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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양극 산화 방법으로 제조된 다공성 알루미나(Anodic 

aluminum oxide, AAO)를 활용하여, AAO template의 barrier layer에 위치한 3차원 

형태의 concave nanopattern을 패턴 전사를 위한 모(母)패턴으로 활용 하였다. 

AAO template의 concave nanopattern은 replica-molding technique 및 nanoimprint 

lithography 방법 등의 soft lithography 기법들을 통하여, 알루미늄과 실리콘, 

GaN와 같은 다양한 기판들에 대해 패턴 복제 하였다. 이렇게 완성된 3차원 

형태의 나노패턴들은 금속 산화물 기반의 나노구조체, 반사 방지(anti-

reflection)를 위한 반도체 표면의 나노구조막 그리고 고휘도 발광 다이오드

(Light-emitting diodes, LEDs)를 위한 기저 패턴으로 응용 하였다. 전사 된 3차

원 나노패턴들이 실제 소자 성능 향상에 대해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를 체계적으로 고찰하여 연구를 진행 하였다. 

첫째로, 대표적인 금속 산화물 나노구조체인 AAO template의 효과적인 

제조 공법에 대해 연구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시간 소모적인 1차 양극 산화 

공정을 대체 하고자, 알루미늄 기판의 3차원 나노패턴화 공정을 이용 하였고, 

이를 통해 one-step에 의한 1차 양극 산화 공정만으로도 기공의 정렬도가 높

은 AAO template를 완성 할 수 있었다. 나노패턴화 공정은 soft lithography 방

법인 replica-molding technique과 nanoimprint lithography 방법 등을 서로 접목하

여 활용 하였고, 이를 통해 알루미늄 기판에 3차원의 나노구조를 대면적에 

걸쳐 경제적으로 빠르게 구현 할 수 있었다. 이 때, 패턴 전사를 위한 모패

턴으로는 양극 산화 공정에 의한 AAO template의 barrier layer 내 concave 

nanopattern을 활용 하였다. 이러한 패턴화 전략은 공정의 경제성 측면에도 

크게 기여 하였다. 본 연구 방법을 따르면 one-step에 의한 1차 양극 산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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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만으로도 AAO template의 기공 정렬도를 효과적으로 조절해 줄 수 있게 되

어, 시간적, 경제적 측면에서 기존 AAO template 제조 방법에 비해 우위를 점

할 수 있다.  

둘째로, AAO template의 concave nanopattern을 높은 굴절률의 실리콘 기판 

표면에 패턴 전사 하여 반사 방지 효과를 구현 하였다. 패턴화 공정은 앞선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soft lithography 기법을 이용 하였다. AAO template의 

concave nanopattern을 모패턴으로 하여, 각각 one-step과 two-step 방법으로 

replication 공정을 진행 한 후, 그 결과로서 제조된 concave와 convex pattern 

형태의 서로 다른 두 가지 임프린트 스탬프를 이용 하여 실리콘 기판의 패

턴화 공정을 진행 하였다. 두 가지 타입의 임프린트 스탬프들을 통해 선택적

인 식각 공정을 수행하여 실리콘 기판 표면을 각각 concave 및 convex pattern 

형태로 3차원 나노구조화 하였다. 이러한 표면 패턴들은 패턴 두께에 대해 

graded-refractive index 구조를 띠게 되어, 기판과 공기층 사이의 급격한 굴절

률 차이를 극복 할 수 있는 완충층(buffer layer)으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이

를 통해, 기판 표면에서 반사되는 광량을 표면 패턴에 의해 효과적으로 줄여 

줄 수 있게 된다. 또한, 표면 패턴을 매개로 실리콘 기판에 입사 되는 빛은 

패턴층에 의한 multiple reflection을 통해 light-trapping 효과를 유발하게 되어 

표면 반사 억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렇듯, 기판의 패턴들이 지닌 광학

적 효과들을 통해, 높은 굴절률의 실리콘 기판에서도 광대역에 걸친 표면 반

사 방지 효과를 구현 할 수 있음을 실험적으로 확인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표면 패턴들에 의한 반사 방지 효과가 실제 실리콘 태양 전지에서 

활용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 고민해 보았다. 이를 위해, 패

턴화에 의한 반사 방지 효과가 얼마나 소자 성능 향상을 유도해 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transmitted solar spectrum irradiance 지표를 활용하여 심도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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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AAO template의 concave nanopattern을 고휘도 발광 다이오드

(LEDs)의 설계에 활용 하였다. 3차원 형태로 나노구조화 된 LEDs가 광학적 

특성에 있어 planar reference LEDs 대비 얼마나 향상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

해 여러 실험을 통해 심도 있게 고찰하고 연구 하였다. 앞선 연구에서와 마

찬가지로, AAO template의 concave nanopattern을 모패턴으로 하여, soft 

lithography 기법들을 통해 GaN-based LEDs 내 p-GaN 층에 패턴 전사 하였다. 

이렇게 패턴화 된 LEDs 소자가 planar reference LEDs 대비 얼마나 광학적 성

능이 향상 될 수 있는지를, μ-photoluminescence(PL)를 통하여 규명 하였다. 

실험 결과, 40초간 식각 된 etched profile의 LEDs 소자가 planar reference LEDs 

대비 peak position 기준으로 약 46% 정도의 PL intensity 증가세를 기록한 것

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PL 증가는 LEDs 기판 표면의 3차원 concave 

nanopattern 때문에 야기된 현상으로 사료 된다. 즉, 3차원의 concave 

nanopattern으로 인해 패턴층의 점진적인 유효 굴절률 변화가 유발 되었고, 

이것이 패턴층에 graded-refractive index 구조를 부여하게 됨으로서 PL 향상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으로 판단 하였다. 즉, LEDs 기판 표면에서 graded-

refractive index 구조에 의한 반사 방지막이 형성 되면, 외부로부터 LEDs 소자 

내 MQWs로 입사하는 pumping laser의 반사도가 기판 표면에서 상당 부분 감

소하게 된다. 이로 인해, 패턴화 된 LEDs 샘플의 경우, planar reference LEDs 

보다 pumping laser가 MQWs에 좀 더 효과적으로 도달 할 수 있게 되어 PL 

향상에 도움을 주게 된다. 동시에, LEDs 내부에서 외부로 추출되는 PL의 out-

coupling 효율 또한 패턴화 된 기판 표면의 graded-refractive index 구조로 인해 

planar reference LEDs 대비 증가 하게 되기 때문에 PL이 향상 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 하였다. 이러한 두 가지 근거를 기반으로 하여, conc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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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opattern의 형태학적 특징과 패턴화 된 LEDs 기판의 PL 향상 원인을 실험 

결과와 연계하여 설명 할 수 있었다. 

 

 

주요어 : 양극 산화 알루미나(Anodic aluminum oxide, AAO), Soft lithography, 

Replica-molding technique, Nanoimprint lithography, 3차원 나노구조(3-dimensional 

nanopattern), GaN 기반의 발광 다이오드(GaN-based L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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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1.1. 연구의 배경 

근래의 많은 연구로, 모양이나 크기 조절이 가능한 다양한 나노구조체의 

제조 공법이 개발되어, 이를 이용한 소자의 광학적 혹은 전기적 성질과 같은 

물성 조절이 어느 정도 가능해 지게 되었다. 물질의 이러한 광학적, 전기적 

성질 등 몇 가지 중요한 물성들이 물질의 표면이나 계면에 형성된 나노구조

에 의해 지배 될 수 있음을 상기 한다면, 나노미터 크기로 제한된 영역에서, 

나노구조체를 제조하고 이에 대한 현상을 이해하는 것은 새로운 성질을 지

닌 나노물질을 개발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1-

5].  

최근 나노구조를 이용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 되면서, 나노구조를 통한 

물질 본래의 물성을 이해 하려는 궁극적인 목적 못지 않게, 나노구조의 효과

적인 제조 방안과 그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들이 있었다. 이에 대

한 산물로서, 전통적인 방법의 임프린트 리소그래피나 전자선 리소그래피, 

레이저 간섭 리소그래피, 그리고 초점화 된 이온빔 리소그래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 되어 나노구조를 제조 하였고, 이렇게 완성된 나노구

조의 패턴들은 다양한 응용 분야로 적용되어, 물질 세계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장하는 계기를 제공 하였다[6-11].  

 

1.2. 연구의 목적 

이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제조된 나노구조체들은 물질의 기본적인 물성

을 단번에 변화 시켜서 다양한 연구에 직/간접적으로 활용 할 수 있었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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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다양한 나노구조를 제조하는 방법에 있어 가

장 중요하게 고려 되어야 할 부분은, 그 구현 수단에 있어, 간단한 방법으로 

쉽고 빠르게 패턴을 전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라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접

근 방법이 어려운 패턴 제조 방식은 그 활용 가치가 떨어질 수 밖에 없고, 

이에 대한 여파로 주변 응용 분야에 대한 파급 효과가 반감 되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이전 연구들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로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한 대단위의 장비, 이를테면 전자선 리소그래피나 레이저 간섭 리소그래피 

그리고 초점화된 이온빔 리소그래피 등과 같은 방법의 직접 패턴 전사 방식

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었다[12-18].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험실 스케

일에서도 쉽게 구현할 수 있는, 접근성이 용이한 간단한 방법의 소프트 리소

그래피 기법을 이용하여 패턴 전사를 구현코자 하였다. 이를 통해 이러한 방

법의 패턴 제조가 물질의 기본 물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러

한 변화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응용 분야에 대해 체계적으로 고찰하고 

연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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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소프트 리소그래피(Soft lithography) 방법에 기반 한 알루

미늄 기판 위의 Pre-textured nanopatterns 제조와 이를 이

용한 one-step 양극 산화 제조 공법의 개발(Anodization 

process) 

2.1. 서론 

최근 정립된 금속 산화물의 나노구조체 제조는, 양극 산화 방법에 의한 

다공성 산화 알루미늄(porous anodic aluminum oxide, porous AAO)이 그 대표적

인 예인데, AAO는 대면적에서 균일한 나노구조를 자기정렬(self-organized)에 

의한 간단한 방법으로 얻을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많은 연구가 지속적으

로 계속 되었다. 특히, AAO를 통한 응용 분야의 성장으로 인해, 다양하고 규

칙적인 나노구조를 제조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고안 되었으며, 금

속의 종류도 알루미늄에서 타이타늄(titanium), 니오븀(niobium), 그리고 아연

(zinc)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동태 금속(valve metal)으로 확대 되고 있는 실

정이다. 

자기정렬(self-alignment) 과정에 의해 제조 되는 다공성 알루미나(porous 

alumina)는, 그 형태학적 특징으로 인해 기초 과학 및 응용 연구 분야에서 많

이 활용 되고 있다. 알루미나 내 기공의 배열이 벌집 모양의 육방 밀집 형태

로, 대면적에 걸쳐서 규칙적이고 균일 하며, 기공의 직경과 기공 간 거리가 

나노스케일의 범위 내에서 조절 가능하다는 장점 등으로 인해, 주로 나노와

이어(nanowire) 및 나노튜브(nanotube)와 같은 나노구조체 제조를 위한 템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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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트(template) 재료로서 널리 이용 되어 왔다[1-3]. 최근에는 다공성 알루미나 

자체를 나노구조체로서 활용한, 새로운 응용 연구 결과들이 보고 되기도 하

였는데, 이를테면, 선택적인 나노패터닝(nanopatterning)을 위한 나노마스크

(nanomask)나 광자(photon) 기반의 집적 회로 설계를 위한 광결정(photonic 

crystal), 그리고 nanofluidics를 위한 나노채널(nanochannel) 및 특정 미세 물질

의 분리를 위한 기능성 무기 분리막(functional inorganic membrane) 등이 바로 

그 활용 예들이라 할 것이다.  

한편, 다공성 알루미나 특유의 2차원 나노기공이 지닌 고립 구조에서, 

전도성 물질을 비롯한 기존의 연성 물질(soft matters)들이 벌크(bulk)에서와는 

다른 독특한 물리적인 거동을 보인다는 사실이 확인 되면서, 새로운 개념의 

나노소자 개발에도 많은 기여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다양한 시도들이 다공

성 알루미나의 활용 범위를 더욱 확대 시키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다공성 

알루미나와 관련된 나노구조체 제조 기술들이 중요한 나노기술의 하나로 인

정 받기에 이르렀다. 

 

2.1.1. 양극 산화된 알루미나의 구조 및 기공 형성 원리  

본래 양극 산화 기술은 금속 표면 처리 기술 중 하나이다. 특정된 조건

의 산성 용액 내에서 전기적으로 금속을 산화 시키고, 이를 통해 형성된 금

속 표면의 얇은 산화막으로, 본 금속의 부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널

리 이용 되었다. 이것이, 앞서 언급된 독특한 나노구조의 제조 방법으로 고

안 되면서, 공정상에도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고, 적용되는 금속의 종류도 알

루미늄에서부터 타이타늄(titanium)을 비롯한 니오븀(niobium)등의 다양한 부

동태 금속들로 확대 되는 등, 많은 발전을 거듭 하였다. 특히, 양극 산화된 

알루미나 층은 1923년 이래로 알루미늄 표면을 보호하기 위한 protection 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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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널리 이용 되어져 왔다[19]. 앞서 일부 언급 된 것처럼, 당시 이러한 

알루미나 층은 본 금속의 부식을 억제하고 전기 절연층(electrical insulation)을 

부여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페인트의 접착력을 향상 시키고, 또한 금속 

표면의 마모 저항력(abrasion resistance)을 증가 시킬 수 있다는 장점 등으로 

인해 상업적으로 널리 활용 된 바 있다.  

다공성 양극 산화 알루미나는 Figure 2.1에 나타낸 바와 같이, 기공의 형

태가 벌집 모양의 육방 밀집 구조를 띠고 있다. 산화된 알루미나 층의 각 

unit cell을 구성하고 있는 기공의 기본 벽(wall)은 균일한 두께를 유지한 채 

구현되어 있으며, 이러한 알루미나 재질의 porous layer가 산화되지 않은 알루

미늄 층을 경계로 하여 barrier layer를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다공성 양극 산화 알루미나의 제조 방법은 전기화학적인 방법

(electrochemical method)에 의한 양극 산화 기술(anodization)에 기반하고 있다. 

