm, 50 W,
0.07 torr) 공정을 통해 선택적으로 제거되었다.
2.4. 금속 나노패턴 어레이/CMG 필름의 전사 공정
도너 기판 위의 금속 나노패턴 어레이/CMG 필름을 리
시버 기판으로 전사하기 위하여 PDMS(Sylgard 184 Silicone
Elastomer KIT, Dow Corning Corp.) stamp가 사용되었다.
PDMS stamp는 단량체(monomer)와 경화제(cross-linker)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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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일하게 섞고 진공 챔버에서 30 분간 에어 버블(air bubbles)
을 제거한 후 90 oC에서 12시간 열처리를 통해 준비되었
다. 그 후 준비된 PDMS stamp를 금속 나노패턴 어레이/
CMG 필름과 접촉시킨 후 희석된 hydrogen fluoride(HF)
용액(48.0−51.0%, J.T. Baker)을 사용하여 실리콘 다이옥사
이드 층을 제거하였다. 마지막으로 금속 나노패턴 어레이/
CMG 필름은 PDMS stamp에 의해 일체의 주름없이 리시
버 기판으로 전사되었다.

3. 결과 및 고찰
3.1. CMG 필름 제조
우수한 화학적, 열적, 그리고 기계적 안정성을 가지는 그
래핀은 금속 나노패턴 어레이 전사를 위한 캐리어 기판
(carrier substrate)으로 매우 적합한 재료이다. 하지만 순수
그래핀(pristine graphene)의 경우 낮은 표면 에너지로 인해
블록 공중합체 박막에 대한 젖음성이 좋지 않아 균일한 두
께의 박막을 형성하기 어렵다. 반면 GO을 환원(reduction)
하는 방식으로 제조한 CMG 필름의 경우 표면 에너지를
정밀하게 조절하기 때문에 CMG 필름 위에 균일한 두께를
가지는 블록 공중합체 박막을 매우 쉽게 구현할 수 있다
[20]. 본 연구에서는 도너 기판 위에 GO 분산액을 스핀 캐
스팅하여 주름없는 나노 스케일 두께의 GO 필름을 제조하
였고 화학적 환원과 도핑 과정을 통해 필름 표면 에너지를
조절할 수 있었다.
3.2. 자기조립 블록 공중합체 나노 패턴 제조
각 블록의 부피 분율(volume fraction)에 의해 나노 패턴
의 모양이 결정되는 블록 공중합체 박막은 어닐링(annealing)
공정을 통해 수~수십나노 크기의 패턴을 자기조립 방식으
로 형성할 수 있다. 이 때 블록 공중합체 나노도메인의 방
향성(orientation)는 기판의 표면 에너지에 크게 영향을 받
게 되며, 특히 기판과 유사한 계면 에너지를 가지는 블록
이 박막과 기판 사이 계면에 위치하게 된다[21]. 일반적으
로 기판에 수직한 블록 공중합체 나노도메인이 반도체 공
정에 적합하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방향성을 유도하
기 위해서 기판 표면의 에너지를 정밀하게 제어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CMG 필름 위에서 기판에 수직한 블록
공중합체 나노도메인을 유도하기 위하여 접촉각 측정법
(contact angle measurement)을 사용하여 본 연구에서
제조한 CMG 필름과 두 고분자(PS와 PMMA) 사이의 계
면 장력(γ CMG-polymer)을 각각 계산하였다. Young’s equation
을 사용해서 계면 장력을 구한 결과 두 경우 모두 26.3 mJ/m2
으로 동일했으며, 이는 CMG 필름이 PS block과 PMMA
block에 대해서 화학적인 중성층(neutral layer)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판에 수직한 블록 공중합체 나노도메인이 형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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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계면의 접착일(work of adhesion)
의 경우 그 값이 클수록 계면을 분리하기 위해서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duprè equation을 사
용해서 식 (1)과 같이 표현이 가능하다[22]. 여기에서 γCMG
와 γpolymer는 각각 CMG 필름과 고분자의 표면 장력이다.
WCMG-polymer = γCMG + γpolymer − γCMG-polymer

(1)