다공성 알루미나를 얻기 위해, 알루미늄 금속에 양극을 인가하고, 백금

(platinum) 전극에 음극을 인가하여 양극 산화 반응기를 설치 하게 된다. 그

리고 적절한 항온 기능을 부여하기 위하여 반응기를 이중 자켓 형태로 세팅

함으로서, 각각의 조건을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한다. 특정 수치의 전

압이 도입 되면, 양이온을 띠고 있는 알루미늄 이온은 전해액 속으로 용출 

하게 되고, 전해액 내에 존재 하고 있던 산소 이온 및 수산화 이온은 반대로 

알루미늄의 산화막 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 때, 알루미늄 이온과 산소가 

결합하게 되어 산화 알루미늄인 알루미나(Al2O3)로 변환 되며, 이를 통해 알

루미늄 기판 전체를 통틀어 산화막을 형성 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전해액이 산성을 띠고 있으면, 전해액과 접촉면을 이루고 있는 알

루미늄 산화막에서 부분적인 용해가 일어나게 되어, 산화막 표면의 거칠기가 

증가하게 된다. 특히, 거칠어진 산화막 중에서 산화막이 가장 얇은 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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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 Basic structure of the porous alumina membrane on aluminum substrate 

and its FE-SEM image. (a) Schematic diagram of a porous alumina membrane on 

aluminum substrate. (b) Cross sectional FE-SEM image of a porous alumina membr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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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장이 집중 되게 되는데, 이러한 흐름들이 알루미늄 산화막의 용해를 촉

진 시키게 된다. 이러한 용해 과정이 다시 더 얇은 산화막의 형성을 촉발하

게 되고, 계속적으로 같은 산화 반응을 반복하게 되어, 종국에는 기공을 형

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 때, 기공 형성을 위한 산화 반응은 전반적인 금속 

표면 전체에서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닌, 국부적인 지점들에서 발생 하게 된다. 

국부적으로 형성된 초기 기공들은 양극 산화가 진행 되는 동안 계속 성장하

게 되고, 시간에 비례하여 길이가 긴 기공을 구현 하게 된다. 이러한 기공 

형성 과정은 field-enhanced oxide dissolution mechanism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다공성 알루미나의 형성을 설명하는 이론적 토대가 되고 있다. 

 

2.1.2. 정렬도가 높은 다공성 알루미나의 제조 

각 분야에서 사용되는 다공성 알루미나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

공 간 배열 및 정렬도가 높아야 한다. 정렬도가 높은 다공성 알루미나의 제

조 방법을, 일본의 Masuda 그룹에서 최초로 보고 하였다[14, 47]. 본래, 양극 

산화의 초기에는 기공의 배열 형태가 매우 불규칙한 가운데, 기공 형성을 위

한 식각 과정, 즉, 산화막의 용해가 진행 된다. 동시에, 알루미늄 금속에서 

알루미나로 변환 되는 산화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알루미나로 변환된 층의 

부피 팽창이 발생하게 되며, 이를 통해 기계적 응력(mechanical stress)을 초래

하게 된다. 산화 과정이 계속 진행 되면서, 알루미나의 기공은 이러한 응력

을 최소화 하려는 형태로 자기정렬 되어 배열 하게 되며, 결과적으로는 에너

지적으로 가장 안정한 육방 밀집 형태의 벌집 모양으로 기공을 형성 하게 

된다. 따라서, 초기 양극 산화된 알루미나의 기공들은 top-view에서는 정렬도

가 낮은 것 처럼 보이지만, 알루미늄과 알루미나의 경계면에서는 높은 정렬

도의 barrier layer 층을 형성하게 되는 된다. Masuda 그룹이 제안한 방법은,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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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한 배열의 1차 양극 산화 된 알루미나층을 모두 식각 하고, 이를 다시 

동일한 조건으로 2차 양극 산화 과정을 거치게 되면, 기공의 정렬도가 높은 

다공성 알루미나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2-step anodization 방법으로 

보편화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과정을 Figure 2.2에 상세히 나타내었다. 

이러한 2-step anodization 방법으로, 기존의 기공 편차를 21 %에서 7 % 대로 

향상 시킬 수 있었고, 균일한 다공 구조의 알루미나를 안정적으로 제조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2-step anodization 방법을 통해, 균일한 기공 형태의 

다공성 알루미나를 얻을 수 있는 산(acid)의 종류는 매우 제한적이다. Table 

2.1에 정리 된 것처럼, 황산(sulfuric acid)과 옥살산(oxalic acid), 그리고 인산

(phosphoric acid)을 통한 특정 농도의 양극 산화 환경에서만 정렬도 높은 나

노 기공의 알루미나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현재까지 알려져 있다[10]. 물론 

최근에도 정렬도 높은 다공성 알루미나를 얻기 위한 새로운 종류의 양극 산

화 조건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 되고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2개 이상의 전해

액을 혼합한, 혼합 산성 용액에서도 자기정렬도가 높은 다공성 알루미나를 

얻을 수 있다는 결과를 보고 한 바 있다[21].  

 

2.1.3. 자기정렬도(Self-ordered)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양극 산화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조건들은 양극 산화 인가 전압, 전해액

의 종류, 양극 산화 온도 그리고 금속의 순도 및 결정성 등이다. 특히, 양극 

산화 전압은 기공과 기공 사이의 거리(inter-pore distance)를 결정하는 인자로 

알려져 있다. 산화막 내 기공과 기공 사이의 거리는 인가된 전압과 비례 관

계에 있으며, 알루미늄의 경우 약 2.5 nm/V 정도의 비례 상수를 보이고 있다. 

즉, 40 V를 인가하면 약 100 nm 정도의 기공과 기공 사이의 거리를 가지는 

다공성 알루미나를 제조 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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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 General format of two-step anodization process flow for ordered porous 

alumina membr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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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 Specific anodization conditions for preparation of ordered porous alumina 

membrane.  

 

 

 

 

 

 

 



 
 
１１ 

전해액은 용액의 용출과 매우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수소

이온농도(pH)가 낮은 용액에서는 기공의 크기가 작은 다공성 알루미나가 생

성이 되고, 반대로 수소이온농도가 높은 용액에서는 기공의 크기가 커진다.  

일반적으로 정렬된 다공성 알루미나를 얻기 위한 양극 산화 온도는 20

도 미만의 온도에서 진행 된다. 이는 양극 산화 당시 생성되는 산화막의 두

께와 관련된 요소인데, 산화막이 생성되는 속도와 생성된 산화막이 용출되는 

속도 사이의 연관성과 관련이 있다. 즉, 일정한 산화막의 두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산화막 생성 속도를 빠르게 유도하고 동시에 산화막이 용출되는 

속도를 최대한 느리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 하다. 상온에서는 산화막이 용출

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최대한 온도를 낮게 유지해야 한다. 이때, 산화

막의 용출 속도를 일정 부분 억제할 수 있는 온도가 대개 섭씨 20도 미만이 

된다. 

 

2.1.4. 최근의 연구 동향 

다공성 알루미나를 제조하는 기술에 대한 연구 동향들을 살펴 보면, 몇 

가지 큰 줄기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개 이러한 연구 동향들은 AAO 

제조 공정상의 문제점들 해결하는 과정에서 촉발하게 되었다.  

앞서 언급 된 것처럼, AAO는 균일한 기공 반경(narrow diameter 

distribution)과 규칙적으로 정렬된 동일한 기공 깊이를 확보 할 수 있다는 장

점이 있다. 기공간 거리는 60 nm에서부터 길게는 500 nm까지 조절 할 수 있

으며, 기공의 반경 역시 20 nm에서부터 450 nm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조절 

할 수 있다. 또한 기공의 깊이도 수십 nm에서부터 수십 µm에 이르기까지 손

쉽게 조절 할 수 있다[15]. 게다가 지금까지 알려진 전기 화학적 방법의 알루

미나 제조 공정 자체가 규칙적이면서 통상적인 순서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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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간과할 수 없는 장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조 공법은 적게는 

수십 시간에서 많게는 몇일씩 걸리는, 시간 소모가 큰, 단점이 있는 방법임

을 부인 할 수 없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자들이 대안을 제시 하였다. 

보통 정렬도가 높은 AAO를 얻기 위해서는 2-step anodization process를 진행 

한다고 소개 하였는데, 이 때 1차 양극 산화 과정을 통해 얻어진 육방 밀집 

구조의 오목한 형태를 지닌 barrier layer pattern은 정렬된 기공의 pore initiation 

site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즉, 알루미늄 금속으로부터 알루미나로 변

환되는 산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기계적 응력을 최소화 해

야 정렬도 높은 기공 형태를 얻을 수가 있는데, 이 때, 오목한 육방 밀집 형

태의 barrier layer pattern은 에너지적으로 가장 안정한 형태로 기공이 정렬도 

높게 형성 될 수 있도록 미리 알루미늄 표면에 조건을 마련해 준다. 이렇게 

되면 2차 양극 산화 과정을 통해 형성 되는 기공의 배향 역시, 미리 형성된 

barrier layer pattern의 흐름을 따라 응력을 최소화 하려는 형태로 자기 정렬 

되어 배열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원리에 따라, 1차 양극 산화 과정을 대체 

할 수 있는 다양한 나노패터닝(nanopatterning) 기술들이 정렬도 높은 AAO를 

제조하기 위한 일반론에 접목 되기 시작 하였다. 실제로 이러한 aluminum 

surface nanopatterning 방법과 차후에 one-step으로 이루어 지는 양극 산화 과

정의 조합은 기존의 시간 소모적인 2-step anodization process의 단점을 상당 

부문 개선하는 효과를 거두기에 이르렀다. 결과적으로, 다양한 nanopatterning 

방법을 기반으로 알루미늄 표면을 pre-patterning 함으로서, 1차 양극 산화 과

정을 대체하여, 정렬도 높은 양극 산화 알루미나를 제조 하는 방법이 보편적

인 주류로 자리 잡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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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1. Maskless lithography 

앞서 소개한 대로, 높은 정렬도를 지닌 다공성 알루미나 제조를 위해 양

극 산화 과정을 진행 할 알루미늄 표면에 pre-patterning 작업을 진행 하게 되

는데, 이 때 여러 방법들이 시도 되어 다양한 가능성을 인정 받은 바 있다. 

특히, 전자선 리소그래피(electron-beam lithography, EBL), 레이저 간섭 리소그

래피(laser interference lithography, LIL), 홀로그래픽 리소그래피(holographic 

lithography, HL) 그리고 초점화 된 이온빔 리소그래피(focused-ion-beam 

lithography, FIB) 등의 nanopatterning 방법들은 대면적에 걸쳐 정교한 형태의 

pre-pattern을 무리 없이 구현 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큰 각광을 받았다 

[11-13]. 특히, 자기 정렬된 다공성 알루미나는 기공이 정렬되는 방향이 서로 

다를 때 발생하는 domain boundary가 존재 하여 패턴 상의 결점(defect)으로 

여러 군데 상재하는데, 위에 언급된 방법들을 이용하면 이러한 defect들이 없

는 near-perfect pattern order 형성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을 이용하

여 알루미늄 표면에 pre-pattern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대단위의 고가 장비가 

필요하며, 또한 대면적의 패턴 구현을 위해서는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소

모 된다는 치명적인 단점들이 존재하여 제한적으로만 이용되고 있는 실정 

이다. 따라서, 상업적인 생산 기술로서는 많은 제약을 받는 기술로서 평가 

받고 있다.   

 

2.1.4.2. Hard imprinting method (Nanoindentation) 

알루미늄 표면이 다른 금속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르다는 특징을 이용

한 pre-patterning 방법도 제안 되었다. 이른 바, nanoindentation이라 명명된 이 

방법은 일반적인 pattern transfer protocol을 채용하고 있다[14-16]. 즉, SiC나 

Si3N4 그리고 Ni과 같은 단단한 재질의 패턴 스탬프(pattern stamp)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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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무른 알루미늄 표면을 물리적인 압력으로 찍어 내는 것이다. 이

러한 방법은 비교적 양호한 상태의 패턴 형태를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패턴 스탬프를 여러 번 사용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pattern 

transfer 과정인 임프린트(imprint) 공정 시 높은 수준의 압력이 수반 되어야 

하며(대개 tons/cm2), 이런 구조적인 pre-patterning 조건 때문에 패턴 스탬프가 

여러 번 사용 될 시 필연적으로 손상될 수 밖에 없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2.1.4.3. Resist-assisted lithography 

알루미늄 표면에 pre-pattern을 구현함에 있어, 시간과 비용이라는 측면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블록공중합체(block copolymers, BCPs) 

lithography 방법과 colloidal lithography 방법이 제안 되었다[17]. 블록공중합체

는 자기 조립(self-assembly) 과정에 의한 nanopattern의 대면적 형성이 가능하

고, 패턴의 형태 및 크기의 조절이 비교적 용이하다. 이를 선택적으로 식각 

하기 위한 마스크로 이용하면, 알루미늄 표면에 정교한 모양으로 pre-

patterning을 진행 할 수 있다. 그러나 선택적인 식각 공정 시에, 유기물인 블

록공중합체와 금속인 알루미늄 사이에는 비대칭적인 식각 정도 차이(etching 

contrast)가 발생 하게 되어, 경우에 따라서는 충분한 정도의 pore initiation site 

깊이를 확보하기 힘들 수 도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  

 

2.1.5. 연구의 목적 및 방향 

앞서 언급 된 nanopatterning 방법들의 문제점들은, 대체적으로 알루미늄 

표면에 기공 정렬을 위한 나노스케일의 pre-pattern을 형성 함에 있어 발생하

게 되는 패턴 제조 시간 및 단가와 관련된 시간적, 경제적인 부분이었다. 이 

두 가지 중요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１５ 

soft stamping material을 이용한 nanoimprint lithography(NIL) 공정과 선택적인 

ICP 식각 공정을 알루미늄 표면에 pre-pattern을 형성하기 위한 주요 방법으

로 채택 하였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NIL 공정은 낮은 단가로 대면적에 걸쳐 높은 해상

도(resolution)와 처리량(throughput)의 patterning capability를 구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nanopatterning 방법이다. 또한, 패턴 전사를 위한 imprinting stamp는 

1차 양극 산화 후 알루미나 식각 공정을 통해 얻게 되는 오목한 형태의 

barrier layer pattern을 master template로 하여 replica molding technique을 통해 

UV 경화성 polymer를 이용하여 제조 하였다. 여기서 사용된 UV 경화성 

polymer는 임프린트 공정을 감당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단단하며, 낮은 

압력에서도 충분히 대면적의 패턴 전사가 가능하도록 유연한 물질로 채택 

하였다. 이렇게 되면 횟수에 제한 없이 많은 양의 패턴 전사를 한꺼번에 처

리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가능성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주요 패턴 전사 방법인 임프린트 공정 역시 다른 여타의 

nanopatterning 방법들에 비해 빠른 패턴 제조가 가능하여 앞서 언급된 시간

적인 측면에서도 크게 기여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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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실험 

2.2.1. 재료  

2.2.1.1. 알루미늄(Aluminum) 

양극 산화에 쓰일 금속으로, GoodFellow 사(社)의 고순도 알루미늄

(AL000650)을 구입하여 사용 하였다. 상기 품목의 알루미늄 순도는 99.999 % 

이며, 두께는 0.5 mm 이다. 나노임프린트 리소그래피 방법에 의한 

nanopatterning을 위해서는, 기판으로 사용되는 알루미늄의 표면 편평도 개선

이 선행 되어야 한다. 양극 산화 개시 전에, 금속 표면의 편평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chemical and mechanical polishing(CMP) 공정을 진행 하였다. 일반적으

로 편평도 개선을 위한 전처리 방법으로, 전기화학적 방법에 의한 전해 연마 

기법을 이용 하는데, 이 경우에는 나노스케일의 국소적인 측면에서는 편평도

가 3 nm 안팎으로 양호하나, 거시적인 편평도가 마이크로 스케일로 균일하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CMP 공정이 개발 되

었다. CMP 공정을 거치게 되면, 금속 표면의 편평도가 1 nm 안팎까지 감소하

게 되고, 거시적인 편평도 역시 나노스케일로 균일한 상태에 이르게 되므로, 

임프린트 공정을 통한 대면적의 패턴 전사에 매우 적합한 전처리 방법이다. 

 

2.2.1.2. 전해액 

전기화학적인 양극 산화 방법을 통해, 균일한 다공성의 알루미나를 제조

함에 있어, 전해액으로 이용 될 수 있는 산의 종류는 앞서 언급된 대로 매우 

제한적이다. 황산(sulfuric acid), 옥살산(oxalic acid), 그리고 인산(phosphoric 

acid) 등이 바로 그것인데, 본 실험에서는 기공 간의 거리 및 기공들의 밀집 

형태 등을 고려하여, 인산을 전해액으로 이용 하였다. 인산은 Aldrich 社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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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군으로 구입 하여 이용 하였으며, 용액의 농도는 0.1 M로 고정 하여 실

험을 진행 하였다. 

 

2.2.1.3. UV 경화성 고분자 

패턴 전사를 위한 replicated stamp의 제작을 위해, UV에 반응하는 

poly(urethaneacrylate) (PUA)를 molding 재료로 선택 하였다[18]. 용액 상태의 

PUA는 나노스케일의 패턴 내로 공기층 없이 잘 스며들어 충전 될 수 있다. 

또한, UV 경화에 따른 고분자의 수축도(shrinkage)가 양호하여, molding 방법에 

의한 패턴의 replica 제작에 적합한 재료이다. PUA 용액은 Minuta tech. 社의 

301RM과 311RM 두 가지 종류의 제품 군을 구입하여 사용 하였으며, 

molding 후, PUA 경화를 위한 UV는 325 nm 파장 대의 UV 램프를 이용 하였

다. 

 

2.2.1.4. Resist 용도의 고분자 박막 

알루미늄 기판의 선택적 건식각을 위한 resist 박막의 재료로서, Aldrich 

社의 poly(methylmethacrylate) (PMMA) (typical Mw~350K)를, 그리고 PMMA를 

용해시킬 용매로는 역시 Aldrich 社의 고순도 toluene을 각각 구입하여 이용 

하였다. 상기 분자량의 PMMA는, good solvent인 toluene을 통해 용액 제조가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다. 박막 구현을 위한 접근 방법인 spin-casting 방식을 

위해서는 PMMA가 매우 유용하며, 또한, 현재 반도체 공정에서 사용되고 있

는 범용 resist 박막의 재료들과 화학적 구조가 매우 유사하여, 미세 패턴의 

선택적 건식각에도 적합한 재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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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샘플 제조  

2.2.2.1. 양극 산화(Anodization)  

알루미늄의 양극 산화를 위한 반응기와 실험 장치 세팅을 Figure 2.3에 

나타내었다. 반응기는 항온 유지를 위해 이중 자켓 반응기를 채용 하였으며, 

양극 산화를 위한 세팅 온도는 0도를 유지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2.2.2. 임프린트 방법에 의한 양극 산화 알루미나의 제조 

나노임프린트 리소그래피 방법을 이용한 다공성 알루미나의 제조 공정

을 Figure 2.4에서 나타내었다. 0.1 M 인산(phosphoric acid)에 2차 양극 산화된 

다공성 알루미나를 chromic acid에 담가 알루미나층을 모두 습식각 하였다. 

이 후, 알루미나층 기저의 barrier layer에 의한, 알루미늄 오목 패턴을 마스터 

템플레이트(master template)로 이용하여, replica-molding 기법을 통해 임프린팅

을 위한 스탬프를 제조 하였다. 패턴 molding을 위해, 액상 형태로 가공된 

UV 경화성 poly(urethanacrylate) (PUA) 용액을 알루미늄 마스터 템플레이트에 

1~2 µl 가량 drop-casting 하여 얇게 도포 하였다. 그런 다음, 투명한 

poly(ethyleneterephtalate) (PET) 기판을 박막 형태로 도포된 PUA 층 위로 덮어 

스탬핑을 위한 지지대로 이용 하였다. 이 후, 325 nm 파장대의 UV 램프를 이

용하여, 12시간 동안 PUA 경화 공정을 진행 하였고, 이를 통해 replica-

molding 과정을 완성 하였다. 마스터 템플레이트 내에서 완전 경화된 PUA 

mold는 물리적인 demolding 과정(peel off)을 통해 분리 하였고, 이를 나노임프

린트 리소그래피를 위한 스탬프로 이용 하였다. 

건식각 과정을 통한 알루미늄의 선택적 식각을 위해, resist 박막을 CMP 

된 알루미늄에 박막 형태로 도포 하였다. 박막의 재료는 350K의 분자량을 

지닌 poly(methylmethacrylate) (PMMA)를 이용 하였다. PMMA는 실험실에서 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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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3. Experimental set up for anodization process.  

 

 

 

 

 



 
 
２０ 

 

리 쓰이는 범용 고분자로서, 저렴하고 쉽게 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포토

리소그래피(photolithography)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resist 박막 재료와 화학

적 구성이 비슷하여, 건식각 과정을 통한 알루미늄의 선택적 식각에 적합하

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Good solvent인 toluene을 용매로 하여 PMMA 4 wt% 

용액을 제조 한 후, 이를 spin-casting 방법(4,000 rpm/min)으로, CMP 된 알루미

늄 표면에 PMMA resist 박막을 형성 하였다. 이 후, 150℃에서 1시간 동안 

annealing 과정을 거친 다음, 패턴 형성을 위한 나노임프린트 리소그래피 공

정을 진행 하였다. 패턴 제조를 위한 스탬핑 조건은 115℃에서 3분간 압력식

으로 진행 하였으며, 스탬프를 demolding 하기 전에 충분한 cooling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상온에서 10분간 방치 하였다.  

알루미늄의 선택적 식각을 위한 전처리 과정으로, 알루미늄 층을 덮고 

있는 패턴 내의 PMMA resist 잔존층(residual layer)을 식각 하였다. 고순도 산

소(99.9999%)를 매개로 하여, 30 W의 파워로 30초간 reactive ion etching(RIE) 

과정을 통해 PMMA 잔존층을 제거 하였으며, 이 후, chlorine(Cl2) gas를 이용

하여 RIE 과정을 통해 드러난 패턴 내 알루미늄 표면층을 30초간 ICP 식각 

하였다. 알루미늄 식각 공정 이 후, 알루미늄 표면에 잔존하는 PMMA resist 

패턴층은 microwave ashing 과정으로 모두 제거 하였으며, 이렇게 사전 식각

된 알루미늄(pre-patterned aluminum)을 이용하여, 전기화학적 방법에 의한 양

극 산화 과정을 진행 하였다. 양극 산화 공정은 0℃의 이중 자켓 반응조에서, 

0.1 M의 인산을 이용하여 195 V로 12시간 동안 진행 하였으며, 이 과정을 통

해 완성된 다공성 알루미나를 FE-SEM(field-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y)을 이용하여 그 형태를 분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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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4. Schematic illustrations of templating procedures for imprinting stamp and 

fabricating well-ordered AAO template via imprint lithography and subsequent one-step 

anodiz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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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결과 및 고찰 

2.3.1. 임프린트 방법에 의한 기공의 양극 산화 알루미나 제조  

2.3.1.1. 오목 패턴의 알루미늄 마스터 템플레이트 제조 

Figure 2.5 (a)는 인산 전해액에 2차 양극 산화된 시편을 크롬산(chromic 

acid)에 담가 알루미나층을 모두 식각한, 알루미늄 마스터 템플레이트 시편의 

저배율 FE-SEM 사진이다. 대면적에 걸쳐서 잘 정렬된 육방 밀집 형태의 알

루미늄 오목 패턴(concavely patterned aluminum template)을 관찰 할 수 있었다. 

Inset으로 삽입된 그림은 같은 샘플을 고배율로 측정한 FE-SEM 사진이다. 패

턴 크기의 분포가 매우 균일한 것을 볼 수 있으며, 오목 패턴의 중심 간 거

리(inter-pore distance)는 480~500 nm 정도로 유지 되고 있는 가운데, 비교적 

양호한 표준편차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정렬도 역시 높은 수준으로 형성 되

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Figure 2.5 (b)는 45.8°경사진 형태로 측정한 고배

율의 FE-SEM 사진이다. 양극 산화 과정을 통해 형성된 barrier layer의 오목 

패턴 형태가 극명하게 대비되어 측정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표면 분석 

자료들을 바탕으로 마스터 템플레이트로 사용될 시편의 전체적인 형태 구조

를 확인 할 수 있었다. 

 

2.3.1.2. PUA 스탬프 

     Figure 2.6 (a)는 알루미늄 마스터 템플레이트의 오목 패턴을 replica-

molding 기법을 통해 패턴 복제 한 PUA 스탬프의 저배율 FE-SEM 사진이다. 

PUA 스탬프의 패턴이 대면적에 걸쳐서, 정렬된 형태로 잘 구현 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Inset 그림은 PUA 스탬프의 고배율 FE-SEM 사진으로서, 마

스터 템플레이트의 오목 패턴이 PUA를 이용한 replica-molding 과정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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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5. FE-SEM images of concavely nanopatterned aluminum master template 

for preparation of imprinting stamp. (a) FE-SEM image for aluminum master template 

(Top-view). The inset image shows high-magnified FE-SEM image. (b) 45.8° tilted FE-

SEM image of aluminum master tem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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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목 패턴의 반대 모양 형태로 복제되어, 볼록 패턴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

을 명확히 확인 할 수 있었다. Figure 2.6 (b)는 45.8°의 경사를 주어 측정한 

FE-SEM의 고배율 사진이다. 도드라진 볼록 패턴의 형태를 관찰 할 수 있었

으며, 이를 통해 PUA를 이용한 replica-molding 공정이 원만하게 이루어 졌음

을 확인 할 수 있었다. Figure 2.6 (c)는 임프린트용 PUA 스탬프의 atomic force 

microscope(AFM) 사진과, AFM의 데이터 처리 프로그램 중, cross-sectional 

analysis 기능을 이용하여 나타낸, 복제된 PUA 스탬프의 단면 분석 결과를 

정리한 사진이다. 분석 결과를 보면, 각각의 볼록 패턴이 형성하고 있는 높

이는 평균적으로 270 nm 정도로 측정 되었다. 이는, UV 경화 과정을 통한 

PUA의 수축도(shrinkage)가, 마스터 템플레이트의 형태를 충분히 molding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임을 입증하는 것으로, 경화시 발생 할 수 있는 PUA의 

수축도는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판단 하였다. 또한, 완성된 PUA 

스탬프에서 관찰 된 270 nm 가량의 볼록 패턴 높이는, 임프린트 과정에서 

resist pattern을 통한 선택적인 식각을 위해, 충분한 단차를 제공 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결론 지을 수 있다. 

 

2.3.1.3. 나노임프린트 리소그래피 방법에 의한 패턴의 전사 

완성된 PUA 스탬프를 이용 하여, 나노임프린트 리소그래피 방법을 통해, 

CMP 된 알루미늄 표면 위에 형성된 PMMA resist film에 패턴 전사 공정을 

진행 하였다. Figure 2.7 (a)는 PUA 스탬프를 이용하여 나노임프린트 리소그

래피 방법을 통해 PMMA resist film에 패턴 전사의 과정을 거친 후, AFM으

로 측정한 표면 사진이다. PUA 스탬프의 역모양 형태로, PMMA resist film에 

패턴 전사가 잘 이루어 진 것을 관찰 할 수 있었다. 또한, 대면적에 걸친 

패턴 전사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해, 시편 내 복수의 지점을 5회 이상 AFM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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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6. FE-SEM images of convexly nanopatterned PUA stamp and sectional 

analysis of AFM image. (a) Low-magnified FE-SEM image of replicated PUA stamp. 