위 식에서 γCMG, γPS, 그리고 γPMMA는 접촉각 측정법을 사
용하여 각각 56.2 mJ/m2, 29.9 mJ/m2, 그리고 30.0 mJ/m2로
구할 수 있다[23−25]. 결과적으로 CMG/PS와 CMG/PMMA
계면에서의 접착일은 각각 WCMG-PS=56.2 mJ/m2+29.9 mJ/m2−
26.3 mJ/m2=59.8 mJ/m2, WCMG-PMMA=56.2 mJ/m2+30.0 mJ/m2−
26.3 mJ/m2=59.9 mJ/m2으로 계산되었다. 참고로 PET 기
판의 경우 접촉각 측정법으로 계산된 γPET는 51.3 mJ/m2이
며, PET/PS와 PET/PMMA 계면에서의 접착일은 각각
WPET-PS=51.3 mJ/m2+29.9 mJ/m2−26.3 mJ/m2=54.9 mJ/m2
와 WPET-PMMA=51.3 mJ/m2+30.0 mJ/m2−26.3 mJ/m2=55.0 mJ/m2
이다. 즉, CMG 필름이 블록 공중합체 박막의 기판으로 사
용될 경우 높은 접착일을 갖게 되므로 기계적 물성이 매우
우수한 다층 필름 제조가 가능하다.
3.3. 금속 나노패턴 어레이/CMG 필름 전사 공정
Figure 1(a)는 나노재료에 적용되어 왔던 기존의 전사 공
정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희석된 HF 용액을 사용하여 도
너 기판의 실리콘 다이옥사이드 희생층을 제거한 후, 액체
표면에 떠있는 나노재료 박막을 리시버 기판을 사용하여
회수함으로써 전사 공정은 간단하게 완료된다. 그러나, 이
러한 전사 공정은 리시버 기판을 건조시키는 과정에서 나
노재료 박막에 수많은 주름이 필연적으로 형성되며, 특히
리시버 기판의 표면 에너지에 따라서 전사 공정의 완성도
가 크게 달라진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Figure 1(b)는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나노재료에 적용가능한 새로운 전사
공정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도너 기판을 PDMS stamp와
접촉시킨 후 실리콘 다이옥사이드 희생층을 희석된 HF 용
액으로 제거한다. 이 과정에서 PDMS stamp가 희생층 위
의 금속 나노패턴 어레이/CMG 필름을 기계적으로 고정시
키기 때문에 어떠한 주름도 발생하지 않는다. 희생층을 제
거한 후 금속 나노패턴 어레이/CMG 필름을 다양한 리시
버 기판에 전사할 수 있다.
Figure 2는 PDMS stamp에 있는 금속 나노패턴 어레이/
CMG 필름이 리시버 기판으로 전사되는 과정을 표현한 그
림이다. 금속 나노패턴 어레이/CMG 필름을 리시버 기판과
접촉시키면 2가지 종류의 접착일이 존재하게 된다. 하나는
PDMS stamp와 금속 나노패턴 어레이 사이의 접착일(빨간
점선 영역)이며, 다른 하나는 CMG 필름과 리시버 기판과
의 접착일(파란 점선 영역)이다. 이 상태에서 전체 접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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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he schematic illustration of (a) conventional and (b) novel transfer printing processes of metal nanodot array on a chemically modified
graphene (CMG) film.

Figure 2. (a) A PDMS stamp in conformal contact with a receiver substrate(red dotted line: the interface between a PDMS stamp and metal
nanodot array, blue dotted line: the interface between a CMG film and receiver substrate). The removal of a PDMS stamp if (b)
WCMG-receiver>WPDMS-nanodot and (c) WPDMS-nanodot>WCMG-rece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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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식 (2)과 같이 표현된다[22].
W = A(γ1 + γ2 − γ1-2)

(2)

이 때 W, A, 그리고 γ는 각각 접착일, 접착 면적의 비율,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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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표면 에너지이다. 접착 면적의 비율은 증착된 금속 나
노패턴 어레이의 모폴로지에 따라서 달라지며 나노와이어
와 나노닷 어레이 경우 일반적으로 접착 면적 비율(Ananowire
& Ananodot)은 각각 0.5와 0.4이다. PDMS stamp와 나노닷 어

Figure 3. The optical microscope and SEM images of (a) a CMG film transfer-printed on a polystyrene (PS) substrate using conventional transfer
printing process and (b) the Au nanodot array/CMG film transfer-printed on a PS substrate using novel transfer printing process.