(top-view) The inset shows high-magnified FE-SEM image. (b) 45.8° tilted FE-SEM 

image of replicated PUA stamp. (c) Sectional analysis of AFM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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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측정하여 표면 형태를 확인 하였으며, 동일한 형태로 표면 패턴이 구성

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Figure 2.7 (b)는 임프린트된 PMMA resist 패턴의 

AFM 사진을 3차원의 형태로 변환한 그림이다. 임프린트 된 PMMA resist 패

턴의 전체적인 형태를 가늠해 볼 수 있었으며, PUA 스탬프와의 패턴 형태 

연관성 등을 유추 해 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실험실 수준의 리소그래피 

패턴화 공정으로, 마스터 템플레이트의 오목 패턴과 일치하는, PMMA resist 

pattern 형태를 대면적으로 쉽게 구현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Figure 2.7 (c)는 패턴의 단차를 확인 하기 위해 측정한 AFM의 단면 분석 사

진 이다. 패턴의 골과 산의 단차가 평균 270 nm 정도로 측정된 것으로 미루

어, PUA 스탬프의 볼록 패턴 단차가 그대로 구현 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

다. 이는 임프린트 공정 시, PMMA resist film이 PUA 스탬프 패턴의 완전 전

사에 충분한 두께로 지원 되었기 때문에 가능 했던 것으로 파악 할 수 있

었다. 

임프린트 공정 이 후, 전사 된 PMMA resist 오목 패턴 내 CMP 된 알루

미늄 표면층을 덮고 있는 PMMA 잔류층(residual layer)을 제거하기 위해, 산

소를 매개로 한 RIE 과정을 진행 하였다. Figure 2.8 (a)는 30초간 RIE 과정을 

거친 후 측정한 AFM의 height mode 사진이다. 전체적인 오목 패턴의 형태는 

유지하고 있으나, RIE 공정 진행 여파로 인해, 패턴 표면의 거칠기가 증가 

했음을 알 수 있다. PMMA resist 패턴의 잔류층 제거 여부는 Figure 2.8 (b)에 

나타낸, 같은 측정 표면의 AFM phase mode 사진을 통해 추정해 볼 수 있다. 

오목 패턴의 바닥쪽, 즉 PMMA 잔류층이 제거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부

분과, 명백히 PMMA로 덮혀 있는 패턴 부분 사이에 phase 단차가 발생 한 

것을 관찰 할 수 있다. 이는 PMMA 잔류층이 RIE 공정을 통해 일부 제거 

된 것임을 입증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Figure 2.8 (c)는 패턴의 단차 및 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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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7. AFM images of imprinted PMMA resist film on aluminum substrate. (a) 

AFM image of imprinted PMMA resist thin film. (top-view) (b) 45° tilted 3-

dimensional AFM image of imprinted PMMA resist thin film. (c) Sectional analysis of 

AFM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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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층 제거 형태를 확인 하기 위한 AFM의 단면 분석 사진 이다. 패턴의 골

과 산 사이의 단차가 평균 230 nm 정도로 약 40 nm 가량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RIE 공정 여파인 것으로 추정 할 수 있다. 위의 결과들을 

토대로 PMMA 잔류층이 일정 부분 제거 된 것으로 결론 짓고, 알루미늄 식

각 공정을 진행 하였다. 

 

2.3.1.4. 알루미늄층 식각 

Figure 2.9 (a)는 chlorine gas를 이용한 ICP 식각 공정을 통해, 알루미늄 시

편의 선택적 식각 공정을 진행 한 후, 측정한 AFM 사진 이다. PMMA 잔존

층이 제거 되었을 때 오픈 되었던 알루미늄 면적의 직경과 식각 된 알루미

늄 시편의 직경이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알루미늄 시편의 

native oxide층을 식각 하기 위한 아르곤(Ar) breakthrough 과정과 알루미늄의 

식각을 위한 chlorine 식각 과정에서, PMMA resist 패턴이 알루미늄 층과 같이 

식각 되면서, 식각 면적이 점차 증가하여 발생한 현상으로 추정해 볼 수 있

다. 이 AFM 사진을 통해, 대체로 resist 패턴의 형태를 충실히 반영하여 알루

미늄 식각 공정이 진행 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Figure 2.9 (b)는 선택적 

식각 공정을 거친 알루미늄 시편의 AFM 사진을 3차원의 형태로 변환한 그

림이다. 전체적인 시편의 표면 형태를 가늠해 볼 수 있다. Figure 2.9 (c)는 식

각된 알루미늄의 패턴 단차를 확인 하기 위한 AFM의 단면 분석 사진 이다. 

패턴의 골과 산의 단차가 평균 50 nm 가량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이는 직경 대비 식각 깊이를 고려 했을 때, 양극 산화 공정을 

진행 하기에 적합 하다고 판단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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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8. AFM images of RIE processed PMMA resist film. (a) Height mode AFM 

image of RIE processed PMMA resist thin film. (b) Phase mode AFM image of RIE 

processed PMMA resist thin film. (c) Sectional analysis of AFM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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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9. AFM images of pre-patterned aluminum substarate. (a) AFM image of 

pre-patterned aluminum substarate. (top-view) (b) 45° tilted 3-dimensional AFM image 

of pre-patterned aluminum substarate. (c) Sectional analysis of AFM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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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5. 사전 식각된 알루미늄 시편의 양극 산화 

ICP 건식각 공정을 통해 사전 식각된 알루미늄 시편으로 양극 산화 공

정을 진행 하였다. Figure 2.10 (a)는 0℃의 0.1 M 인산 전해액에서195 V로 12시

간 동안 1차 양극 산화 과정을 거친 알루미나 시편의 FE-SEM 사진 이다. 육

방 밀집 형태의 정렬된 나노기공들이 균일한 분포로 형성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사전 식각 공정을 통해 형성된 알루미늄 시편의 오목 패턴층 

중심에서, 기공의 형성이 그대로 진행 되면서 발생한 현상임을 강하게 유추 

해 볼 수 있다. 즉, 양극 산화 공정에서 기공 형성 초반에, 사전 식각 공정을 

통해 부여한 50 nm 깊이의 기공형 오목 패턴이, 양극 산화 시 기공의 시작점

으로 작용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정리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설을 입증 할 

수 있는 근거를 inset으로 삽입된 고배율의 FE-SEM 사진에서 찾을 수 있다. 

기공의 정렬도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 2차 양극 산화 기법에서는, 

알루미나층 표면에서 시작되는 기공의 초입 부분이 1차 양극 산화 과정의 

여파로 인해 barrier layer의 패턴 형태가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 그러나 이 사

진에서는 그러한 특징을 찾아 볼 수 없는데, 이는 사전 식각 과정에서 50 nm 

정도의 단차만을 부여하여 1차례만 양극 산화 공정을 진행 했기 때문인 것

으로 파악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공의 정렬도를 균일하게 유지 할 수 

있었던 원인은, 사전 식각된 알루미늄 시편의 기공 시작점 때문인 것으로 결

론 지을 수 있다. Figure 2.10 (b)는 양극 산화된 알루미나 시편을 절단하여 측

정한 단면 FE-SEM 사진이다. 12시간에 걸친 양극 산화 공정으로 형성된 알

루미나층의 두께는 대략 16 µm 가량으로 측정 되었다. 알루미나층 말단을 보

면 barrier layer층이 형성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를 확대하여 inset 그림으로 

삽입 하였다. 곡률에 의한 골과 산의 단차가 최소 200 nm는 넘는 것으로 확

인 되었다. 이는 1차 양극 산화된 시편과 2차 양극 산화된 알루미나 시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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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0. FE-SEM images of one-step anodized AAO template with pre-textured 

aluminum substrate. (a) Top view of AAO template. The inset shows high-magnified 

image. (b) Cross-sectional view of AAO template. The inset shows high-magnified 

view of alumina barrier layer in AAO tem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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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닌 각각의 기공 초입부 형태를 구분 짓는 중요한 척도가 되며, 이는 이미 

언급된 바 있다. Figure 2.11은 사전 식각된 알루미늄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

역에서, 1차 양극 산화 과정을 통해 발생 하는 정렬도의 차이점을 비교하여 

드러낸 저배율의 FE-SEM 사진이다. 사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왼편의 

사전 식각 된 알루미늄 영역과 아무런 처리를 하지 않은 CMP 된 알루미늄 

영역의 기공 형태가, 정렬도면에서 극명하게 대비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기공 형성의 시작점 유무가 그 차이를 극대화 

시킨 것으로 결론 지을 수 있었다.  

 

2.3.1.6. 제조 공법 상의 차별성 및 장점, 그리고 한계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새롭게 제안한 AAO template의 제조 공법은, 현존

하는 AAO 제조 공정 상의 문제점들을 커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효율적/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 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니고 있다. 

    먼저 시간 소모가 큰 제조 공법 상의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방법으로

서, 2-step anodization 공법의 1차 양극 산화 공정을 surface nanopatterning 기법

의 nanoimprint lithography 공정으로 대체하여, 전체 AAO 제조 시간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었다. 알루미늄 기판 표면에 pre-pattern을 안정적으로 형성 

하기 위한 전략으로 도입된 nanoimprint lithography 방법은, 높은 패턴 해상도

와 처리량의 pattern capability를 구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nanopatterning 방

법으로서, 대면적에 걸친 패턴 전사가 가능 하였고, 패턴 제조 시간 역시 실

험실 스케일에서 한 사이클당 10분 남짓으로 소모되는 등, maskless 

lithography나 nanoindentation, 그리고 resist-assisted lithography와 같은 여타 다

른 패턴 제조 방법들에 비해 제조 시간의 경제성 측면에 있어 비교 우위를 

점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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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1. FE-SEM images of one-step anodized AAO template. Comparison 

between pre-textured area and non-textured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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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 제조의 경제성 측면에 있어서도 많은 장점들이 부각 되었다. 특히, 

자기조립에 의해 형성된 AAO template의 barrier layer를 모패턴으로 활용한 점

이나, UV 경화성 고분자를 이용하여 replica-molding 방법에 의해 imprinting 

stamp를 제조한 본 연구의 패턴 전사 전략들은, 패턴 제조 단가 측면에 있어

서도 여타 다른 방법들에 비해 경쟁력 있음을 확인 시켜 주었다. 특히, mass 

production을 위한 대면적의 대단위 공정에서도 본 제조 공법이 그대로 적용

될 수 있으며, 이러한 확장성으로 인해 기존에는 불가능 했던 다양한 AAO 

template의 활용 방법에 대해 새로운 가능성을 부여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된다.  

그러나 패턴 전사에 쓰일 모패턴의 형태나 패턴의 세부 사이즈 조절이

라는 확장성 측면에서 봤을 때, 본 연구에서 제안한 제조 공법으로는 일정한 

제한이 수반 될 수 밖에 없다. 이는 AAO template의 제조 공정이 특정된 

narrow process window에 기반하고 있다는 원천적인 문제에서부터 기인하고 

있는 문제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 방법에 따라 제조 가능한 AAO template의 

종류 및 형태 그리고 패턴 사이즈의 다양성 측면에서는 선택의 폭이 상대적

으로 좁을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제약 사항들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중요

한 과제로 남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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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요약 

양극 산화 과정 중 기공의 높은 정렬도를 유도 하기 위한 나노스케일의 

pre-pattern을 알루미늄 표면에 형성 함에 있어, 패턴의 제조 시간 및 단가와 

관련된 시간적,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soft stamping 

material을 이용한 nanoimprint lithography 공정과 선택적인 ICP 식각 공정을 

채용하여, 알루미늄 표면에 pre-pattern을 형성하기 위한 주요 방법으로 활용 

하였다. 패턴 전사를 위한 imprinting stamp는 2차 양극 산화 후 알루미나 식

각 공정을 통해 형성되는 오목한 형태의 barrier layer pattern을 master template

로 하여, replica-molding technique을 통해 UV 경화성 polymer인 PUA를 이용하

여 제조 하였다. Replica-molding technique과 nanoimprint lithography 방법 등의 

soft lithography 방법을 통한 패턴 전사 과정은 전 부분에 걸쳐 원활하게 구현 

되었으며, 성공적으로 master pattern의 형태를 알루미늄 표면에 복제할 수 있

었다. 또한, 이러한 방법들로 형성된 알루미늄 표면의 pre-pattern으로 인해 

one-step으로만 진행 되었던 양극 산화 과정에서도 기공의 정렬도를 높은 수

준으로 유지 할 수 있었으며, 이를 FE-SEM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높은 정렬도의 나노기공을 지닌 양극 산화 알루미나

를 제조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고안하여 제안할 수 있었다. 특히, 알루미

늄 표면에 pre-pattern을 형성함에 있어,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실험 방법들을 

통해 몇 가지 중요한 난제를 해결 해 낼 수 있었는데, 그것은 EBL이나 LIL 

그리고 FIB와 같은 대단위 설비를 이용하는 대신, 자기 조립에 의한 AAO 

template의 barrier layer pattern을 master template로 이용 함으로서 패턴의 제조 

단가를 현저히 낮췄다는 점이다. 또한, 시간 소모적인 1차 양극 산화 과정을 

대체하기 위해, nanoimprint lithography 공정을 pre-pattern 구현을 위한 주요 방

법으로 채택 함으로서 패턴 제조 시간을 절반 이하로 단축 할 수 있었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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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이러한 공정 방법은 쉽게 다른 부동태 금속의 양극 산화 과정에서도 적

용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높은 정렬도의 금속 산화물 나노구조체를 제조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의 내용은 알루미늄을 위시한 기타 여러 부

동태 금속의 양극 산화 과정을 재조명하는, 새로운 기준점을 제시한 중요한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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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소프트 리소그래피(Soft lithography) 방법에 기반 한 실리

콘 기판 내 반사 방지 구조(Anti-reflective structures)의 구

현과 이에 대한 광학적 특성 평가 

3.1. 서론 

반사 방지막(antireflection coatings)이란, 빛이 굴절률(refractive-index)이 서

로 다른 두 매체(media)의 계면에서 반사 되지 않고, 흡수 혹은 투과 될 수 

있도록 유도시켜 줄 수 있는 막을 의미한다. 즉, 계면에서의 표면 반사를 최

소화 하여, 투과 되는 빛의 세기를 증가 시키고, 또한 반사로 인한 산란 광

을 제거하여 광학 성능을 최대화 하려는 목적으로 사용 되고 있는 광학적 

도구를 뜻하는 것이다. 최근 태양 전지(solar cell)나 광 검출기(photodetector), 

발광 다이오드(Light-emitting diodes)와 같은 여러 광전자 소자들의 연구 개발

이 활발해 지면서, 이들의 광학적 성능을 한층 향상 시켜 줄 수 있는 반사 

방지 기술에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3.1.1. 반사 방지막의 원리  

빛은 전자기파로서 파동의 성질을 지니며, 정현파(sinusoidal wave)의 형태

로 나타낼 수 있다. 반사 방지막의 원리는 빛이 굴절률이 서로 다른 두 매체

의 계면을 통과 할 때, 막의 상층에서 반사된 빛과 하층에서 반사된 빛이 서

로 상쇄 간섭(destructive interference)을 일으킬 수 있도록 유도 하는 것이다. 

반사 방지막의 상층과 하층에서 반사되는 각각의 빛이, 위상 차가 180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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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 두 개의 파형이 서로 역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어 빛은 소멸 하게 되며, 

이 과정을 통해 기판의 표면 반사율은 0에 가깝게 만들어 줄 수 있다. 이러

한 상쇄 간섭은 위상 차가 180도 이거나, 경로 차가 파장의 절반이 되는 조

건에서만 일어나기 때문에, 반사 방지막의 두께와 매질의 굴절률 값에 따라 

제한된 범위 내의 파장에서만 반사 방지 효과를 유도해 줄 수 있다. 또한, 

위상 차가 180도인 상쇄 간섭 내에서는 에너지가 없는 상태로 존재 한다. 즉, 

반사 방지막에 의해 상쇄 간섭이 발생하게 되면, 반사 되던 빛의 에너지가 

갑자기 없어진 상태가 되므로,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따라 그 크기만큼 투과 

혹은 흡수 되는 쪽으로 빛의 보강 간섭(constructive interference)이 강화 되는 

것이다. 반사 방지막은 대개 박막의 형태이므로 에너지가 흡수 되는 빛의 양

은 거의 무시 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작으며, 때문에 빛의 상쇄 간섭을 통

해 반사가 줄어 들게 되면, 반대 급부로 보강 간섭에 의한 빛의 투과량이 증

가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매질 밖으로 반사되는 빛은 계속하여 상쇄 

간섭을 하면서 그 빛의 세기를 줄여 나가게 되고, 안으로 투과 되는 빛은 계

속 보강 간섭을 하게 되면서 그 세기가 강해지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

하게 되면, 사라진 반사광이 종국에는 모두 굴절률이 높은 매질 쪽으로 투과

하게 되는 것이다. 

 

3.1.2. 반사 방지 효과 유도 방법  

반사 방지 효과를 유도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동종 반사 방지 코팅 

(homogeneous antireflection coatings)인 step-index coatings 방법과 다층 박막의 

적층으로 구성된 비동종 반사 방지 코팅(inhomogeneous antireflection coatings), 

그리고 기판 위의 graded-index coatings과 tapered profile 형태로 표면을 식각한 

graded-index etching 방법 등이 있다. 많은 연구자들이 이와 같은 형태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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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각기 다른 반사 방지 효과를 제안하고 또 설명 하였다.  

단층이나 다층 구조의 박막 적층(step-index coatings)은 각 층의 상쇄 간섭

에 의해 각기 다른 계면에서 반사 되는 빛을 서로 제거 하는 것이다. 이를 

Figure 3.1 (a)에 나타내었다. 단층의 경우는 가시광 영역의 중간 대역을 중심

으로 좁은 영역만 반사 방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반면에, 다층 박막의 조합으

로 광학 물질을 적층 하는 경우에는 광대역에 걸쳐서 반사 방지 효과를 구

현 할 수 있다. 실제로 초창기에는 이러한 방법이 간단한 박막 기술로 쉽게 

구현 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많은 연구자들이 이와 같은 형식의 방법

을 통해 넓은 대역폭에 걸쳐 반사 방지 효과를 이끌어 냈다[22-23]. 그러나 

이 방법은 적층 물질의 굴절률은 물론, 각층의 두께가 반사 되는 빛의 파장 

및 각도와 관련하여 광학적으로 주의 깊게 고려 되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대개 이러한 다층 박막의 적층 대역폭(bandwitdth)은 400~700 nm 혹은 

800~1100 nm 처럼 한 옥타브(octave)보다 낮아야 하며, 파장의 압사각은 30도 

미만으로 제한 된다[24]. 또한, 물성의 고유값인 굴절률의 한계로 인해 적층 

물질의 선택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으며, 각 층 사이의 접착력과 적층된 박

막 stack의 안정성, 그리고 각 층의 열적 부조화(thermal mismatch) 등이 중요

한 이슈로 숙고 되어야 한다. 

Graded-refractive coating 방법은 다층 박막의 적층 방법 보다 반사 방지 

효과를 이끌어 내기 위한 입사광의 전방향성(omnidirectionality) 및 광대역성

(broad-band behavior)에 있어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이 방법의 coating은 굴절률

이 기판 주변의 물질로부터 기판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증가 하기 때문

에, 각각의 계면에서 optical impedance matching이 성사되고, 이로 인해 표면 

반사가 억제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이를 Figure 3.1 (b)에 나타내었다. 이 방

법은 기판의 굴절률이 공기의 굴절률인 1에 점진적으로 가까워 져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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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 Schematic illustrations of the reflections of a silicon substrate with a 

homogeneous (a) and a graded-refractive index coating (b). The homogeneous coating 

reduces the reflection due to interference of light reflected at the air/coating layer and at 

the coating layer/silicon substrate interfaces. For a graded-refractive index coating, no 

reflection occurs, as the refractive index is matched at the top and bottom interfaces. 

 

 

 

 

 

 

 



 
 
４２ 

난제가 있는데, 명백한 사실은 밀한 매질의 고체 재료들(dense solid materials)

이 대개 공기의 굴절률인 1을 훨씬 상외 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

결하는 방법은 코팅 재료의 표면이나 기판 자체를 나노스케일의 tapered 

profile이나 원뿔형 나노패턴으로 식각 해 주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

게 graded-refractive index 구조가 기판에 대해 수직으로 형성 될 수 있고, 두 

광학 매질 사이의 굴절률 차이를 점진적으로 줄여 줄 수 있게 되어, 표면의 

프레넬 반사(Fresnel reflection)를 억제해 줄 수 있게 된다[25]. 

 

3.1.3. 최근의 연구 동향 

기판을 graded-index 형태로 coating 하는 방법은 이전의 step-index coating 

방법 보다 반사 방지를 위한 입사광의 전방향성(omnidirectionality) 및 광대역

성(broad-band behavior)에 있어 유리하다는 것을 앞선 장에서 언급 하였다. 이

러한 이유로 최근 몇 년간 많은 연구자들은 이 개념에 초점을 맞춰 많은 연

구를 진행 하였다. 대개 이 방식을 통한 반사 방지 효과 구현을 위해, 다양

한 나노패턴화 기술들이 방법론으로 등장 하였는데, 이러한 기술들은 밀한 

광학 매질의 표면 유효 굴절률(effective-refractive index)을 1에 가깝게, 점진적

인 계층화 구조로 쉽게 구현 할 수 있어서 많이 시도 된 바 있다.  

Kanamori와 그의 연구자들은 AAO를 이용하여 100 nm 미만의 다공성 나

노구조를 실리콘 표면에 패턴 전사 하였다. 이를 통해 가시광 영역에서 3% 

미만의 낮은 표면 반사율을 구현 할 수 있었다[27].  Aydin와 그의 연구자들

은 나방의 눈이 계층화 된 나노표면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이를 생체 모방 

하였다. 레이저 간섭 리소그래피(laser interference lithography) 방법을 이용하여 

zinc germanium phosphide (ZGP) 기판 표면을 나노구조화 하였고, 이를 통해 높

은 투과도를 지닌 ZGP 기판을 제조 할 수 있었다[28]. Sun 또한 나방의 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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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 모방 하였다. 실리콘 표면을 나방의 눈처럼 나노구조화 하기 위해 silica 

colloidal nanoparticle을 resist mask로 이용하여 선택적으로 식각 하였고, 이를 

통해 얻어진 나노구조화 표면으로 대부분의 가시광 영역에서 1% 미만의 낮

은 표면 반사율을 구현 할 수 있었다[29]. Song은 레이저 간섭 리소그래피를 

통해 mask가 되는 resist film을 먼저 렌즈표면처럼 사전 식각하여 볼록하게 

처리 하였다. 볼록한 표면의 mask를 resist로 하여 기판을 식각 하게 되면, 표

면을 나노스케일의 볼록 패턴으로 처리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GaAs의 표면 

유효 굴절률은 점진적으로 계층화 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고, 이를 통해 

광대역의 반사 방지 기판을 구현 할 수 있었다[30]. Choi는 양극 산화 방법을 

이용, 알루미나 기공의 직경을 단계적으로 넓혀 가면서 계층화 된 나노구조

를 구현 하였다. 이 나노구조화 된 AAO를 템플레이트로 이용하여, 기판 위

의 PMMA를 임프린트 하였고, 패턴 전사된 PMMA 나노구조는 높은 투과도

를 지닌 반사 방지막으로 활용 될 수 있었다[31].    

 

3.1.4. 연구의 목적 및 방향 

앞선 장에서 살펴 본 것처럼, 최근 반사 방지 효과에 관한 연구의 주류

는, 기판의 표면에 대해 패턴화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점진적인 graded-

refractive index 기능을 구현 함으로서, 기판 표면의 프레넬 반사를 억제하여 

반사 방지 효과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연구가 진행 되어 왔다. 기판 표면에 

대해 graded-refractive index 구조를 구현하기 위해 나노패턴화 공정을 진행 하

고, 이를 통해 완성된 2차원과 3차원 형태의 나노구조를 이용하여 광대역에 

걸친 낮은 표면 반사도를 구현 할 수 있다는 것은 지난 연구 동향들을 통해 

알 수 있었다. 또한 기판 표면에 구현되는 나노구조는 2차원 보다는 3차원 

형태로 형성 될수록 점진적인 굴절률 조절에 좀 더 효과적이며, 3차원의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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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나노패턴을 구현하기 위해 EBL과 FIB와 같은 직접 패턴화 방법을 비

롯, 여러 가지 나노패턴화 공정 방법들이 동원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론적으

로 또한 실험적으로 확인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에 착안 하여, 실리콘과 같이 높은 굴절률을 지

닌 기판에 대해 점진적으로 유효 굴절률의 변화를 구현해 줄 수 있는 효과

적인 나노패턴의 형태를 고민 하였다. 유효 굴절률이 점진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 시켜 주기 위해서, 3차원의 나노패턴 형식을 필요조건으

로 보았다. 즉, 패턴화를 통한 단계적인 굴절률 변화를 구현 하기 위해, 다공

율(porosity rate)이 높이에 따라 점진적으로 변화 하는 형태를 목표로 etched 

profile을 설계 하였다. 이에 대한 전략으로서, 기판 표면이 오목한 패턴

(concavely dimpled nanopatterns)과 볼록한 패턴(convexly nanopatterned gratings), 

두 가지 경우를 상정해 놓고 실험을 진행 하였다.  

Figure 3.2에 나타낸 것처럼, 이 두 가지 패턴들은 모두 패턴의 다공율이 

높이에 따라 변화 하고 있는 이른바 parabolic shape 형태를 띠고 있다. 이 패

턴들 중 패턴 내 함입된 공기층의 비율 변화 추이가, 어떤 패턴에서 좀 더 

선형적(linearity) 인지를 두고 수학적인 계산을 통해 비교, 분석 하였다. 이 

데이터는 어떤 패턴이 graded-refractive index 구조에 더 가까운지를 가늠할 수 

있는 이론적인 토대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또한, 각 패턴 별 porosity에 따른 

유효 굴절률의 변화 정도를 단계별로 계산 하여 각각의 패턴이 높이에 따라 

유효 굴절률 분포가 어떻게 구성 되어 있는지를 파악 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패턴이 지닌 유효 굴절률의 분포가 기판의 표면 반사도와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 실험적, 이론적으로 비교 분석 하였다. 그리고 패턴 

구현을 위한 공정의 효율성 및 경제성도 고려 하였으며, 이러한 이슈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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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 Schematic illustrations of target designs and sectional analysis for 

variation of gradually changed refractive index (RI) on the Si surface. (a) Concavely 

dimpled nanopatterns (b) convexly nanopatterned gra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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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종합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총체적인 대책을 강구 하고자 노력 하였다.  

 

3.2. 실험 

3.2.1. 재료  

3.2.1.1. Si wafer 

패턴 전사를 위한 기질로서, 삼성 전자 社의 p-type Si wafer를 구입하여 

이용 하였다. 웨이퍼를 2 cm  2 cm의 크기로 자른 후, 광학 설계 상 요구되

는 순수한 Si 형태의 시편으로 만들기 위해, 표면에 존재 하는 native oxide 

층을 모두 제거 하였다. 시편의 전처리 공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표면의 유

기 물질 제거를 위해 95℃의 NH4OH, H2O2, 탈이온수(1:1:3, v:v:v) 혼합액에 10

분 간 담가 두었다. 이 후, 연이어서 10%의 HF 용액에 3분 간 담가 두어, Si 

기판 표면의 native oxide층을 모두 제거 하였고, 탈 이온수로 수 차례 헹궈냄

으로써, Si 기판의 전처리 공정을 완성 하였다. 

 

3.2.1.2. 알루미늄(Aluminum) 

패턴 전사를 위한 마스터 템플레이트 제조를 위해, GoodFellow 社의 고

순도 알루미늄(AL000650, 99.999%)을 이용 하였다. 구입한 알루미늄 시편은 

연이어 진행 한 CMP 공정을 통해, 시편의 표면 편평도를 평균 3 nm 이하로 

개선 하였다. 앞서 언급된 바 와 같이, 알루미늄 시편의 표면 편평도 개선은, 

패턴 전사를 위한 나노임프린트 리소그래피 공정 시, 임프린트 스탬프가 알

루미늄 시편에 대면적으로 균일한 접촉을 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되며, 이를 

통해 원만한 패턴 전사를 구현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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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3. 전해액 

마스터 템플레이트로 쓰이게 될 알루미늄 패턴 제작을 위해, 전기화학적

인 기법의 양극 산화 방법(anodization)을 이용 하였다. 양극 산화 반응을 위

한 전해액의 종류는 Aldrich 社의 인산(phosphoric acid, 438081-2.5L)을 매개로 

공정을 진행 하였으며, 전해액의 온도 및 농도는 0℃, 0.1 M로 세팅 하였다. 