Figure 4. The optical microscope and SEM images of the Au nanodot array/CMG film transfer-printed on (a) a poly(methyl methacrylate)
(PMMA), (b) glass, (c) curved pipet, and (d) Au substrate using novel transfer print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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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 사이의 접착일(WPDMS-nanodot)의 경우 WPDMS-nanodot=
0.5*(γPDMS+γnanodot−γPDMS-nanodot)로 계산된다. 반면 리시버 기
판과 CMG 필름 사이의 접착일(WCMG-receiver)의 경우 ACMG=1
이므로 WCMG-receiver=1*(γCMG+γreceiver−γCMG-receiver)으로 계산된
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WCMG-receiver는 WPDMS-nanodot보다
큰 값을 가지게 되므로, 금속 나노패턴 어레이/CMG 필름
을 리시버 기판에 접촉한 후 PDMS stamp를 제거하면 PDMS

stamp와 금속 나노패턴 어레이 사이에서 기계적 박리
(delamination)가 일어나게 된다.
Figure 3은 기존의 나노재료 전사 방법(Figure 3(a))의 경
우와 다르게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새로운 전사 공정(Figure
3(b))를 이용하면 금속 나노패턴 어레이/CMG 필름에 일체
의 주름 형성없이 리시버 기판에 완벽히 전사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전사 공정은 PS와 같은 소

Figure 5. The schematic illustration of transfer printing process of a micropatterned metal nanodot array/CMG film. (a) The metal nanodot array/
CMG film on a donor substrate. (b) A micropatterning process of the metal nanodot array/CMG film using conventional photolithography. (c)
Wet/dry etching process using metal wet etchant and oxygen plasma treatment. (d) The removal of a silicon dioxide layer by immersion in
diluted HF solution. (e) The transfer printing of the micropatterned metal nanodot array/CMG film onto a receiver substrate.

Figure 6. The SEM images of (a) photoresist (PR) micropatterns on the Au nanodot array/CMG film, (b) the Au nanodot array on selectively
etched CMG film using oxygen plasma treatment, and (c) the micropatterned Au nanodot array/CMG film transfer-printed on a receiver
subst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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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 고분자를 포함하여 친수성 고분자인 PMMA, 유리 기
판, 곡면 형태의 피펫, 그리고 Au substrate 등 다양한 기판
에 적용할 수 있다(Figure 4(a−d)).
Figure 5는 전형적인 포토리소그래피 공정을 활용하여 금
속 나노패턴 어레이/CMG 필름을 마이크로 스케일로 선택
적으로 패터닝한 후 리시버 기판 위에 전사하는 것이 가능
함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마이크로 스케일의 포토레
지스트(photoresist, PR) 패턴과 Au 식각 용액/O2 플라즈마
공정을 사용하여 Au 나노닷 어레이/CMG 필름을 선택적으
로 제거하고 이를 리시버 기판에 성공적으로 전사하였다
(Figure 6(a−c)). 특히 금속 나노패턴 어레이/CMG 필름을
리시버 기판 위에 연속적으로 전사할 경우 패턴을 여러 종
류의 다층 형태로 구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2 μm의 선 폭을 갖는 Cr 나노와이어 어레이/CMG 필름과
동일한 크기의 Au 나노닷 어레이/CMG 필름을 제조하여
서로 수직하게 겹치거나 평행하게 배열되도록 리시버 기판
에 연속 전사하였다(Figure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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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기존의 나노재료 전사 공정은 도너 기판에 있는 희생층
을 습식 식각 공정을 통해 제거하여 나노패턴 박막을 도너
기판으로부터 분리한 후, 리시버 기판을 사용하여 액체 위
에 떠있는 나노패턴 박막을 회수하는 방식을 이용해왔다.
이러한 공정은 전사 공정 중에 나노패턴 박막에 많은 주름
이 발생하거나 리시버 기판의 표면 에너지에 따라 전사 공
정의 완성도가 크게 달라진다는 한계점이 존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PDMS
stamp와 금속 나노패턴 어레이/CMG 필름을 접촉시킨 후
희생층을 제거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필름에 일
체의 주름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리시버 기판의 표
면 에너지와 상관없이 높은 완성도를 갖는 전사 공정을 구
현할 수 있었다. 추가로 고분자 또는 곡면 형태를 갖는 기
판처럼 일반적이지 않은 리시버 기판에서도 전사 공정을
성공적으로 적용시켰으며, 포토리소그래피 공정을 이용하
여 마이크로 패터닝된 금속 나노패턴 어레이/CMG 필름을

Figure 7. The schematic illustration of multilayer transfer printing process of metal nanopattern array/CMG micropatterns.

Figure 8. The SEM images of metal nanopattern array/CMG micropatterns transfer-printed on a receiver substrate in (a) orthogonal and (b)
parallel dir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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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으로 전사하는 것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에서 제시한 나노재료 박막을 위한 새로운 전사 공정 방법
은 유연한 기판 또는 복잡한 3차원 형태를 갖는 기판에 적
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차세대 전자/에너지 소자 개
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2020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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