 

3.2.1.4. UV 경화성 고분자 

패턴 전사를 위한 임프린트 스탬프 제작을 위해, Minuta tech. 社의 

poly(urethaneacrylate) (PUA)를 molding 재료로 이용 하였다. 용액 타입의 PUA

는 301RM 제품군으로 선정 하였는데, 이는 완전 경화 됐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modulus를 보유하고 있어서 임프린트용 스탬프에 적합하다. Molding 이

후에는, 325 nm 파장 대의 UV 램프를 이용 하여 경화 공정을 진행 하였으며, 

완전 경화를 위한 UV 조사 시간은 12시간 이다. 

 

3.2.1.5. Resist thin film 용도의 고분자 박막 

선택적 건식각을 위한 resist thin film의 재료로서, Aldrich 社의 

poly(methylmethacrylate) (PMMA) (typical Mw~350K)를 이용 하였다. 용액 공정

을 통한 박막 제조를 위해, Aldrich 社의 고순도 toluene을 이용 하여 PMMA

를 용해 시켰으며, 패턴 전사를 위한 알맞은 박막 두께를 구현 하기 위해, 

농도는 3~4 wt%로 다양화 하여 spin-casting 공정을 진행 하였다.  

 

3.2.2. 샘플 제조  

3.2.2.1. Master template 

CMP 처리 된 알루미늄 기판을 0℃, 0.1 M의 인산(phosphoric acid) 전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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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12시간 동안 195 V로 양극 산화하여 다공성 알루미나를 제조 하였다. 이 

후, AAO를 chromic acid에 담가 알루미나 층을 모두 습식각 하면, 기저의 

barrier layer 패턴에 의한 알루미늄 concave nanopattern을 얻을 수 있는데, 이 3

차원의 알루미늄 패턴을 마스터 템플레이트로 이용 하였다. 

 

3.2.2.2. 실리콘 기반의 concavely dimpled nanopatterns 제조 

Figure 3.3은 실리콘 기판에 concavely dimpled nanopattern을 구현 하기 위

한 패턴 제조 공정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마스터 템플

레이트인 알루미늄 concave nanopattern을 이용하여, 임프린트 공정을 위한 스

탬프를 제조 하였다. 우선 알루미늄 마스터 템플레이트 위에 molding 재료인 

PUA를 1~2 µl 가량 drop-casting 하여 투명한 PET 필름으로 덮어 12시간 동안 

UV 경화 시켰다. 이후, 물리적인 demolding 과정을 거쳐 볼록한 형태의 PUA 

스탬프를 완성 하였고, 이를 임프린트 공정에 이용 하여 실리콘 기판을 패턴

화 하였다.  

반사 방지를 위한 패턴 형성 전에, Si 기판은 표면에 존재하는 native 

oxide층을 모두 제거하여 준비 하였고, ICP 식각 공정을 통한 Si 기판의 선택

적 식각을 위해서, resist pattern을 위한 PMMA 박막을 기판 위에 도포 하였다. 

이 후, 150°C에서 1시간 동안 annealing 과정을 거친 뒤 패턴 형성을 위한 임

프린트 리소그래피 공정을 진행 하였다. PMMA resist film의 패턴화를 위한 스

탬핑 조건은 115°C에서 10분간 압력식으로 진행 하였으며, 스탬프를 

demolding 하기 전에 충분한 cooling이 이루어져 패턴이 완전한 고체화

(solidification)가 될 수 있도록 상온에서 30분간 쿨링 하였다. 오목하게 형성

된 PMMA resist pattern의 잔존층(residual layer)을 제거 하기 위해, 고순도 산소 

(99.9999%)를 매개로 하여 30 W의 파워로 30초간 RIE 공정을 진행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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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3. Schematic illustrations of templating procedures for imprinting convex 

PUA stamp and fabricating concavely dimpled nanopatterns on Si subst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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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잔존층 제거가 이루어 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AFM을 이용하여 

phase image를 측정 하였다. 

PMMA 잔존층 제거를 통해 드러난 Si 표면을 건식각 하기 위해 C4F8과 

SF6를 1:1의 비율로 혼합하여 ICP 식각 공정을 진행 하였다. 공정상 각각의 

gas flow는 45 sccm(standard cubic centimeter per minutes, cm3/min)이 되도록 조정 

하였고, 파워는 250 W로 진행 하였다. 샘플의 pore-depth와 직경을 다양화 하

기 위해 실리콘 식각 공정의 진행 시간을 1분, 2분, 3분으로 세분화 하여 샘

플을 제조 하였고, 이 후 실리콘 기판 표면에 잔존하는 PMMA resist pattern은 

microwave ashing 공정을 통해 모두 제거 하였다. 이렇게 완성된 각각의 샘플

들을 FE-SEM을 이용하여 그 패턴 형태를 분석하고 표면 반사도를 측정 하

여 광학적 특성을 파악 하고자 하였다. 

 

3.2.2.3. 실리콘 기반의 convexly nanopatterned gratings 제조 

실리콘 기판에 볼록한 형태를 띤 나노패턴을 제조 하기 위해 알루미늄 

마스터 템플레이트를 2-step으로 templating 하여 오목한 형태의 convex 

nanopattern의 임프린팅 스탬프를 제조 하고자 하였다. Figure 3.4는 실리콘 기

판에 convexly nanopatterned gratings을 구현 하기 위한 패턴의 제조 공정을 나

타내고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마스터 템플레이트인 알루미늄 

concave nanopattern을 2-step으로 templating 하였다. 1차 templating 과정은 앞서 

기술된 방식과 제조 공정이 같고, 이 과정을 통해 구현된 PUA stamp를 다시 

templating 하여 마스터 템플레이트와 같은 형태의 concave nanopattern을 지닌 

임프린팅 PUA stamp를 제조 하였다. 이 과정을 위해서는 1차 templating 과정

을 통해 완성된 PUA template를 poly(dimethylsiloxane) (PDMS)을 이용하여 

coating 해야 하는 전처리 공정이 필요 하다. 이렇게 되면 PUA template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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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4. Schematic illustrations of 2-step templating procedures for imprinting 

concave PUA stamp and fabricating convexly nanopatterned gratings on Si subst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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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에너지가 급격히 낮아지게 되어 같은 물질인 PUA를 이용하여 2차 

templating 작업을 진행 하더라도 전혀 문제 없이 공정을 진행 할 수 있다. 

이렇게 완성된 concave nanopattern의 PUA stamp를 이용하여 실리콘 기판 위에 

convexly nanopatterned gratings을 제조하기 위해 임프린트 공정을 진행 하였다. 

실리콘 패턴 형성을 위한 식각 공정의 전처리 과정은 앞선 장에서 기술

된 조건과 동일 하다. Resist film인 PMMA를 Si 기판 위에 도포하고 150°C에

서 1시간 동안 annealing 과정을 거친 뒤, 패턴 형성을 위한 임프린트 리소그

래피 공정을 진행 하였으며, 스탬핑 조건은 역시 동일하게 115°C에서 10분간 

압력식으로 패턴화 하였다. 그리고 스탬프를 demolding 하는 과정도 동일하

게 이루어져, 이전의 패턴화 공정과 차이를 두지 않았다. 볼록하게 형성된 

resist pattern의 잔존층을 제거 한 후, AFM phase image 측정을 통해 충분한 잔

존층 제거 여부를 판단 하였으며, 동일한 조건의 ICP 식각 공정을 따라 잔존

층이 제거된 Si 기판 표면을 1분, 2분, 3분 동안 각각 식각 하여 샘플들의 

etched profile을 다양화 하였다. 이 후, 실리콘 기판 표면에 잔존하는 PMMA 

resist pattern은 microwave ashing 공정을 통해 모두 제거 하였고, 이렇게 완성

된 각각의 샘플들에 대해 FE-SEM을 이용하여 그 패턴 형태를 분석하고 표

면 반사도를 측정 하여 광학적 특성을 파악 하고자 하였다. 

 

3.2.3. 광학적 특성 분석  

 UV/Visible spectrophotometer를 이용하여, 식각 공정이 진행된 각각의 Si 

샘플들을 이용, 표면의 반사도를 측정 하였다. 측정에 이용된 장비는 VASRA 

社의 Cary 5000 모델을 이용 하였다. 이 장비의 측정 가능 파장 영역대는 

175 nm에서부터 3,300 nm에 이르며, 본 실험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파장대를 

충분히 커버하고 있으므로, 측정에 적합한 모델이라 판단 하였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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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angle specular accessory가 장착되어 있어, 다양한 입사각에서 반사도의 

측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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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결과 및 고찰 

3.3.1. Concavely dimpled nanopatterns의 제조 및 광학적 특성 평

가  

3.3.1.1. Master template와 이를 이용한 convexly patterned PUA 

stamp의 제조 

Figure 3.5는 알루미늄 master template와 이를 통해 복제된 convexly 

patterned PUA stamp를 FE-SEM으로 측정한 것이다. 앞서 기술된 바와 같이, 

인산을 매개로 한 2차 양극 산화 방법을 통해, 균일한 기공 형태의 다공성 

알루미나 템플레이트를 제조 하였고, 이를 크롬산에 담가 알루미나 층을 습

식각 하여 barrier layer 형태로 오목 패턴화 된 알루미늄 템플레이트를 얻을 

수 있었다. Figure 3.5 (a)를 통해 대면적에 걸쳐 잘 정렬된 형태로 구현 된 

concave nanopattern을 확인 할 수 있었다. Inset의 확대된 그림을 보면, 육방 

밀집 형태로 잘 정렬된 오목 패턴의 형태를 관찰 할 수 있다.  

이렇게 제조된 concave nanopattern의 알루미늄 master template를 이용하

여, UV 경화성 PUA를 통해 replica-molding 기법으로 convexly patterned PUA 

stamp를 제조 하였고, 이를 FE-SEM으로 확인 하였다. Figure 3.5 (b)에 FE-SEM

을 이용하여 측정한 PUA 스탬프의 표면 형태 사진을 나타내었다. 경화 조건

은 325 nm의 파장대에서 12시간 동안 진행 하였으며, 경화 완료 후, 템플레

이트의 제거 방법은 물리적 demolding 방법인 peel off 방식으로 분리 하였다. 

그림에서 보듯이, 템플레이팅 과정이 완전한 형태로 이루어져, 마스터 패턴

의 역패턴 모양이 그대로 전사 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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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5. FE-SEM images of (a) concavely patterned aluminum master template 

and (b) convexly patterned 1st replicated PUA stamp. The inset shows high-magnified 

FE-SEM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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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2. 나노임프린트 리소그래피에 의한 PUA 스탬프 패턴의 전사 

Native oxide층이 제거 된 Si 기판 위에 4 wt%의 PMMA를 spin-coating 

(4,000 rpm/min)하여, 패턴 전사를 위한 resist thin film을 제조 하였고, 이 위에 

convexly patterned PUA 스탬프를 이용하여 나노임프린트 리소그래피 방법을 

통해 패턴을 전사를 진행 한 후, 패턴화 된 PMMA resist 박막의 표면을 AFM

으로 측정하여 그 형태를 확인 하였다.  

Figure 3. 6 (a)는 임프린트 직후 측정한 PMMA resist pattern의 AFM height 

mode image 이다. 사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3차원의 스탬프 패턴 형태

를 따라 충분한 패턴 전사가 이루어 졌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resist로 

쓰인 PMMA 박막이 스탬핑 과정에서 충분한 정도로 스탬프 겉 표면을 감싸 

안았다는 것을 의미 한다. 이를 통해, PMMA resist film의 두께가 패턴화 공정

을 감당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두께로 설정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ure 3.6 (b)는 RIE 공정 이 후 측정한 AFM height mode image 이다. 원활한 

실리콘 식각 공정을 진행 하기 위해, PMMA resist pattern 내에서 실리콘 기판

을 선택적으로 드러내야 하는데, 실리콘 기판을 덮고 있는 PMMA 잔존층의 

제거를 위해 RIE 공정을 이용 하였다.  

 

3.3.1.3. 실리콘 기판 위 Concavely dimpled nanopatterns의 제조 

RIE 공정 이후, 선택적으로 드러난 실리콘 기판의 식각을 위해 ICP 식각 

공정을 시행 하였다. Pore-depth와 직경 등 etched profile을 다양화 하여 표면 

반사도를 측정 하기 위해, 실리콘의 식각 시간을 1~3분으로 간격을 두고 진

행 하였다. 바로 뒤 이어서 microwave ashing 공정으로, 혹시 남아 있을 지 모

르는 PMMA resist film의 잔유물을 제거 하였다. Figure 3. 7은 각 단계별로 완

성된 concavely dimpled nanopatterns의 표면 FE-SEM 사진과 이에 대한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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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6. AFM height mode images of (a) imprinted PMMA resist pattern on thin 

film and (b) RIE processed PMMA thin 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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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7. FE-SEM images and cross-sectional analysis of (a) 1 min etched Si 

substrate (b) 2 min etched Si substrate and (c) 3 min etched Si subst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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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Figure 3.7 (a)는 1분간 실리콘 식각 공정을 거

친 패턴의 FE-SEM 사진과 단면 분석 내용이다. FE-SEM 사진에서도 알 수 

있듯이, PMMA resist pattern의 형태를 따라 대면적으로 패턴 전사가 잘 이루

어 진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Inset의 확대된 FE-SEM 사진에서는 기공 사

이의 거리는 대략 500 nm 정도에서 형성 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기공의 

직경(대략 300 nm 정도) 영향으로 인해 기공 사이의 실리콘 기판의 여백이 

어느 정도는 확보 된 것 또한 확인 할 수 있었다. 단면 분석에서는 기공의 

깊이가 평균적으로 50 nm 정도 인 것을 확인 하였다. Figure 3.7 (b)는 2분간 

실리콘 식각 공정을 거친 패턴의 FE-SEM 사진과 단면 분석 내용이다. 1분간 

진행된 식각 공정 보다 2배의 식각 시간으로 진행 된 여파가 FE-SEM 사진

을 통해 그대로 드러나 있다. 기공의 직경이 이전 샘플보다 훨씬 증가한 것

을 확인 할 수 있으며 평균적으로 대략 413 nm 정도로 측정 되었다. 이 영향

으로 기공 사이의 실리콘 기판의 여백이 위축되어 축소 되었으며, 기공간 거

리는 500 nm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3차원 형태의 

PMMA resist pattern이 지닌 형태학적 특성과 resist/silicon의 etching ratio와 연

관된 내용이다. 단면 분석을 통해 확인한 기공의 깊이는 평균적으로 약 70 

nm 정도였으며, 이전보다 20 nm 정도 깊어진 것을 확인 하였다. Figure 3.7 (c) 

3분간 실리콘 식각 공정을 거친 패턴의 FE-SEM 사진과 단면 분석 내용이다. 

실리콘 식각 시간이 길어 지면서 기공의 직경은 더욱 확대 된 것을 FE-SEM 

그림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었다. 기공의 직경은 472 nm 였으며, 이전 보다 

60 nm 정도 증가 하였다. 이 여파로 인해 기공간 존재했던 실리콘 여백은 이

전 샘플들 보다 상당히 위축 되었으며, 이제는 기공을 구성하는 2차원 벽

(wall)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식각 되어 기공들이 서로 밀집 되었다. 단면 분

석을 통해 확인한 기공의 깊이는 대략 100 nm 정도 수준이었다. 이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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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본 실리콘 식각과 관련된 패턴의 형태학적 특징은, 식각 시간이 지속 될

수록 기공의 직경과 pore-depth는 확대 되며, 기공간 거리(center-to-center 

distance)는 식각 시간에 관계 없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

었다.     

 

3.3.1.4. 표면 반사도(Reflectance) 측정 

ICP 식각 공정으로 완성된 1 min, 2 min 그리고 3 min etched Si substrate와 

reference로 쓰인 planar reference Si substrate의 총 4개 샘플들을 1 세트로 하여, 

각각의 샘플들에 대해 입사각을 달리 하면서 표면 반사도를 측정 하였다. 

Figure 3.8은 UV/Visible spectrophotometer를 이용하여 측정된 각 샘플들의 표면 

반사도를 파장대 별로 정리하여 나타낸 도표이다. 본 실험 중에는 장비 구성

의 특성 상 800 nm 파장대에서 측정 반사도의 불연속 점이 발생 하게 된다. 

이는 측정 파장대가 near IR에서 visible 영역으로 전환 될 때, 장비의 detector

가 IR 전용에서 visible 전용의 detector로 전환 되면서 서로 스위칭 되는 까닭

이다. 이로 인해 반사도 측정이 800 nm 파장에 근접 했을 때, 데이터가 갑자

기 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800 nm 이상의 

측정 파장대에서는 visible 영역에서 측정된 반사도 값을 기준으로 일정 값을 

더하거나 빼주는 방식으로 반사도 값을 파장대 별로 보정 하였다. Figure 3.8 

(a)는 각 샘플들에 대해 normal incidence로 입사하는 빛의 표면 반사도를 파

장대 별로 나타낸 것인데, 도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실리콘 식각 공

정이 진행된 모든 샘플들의 표면 반사도가 reference인 bare Si substrate보다 낮

은 수준의 표면 반사도를 보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식각 정도

에 따른 기판 표면의 패턴 형태에 따라서 표면 반사도 값이 영향을 받고 있

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는데, 식각 시간이 짧은 샘플에서부터 긴 샘플 쪽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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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8. Measured reflectance as a function of wavelength for the fabricated 1min, 

2 min, 3 min etched Si substrate, respectively. The reflectance of bulk planar Si 

substrate was shown as a reference. (a) Normal incidence mode (b) variable angles 

mode in 3 min etched Si subst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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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갈수록 표면 반사도 값이 점차 낮아 지는 경향성을 파악 할 수 있었다. 

특히, 입사각을 20~60도까지 다양하게 하여, 이에 대한 표면 반사도를 측정

한 실험에서는, 기존의 normal incidence에서 측정한 표면 반사도 보다 향상된 

반사 방지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Figure 3.8 (b)는 3 min 

etched Si substrate에 대해 입사각을 20, 30, 40, 50 그리고 60도로 달리 하여 반

사도를 측정하고 이를 파장대 별로 정리한 도표이다. Variable angles mode의 

표면 반사도 측정을 3 min etched Si substrate 샘플로 제한하여 진행한 이유는, 

이 샘플이 normal incidence mode의 표면 반사도 측정에서 가장 낮은 표면 반

사도를 보였던 까닭이다.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입사각이 감소 할수록, 

표면 반사도가 점차 감소 하면서 반사 방지 효과가 증대 되고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향성은 특히 가시광 영역(400~700 nm)의 중간 대역에서 

더욱 뚜렷하게 드러났으며, 기타 단파장이나 장파장 쪽의 영역은 표면 반사

도에 있어 입사각 요소의 영향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것으로 확인 되었다.  

 

3.3.1.5. Bare Si substrate 대비 샘플 별 reflectance ratio 

ICP 식각 공정으로 완성된 1 min, 2 min 그리고 3 min etched Si substrate의 

표면 반사도가 reference로 쓰인 bare Si substrate와 비교 했을 때, 얼만큼 변화 

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각 샘플 별로 reflectance ratio를 계산 하여 분석 하였

다. 즉, 

1

0

( )( )
( )ratio

RR
R

λλ
λ

=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는데, 여기서 0 ( )R λ 는 파장대 별 bare Si의 표면 반사도 

이고, 1( )R λ 는 각각 패턴화 된 Si 샘플들의 파장대 별 표면 반사도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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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3. 9는 concave nanopattern 형태로 식각 된 1 min, 2 min 그리고 3 

min etched Si 샘플들의 reflectance ratio를 각 파장대 별로 정리 하여 나타낸 

것이다. Figure 3. 9 (a)는 normal incidence에서 측정된 각 샘플들의 표면 반사도

에 대해 reflectance ratio를 파장대 별로 계산하여 구하고 이를 도표화 하여 

나타낸 것이다.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식각 시간이 증가한 순서의 샘플

들 순으로 reflectance ratio의 비율이 점차 감소 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특히, 600 nm 미만의 단파장 쪽 영역에서는 각 샘플 별 reflectance ratio

의 감소폭이 다른 영역의 파장대에 비해 훨씬 크게 나타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는데, 이를 통해 visible 중간 영역 이하의 파장대에서 식각 시간이 가장 

긴 샘플들 순으로 표면의 반사 방지 효과가 커진다라는 사실을 파악 할 수 

있었다. 또한, 입사각의 변화에 따른 reflectance ratio도 확인 하였는데, Figure 3. 

9 (b)에 나타낸 것과 같이 입사각이 줄어 들수록 reflectance ratio가 점차 감소 

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특히, 3 min etched Si 샘플의 20도 입사각

에서는 표면의 반사도 감소에 의한 반사 방지 효과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

나고 있는 것을 계산된 수치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었다. 정리해 보면, 식각 

시간이 증가한 순서의 샘플들 순으로 표면 반사도가 bare Si 샘플 대비 점차 

감소 하게 되면서 reflectance ratio의 동반 감소를 야기 한 것으로 파악 할 수 

있었다. 즉, normal incidence mode의 경우 3 min etched Si 샘플에서 반사 방지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계산된 수치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었다.  

 

3.3.1.6. 패턴 형태에 따른 반사 방지 효과의 영향 

앞선 장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샘플 내 etched profile의 pore-depth와 기

공의 직경이 증가 할수록 표면 반사도는 낮아지는 경향성을 띠고 있다는 것

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패턴 형태에 따른 반사 방지 효과의 광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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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9. Reflectance ratio as a function of wavelength for the fabricated 1min, 2 

min, 3 min etched Si substrate, respectively. Bare Si substrate was used as a reference 

sample. (a) Normal incidence mode, (b) variable angle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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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성에 대해 3가지로 구분하여 그 원인을 설명해 볼 수 있다. 

 

3.3.1.6.1. Etched profile에 의한 graded-refractive index 구조 

실리콘 기판의 식각 공정을 통해 구현된 3차원 형태의 etched profile이 

식각 된 패턴의 두께만큼 점진적인 분포의 유효 굴절률(effective-refractive 

index)을 형성 하면서 graded-refractive index 구조를 구현 했을 가능성이 가장 

유력하다. 이를 통해, 공기층과 실리콘의 두 매질 사이 계면에 존재했던 급

격한 굴절률 괴리를 완화 시켜서 실리콘 기판 표면의 반사를 줄여 나갔을 

것으로 사료 된다. 앞서 기술했던 것처럼, 본 연구에서 제안한 패턴들은 점

진적인 유효 굴절률의 분포를 지닐 수 있도록 3차원 형태로 패턴 디자인을 

고안 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 된 3차원의 concave nanopattern은 식각 된 패

턴의 두께만큼 점진적인 유효 굴절률 분포를 구현해 줄 수 있었고, 이것이 

매질 계면의 급격한 굴절률 변화를 상쇄 시켜 줌으로써, 상당량의 표면 반사

도를 줄여 나갔을 것으로 판단 되고 있다.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각 샘플 별 etched profile의 디자인에 대해, 

패턴 두께에 따른 실질 유효 굴절률 분포를 수학적으로 계산 하여 수치화 

하였다. 각 샘플의 etched profile에 대해, 특정 높이에 대한 유효 굴절률을 패

턴의 porosity에 기반하여 계산하고, 이를 도식화하여 비교 분석 하였다. 계산

을 위해 Bruggeman effective medium approximation 을 이용 하였는데, 수식은 

다음과 같다[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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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0은 각 샘플 별로 계산된 패턴의 각 높이에 따른 다공율

(porosity)과 이에 따른 유효 굴절률(effective-refractive index)을 관계 도표로 정

리하여 나타낸 것이다. 다공율이 높아질수록 매질의 유효 굴절률은 감소 하

며, 반대로 다공율이 낮을수록 유효 굴절률은 밀한 매질의 굴절률에 가까워 

진다. 본 연구에서는 패턴의 높이에 따른 pore의 직경이 다공율 부분과 관계

가 있으며, 직경이 커질수록 다공율은 높아진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다. 

Figure 3.10 (a)는 bare Si substrate의 굴절률을 관계식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패

턴이 전무한 형태의 평평한 planar type이므로, 높이에 따른 다공율은 없으며 

표면에서부터 밀한 매질의 굴절률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중간에 선형으로 

표시된 선은 graded-refractive index 구조의 정도를 가늠하기 위한 이상적인 단

계별 유효 굴절률의 감소 선이다. Figure 3.10 (b)는 1 min etched Si substrate의 

높이에 따른 다공율과 이에 따른 굴절률을 정리하여 나타낸 것이다. 총 60 

nm의 높이에서 50 nm까지는 점진적으로 유효 굴절률이 감소 하다가 마지막 

영역에서는 급격히 감소하는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이로 인해 마지막 구간

에서 빛의 반사 폭이 훨씬 증폭될 수 밖에 없었고, 상당량의 빛이 기판에서 

반사 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상적인 선형 감소 선에서도 훨씬 비켜져서 

분포 선이 형성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Figure 3.10 (c)는 2 min etched Si 

substrate의 높이에 따른 다공율과 이에 따른 굴절률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총 70 nm에 걸친 높이에 대해 유효 굴절률의 분포는 1 min etched Si substrate 

샘플 보단 훨씬 선형에 가깝게 형성 되어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표면 반사도의 수치가 전 영역에 걸쳐 1 min etched Si substrate 보다 우

세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 된다. 그러나 여전히 이상적인 graded-refractive 

index 분포도와는 차이가 있었다.  Figure 3.10 (d)는 3 min etched Si substrate의 

높이에 따른 다공율과 이에 따른 유효 굴절률을 계산하여 정리한 것이다. 



 
 
６７ 

 

 

 

 

 

 

Figure 3.10. Calculated effective-refractive index and porosity of the planar 

reference and fabricated Si substrates as a function of vertical height position. The 

Bruggemann effective medium approximation is used to calculate the porosity of the 

pattern. (a) Bulk planar Si substrate (b) 1 min etched Si substrate (c) 2 min etched Si 

substrate and (d) 3 min etched Si subst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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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를 보면, 3 min etched Si 샘플이 실험 대상 샘플들 중 가장 graded-refractive 

index 구조에 가깝게 유효 굴절률의 분포가 형성 되어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3 min etched Si substrate 샘플이 가장 낮은 표면 반사도를 구

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이렇듯, 각 샘플들의 etched 

profile이 형성하고 있는 유효 굴절률의 분포도 차이는 표면 반사도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유발 하고 있는 것으로 결론 지을 수 있었다. 특히, 3 min 

etched Si 샘플처럼, 3차원의 concave nanopattern 형태를 유지하면서 충분한 패

턴 두께를 확보 할 수 있었다면, 유효 굴절률 감소 선을 보다 선형에 가깝게 

조정해 줄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패턴의 etched profile 재조정 과정을 통

해, 패턴층의 유효 굴절률 분포도를 훨씬 더 graded-refractive index 구조에 가

깝게 구현해 줄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훨씬 향상된 반사 방지 효과를 획

득 할 수 있었을 것이란 판단이 가능 하다.  

 

3.3.1.6.2. 빛의 산란 효과(light-scattering effect)  

패턴화 된 Si 샘플들의 또 다른 반사도 감소 요인으로서 실리콘 기판 표

면의 나노구조에 의한 빛의 산란(light-scattering) 현상을 들 수 있다. 패턴으

로 입사된 빛이, 패턴의 영향으로 인해 표면에서 산란 현상이 발생 할 수 있

는데, 이때 산란되는 빛의 상당량이 외부로 반사 되지 않고 실리콘 기판의 

안쪽으로 진입했을 가능성이다. 이는 패턴의 깊이, 즉 높이가 증가할수록 그 

정량적인 부분에서 같이 비례하여 증가하게 된다.  

 

3.3.1.6.3. 입사된 빛의 흡수 효과(light absorption effect)  

빛이 패턴으로 입사 되면서, 패턴의 높이에 해당하는 길이만큼 빛이 흡

수(absorption) 되었을 가능성도 제기 되고 있다. 이 현상의 직접적인 원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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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인 패턴을 지닌 표면의 형태학적 특성 상, 패턴 내에서 계속적인 반사

(multiple reflection)를 거듭 하면서, 빛의 가둠 현상(light trapping effect)이 발생

하게 되는 연유인데, 이를 두고 일부 연구자들은 패턴의 높이에 해당하는 층

(layer)에 대해서 광의 흡수층(absorbing layer)이 반드시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33]. 이러한 광 흡수 층의 존재로 인해, 패턴 내 가둠 현상 속에 속박된 

빛들은 결국 실리콘 기판 안쪽으로 흡수 될 수 밖에 없으며, 패턴 높이가 높

을수록 흡수 되는 양도 비례하여 증가한다고 주장 하였다.  

 

3.3.1.7. 패턴의 강점 및 응용 

앞선 장의 표면 반사도 측정 결과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normal 

incidence mode의 측정 기준으로, bare Si substrate가 200~2000 nm의 파장 대에 

걸쳐 평균 36.14%가 넘는 표면 반사율을 보였던 반면, 식각 된 샘플들은 1 

min etched Si substrate에서 약 29.39%, 2 min etched Si substrate는 약 26.07%, 그

리고 3 min etched Si substrate는 약 17.37% 정도의 표면 반사율을 보이며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확인 하였다. 특히, 표면 패턴으로 인해 유도되고 있

는, 단파장 쪽의 감소된 표면 반사도 추세는, 향후 태양 전지와 같은 응용 

분야에 있어서 본 연구의 내용이 활용 될 수 도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Figure 3.11은 미국 항공 우주국(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NASA)에서 측정한, 지구로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의 스펙트럼 방사 에너지를 

파장대별로 정리한 도표이다. 도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200~500 nm 사

이의 파장대에서 가장 높은 에너지가 지구에 도달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순히 평균 반사도 수치로만 생각해 보면, bare Si substrate에서는 기판으로 

입사하는 에너지를 표면에서 35%나 반사 시켜 손실을 유발하는 반면, 본 연

구에서 고안한 표면 패턴의 샘플에서는 불과 17% 정도로만 반시 시킬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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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1. Solar spectral irradiation as a function of wavelength on Earth. (From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NASA web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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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예상 되므로, 실리콘 태양 전지와 같은 응용 분야에서 본 연구의 패턴 형

태를 반사 방지막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란 가능성을 반증 한다 하겠다. 

이러한 예측을 구체화 하여 검증 하기 위해, 각 샘플 패턴에 의한 표면 반사

도를 기반으로, 실리콘 기판의 패턴층에 한해 투과 될 수 있는 각각의 태양 

에너지량을 계산하여 비교 분석 하였다. 

 

3.3.1.7.1. 샘플 별 기판의 에너지 투과도  

이 계산을 위해 먼저 선행 되어야 할 가정으로서, 반사된 광량 이외의 

모든 빛은 기판 쪽으로 전량 흡수 된다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즉, 

  

1T R= −  

 

의 조건이 항상 성립 된다고 전제 한다. 여기서 T는 투과도(transmission)을  

나타내며, R은 반사도(reflectance)를 의미 한다. 이 가정에 따라, 샘플의 파장

대 별 표면 반사도를 투과도로 변환 시켜 줄 수 있는데, 이를 solar spectrum 

irradiance에 곱해주게 되면, 패턴층 내로 투과되는 기판의 상대적인 에너지 

투과도를 수치화 하여 예측해 볼 수 있다. 즉,  

 

( ) ( ) ( )transmitted solar Tε λ ε λ λ= ×  

 

여기서 ( )transmittedε λ 는 기판의 패턴층으로 투과되는 solar irradiance를 파장대 

별로 나타낸 함수이고, ( )solarε λ 는 파장대 별 solar spectrum irradiance, 그리고 

( )T λ 는 표면 반사도를 기반으로 도출해 낸 샘플 별 투과도 함수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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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2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계산된, 샘플 별 패턴층 내로 기판에 투과

되는 상대적인 solar irradiance spectrum의 irradiance를 특정 파장대에 걸쳐서 

나타낸 도표이다. Figure 3.12 (a)는 normal incidence에서 측정된 샘플들의 반사

도를 기반으로 투과도를 도출하고, 이를 solar spectrum irradiance 값에 곱해준 

것을 파장대 별로 나타낸 것이다. 투과도가 반사도의 역의 형태로 설계되어 

있는 까닭에, 반사도가 낮아질수록 투과도는 증가하게 된다. 이를 토대로 계

산된, 패턴에 의한 기판의 태양 에너지 투과도 역시 이 비율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된다. 도표에서 나타난 것처럼, 표면 반사도가 가장 낮았던 3 min etched 

Si 샘플이 가장 높은 비율의 에너지 투과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뒤이어서 2 min etched Si과 1 min etched Si, 그리고 bare Si 

substrate 순으로, 반사도가 높아지는 샘플 순서에 따라 에너지 투과도가 감소

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는 것을 수치화 하여 비교 할 수 있었다. 특히, 

variable angle mode에서 측정된 입사각의 영향에서도, 에너지 투과율 분포도가 

표면 반사도에 따라 상대적인 분포도를 달리 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

는데, Figure 3.12 (b)에 나타낸 바와 같이, 20도의 입사각에서 3 min etched Si 샘

플이 가장 낮은 반사도를 기록 하였던 까닭에, 위의 계산에 따라 도출된 상

대적인 에너지 투과도는 가장 높게 구현 될 수 있을 것임을 수치화 하여 확

인 할 수 있었다.   

 

3.3.1.7.2. 샘플 별 에너지 투과도의 상대적인 비교  

앞선 장에서 기술된 샘플들의 태양 에너지 투과도를 보다 직접적으로 

비교 분석 하고자, 샘플들의 태양 에너지 투과도를 파장대에 대하여 적분하

고 이를 다시 수치화 하였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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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2. Transmitted solar spectrum irradiation as a function of wavelength. (a) 

Normal incidence mode (b) variable angles mode in 3 min etched Si subst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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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 ) ( )I T d
λ

λ
ε λ λ λ= ⋅∫  

 

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여기서 ( )ε λ 는 파장대에 대한 solar irradiance의 함수

이며, ( )T λ 는 역시 파장대에 대한 transmittance 함수를 나타낸다.   

Figure 3.13은 이러한 개념으로 도출한 샘플 별 태양 에너지 투과도를 파

장대에 대해 적분하여 분석한 것이다. Figure 3.13 (a)는 normal incidence에서 계

산된 샘플 별 태양 에너지의 투과도를 파장대에 대해 적분하고 도표화 하여 

나타낸 것이다.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식각 시간이 지속되어 tapered 

profile 형태의 패턴 깊이가 깊어질수록, 상대적인 태양 에너지 투과도가 점진

적으로 증가 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Figure 3.13 (b)에 나타난 

바와 같이, 3 min etched Si 샘플의 입사각에 의한 태양 에너지 투과도 역시 각 

각도 별로 수치화 하여 나타낼 수 있었는데, 20도에서 가장 높은 태양 에너

지 투과가 가능 할 것으로 예측 되었다.   

 

3.3.1.8. 실리콘 기판의 패턴화 효과 영향과 태양 전지 소자의 응용 

위와 같은 내용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3차원의 concave nanopattern 형태

로 pattern depth가 깊어 질수록, 유효 굴절률 분포도를 선형에 가깝게 유도해 

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graded-refractive index 구조를 구현 할 수 있게 되어 

낮은 수준의 표면 반사도를 구현해 줄 수 있음을 실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

었다. 특히, 이러한 특성을 지닌 패턴 디자인 및 패턴화 공정은 실리콘 태양 

전지와 같은 에너지 분야에서 유용하게 사용 될 수 있다. 실제 본 연구에서 

제안한 패턴 디자인 및 패턴화 공정을 통해, 3차원의 concave nanopattern 형태

로 Si 기판을 패턴화 했을 경우, bare Si 샘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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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3. Integration of transmitted solar spectral irradiance as a function of 

wavelength. (a) Normal incidence mode (b) variable angles mode in 3 min etched Si 

subst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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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 에너지 투과도를 기록할 수 있을 것임을 수치화 하여 예측 할 수 있었

다. 이는 기존의 태양전지에서 사용되고 있는 반사 방지 나노구조의 새로운 

대체 방법으로서 그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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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Convexly nanopatterned gratings의 제조 및 광학적 특성 평

가  

3.3.2.1. 2-step replication 방법을 이용한 concavely patterned PUA 

stamp의 제조 

Convexly nanopatterned gratings를 실리콘 기판 위에 제조하기 위해서는, 

선택적인 식각을 위한 resist film의 패턴 형태가 나노스케일로 볼록해야 한다. 

이러한 resist 패턴을 임프린트 리소그래피 공정을 통해 구현 하기 위해서는, 

패턴 스탬프의 형태가 master template와 같은 concave pattern이어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concavely patterned stamp를 제조하기 위해, 알루미늄 

master template를 매개로 한 2-step replication 방법을 이용 하였다. 앞선 장에

서 기술된 바 대로, concave nanopattern의 알루미늄 master template를 이용하여 

1st replicated PUA stamp를 완성 하였고, 이를 매개로 하여 다시 PUA를 이용, 

replica-molding 방법을 통해 2nd replicated PUA pattern을 복제 하였다. 이러한 

공정의 방법은, 완전 UV 경화된 PUA 패턴의 표면이 액상의 PUA보다 표면 

에너지가 충분히 낮기 때문에 가능하며, UV 경화 직후 패턴의 물리적인 

demolding 과정에서도 어떠한 손상 없이 깨끗하게 패턴 구현이 가능해 진다. 

이렇게 제조된 2nd replicated PUA stamp를 FE-SEM을 통해 표면 형태를 확인 

하였다. Figure 3.14 (a)는 고배율의 FE-SEM 사진으로서, 2nd replicated PUA stamp

의 기본 형태를 잘 보여주고 있다.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2nd replicated 

PUA stamp는 알루미늄 master template의 형태와 같은 concave pattern이며, 패

턴의 크기나 형태로 보아 molding material에 의한 패턴 전사가 2-step 공정에 

의해 원만하게 이루어 졌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Figure 3.14 (b)는 저배율의 

FE-SEM 사진으로서, 대면적의 패턴 전사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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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4. FE-SEM images of 2-step replicated PUA stamp. (a) High-magnified 

FE-SEM image and (b) low-magnified FE-SEM image of concavely patterned PUA 

st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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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처럼, 육방 밀집의 형태가 대면적에 걸쳐 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을 관찰 

할 수 있다.  

 

3.3.2.2. 나노임프린트 리소그래피 공정에 의한 PUA stamp 패턴의 

전사 

Bare Si 기판 위에 패턴 전사를 위한 resist 박막을 코팅하기 위해, 4 wt%

의 PMMA 용액을 spin-coating(4,000 rpm/min)하여 박막을 제조 하였다. 이 박

막 위에 2-step으로 완성된 concavely patterned PUA 스탬프를 이용하여 패턴 

전사를 완료 하였고, 이 후 패턴화 된 PMMA resist 박막의 표면을 FE-SEM과 

AFM으로 측정하여 그 형태를 확인 하였다. Figure 3.15 (a)는 임프린트 공정 

직후 측정한 PMMA resist pattern의 저배율 FE-SEM image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대면적에 걸쳐 스탬프의 형태를 따라 역패턴 모양으로 

충분한 패턴 전사가 이루어 졌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Inset의 그림은 고배

율로 측정된 PMMA resist pattern의 FE-SEM image이다. 볼록한 패턴의 중앙이 

납작하게 형성된 것으로 보아, resist로 쓰인 PMMA film의 두께가 임프린팅 

패턴의 전체를 커버하진 못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패턴 내 잔존

층의 두께도 비례하여 얇아지는 결과를 초래 하였던 것으로 사료 된다. 

Figure 3.15 (b)는 PMMA resist pattern의 AFM height mode image인데, FE-SEM 사

진 보다 pattern 내 형태의 모습을 정교하게 나타내주고 있다. Inset의 하얀색 

indicator로 표시된 부분은 임프린트 된 패턴 내 존재하는 concave pattern 주변

의 spot 부분으로서, 패턴 전사 과정에서 pore의 형태로 구현되어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 영역의 형태학적 특징으로 인해 PMMA resist pattern 

내 잔존층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었으며, 향후 실리콘 식각 과

정에서 pore-initiation site로 작용하게 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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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5. Imprinted PMMA resist pattern was monitored with FE-SEM and 

AFM. (a) FE-SEM images of Imprinted PMMA resist pattern with 2-step replicated 

PUA stamp. The inset shows high-magnified FE-SEM image of top viewed PMMA 

resist pattern. (b) AFM height mode image of imprinted PMMA resist pattern. The 

white indication was shows pore initiation sites during the Si etch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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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3. 실리콘 기판 위 convexly nanopatterned gratings의 제조 

RIE 공정 이후, 선택적으로 드러난 실리콘 기판의 식각을 위해 ICP 식각 

공정을 시행 하였다. 앞선 장의 1-step replicated pattern에 의한 샘플 제조에서

처럼, 실리콘 식각의 시간을 1~3분으로 간격을 두고 동일한 조건으로 진행 

하여 pore-depth와 직경 등을 세분화 하였고,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패턴의 

모양이 표면 반사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실험적으로 고찰 하

였다. 

Figure 3.16은 각 단계 별로 완성된 convexly nanopatterned gratings의 표면 

FE-SEM 사진과 이에 대한 단면 분석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Figure 3.16 

(a)는 1분간 실리콘 식각 공정을 거친 패턴의 FE-SEM 사진과 단면 분석 내

용이다. FE-SEM 사진에서도 알 수 있듯이, PMMA resist pattern의 형태를 따라 

대면적으로 패턴 전사가 잘 이루어 진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Inset의 확대

된 FE-SEM 사진에서는, Figure 3.15 (b)에서 확인 된 PMMA resist pattern 내 

pore-initiation site를 따라 실리콘 식각이 진행 되어, 약 100 nm의 직경으로 기

공이 형성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육방 밀집 형태로 구현된 기공들 

사이의 중앙에는, microwave ashing 과정에서 발생된 PMMA 잔유물들이 패턴 

형태를 따라 위치하여 존재 하는 것을 관찰 할 수 있었다. 단면 분석에서는 

기공의 깊이가 평균적으로 12 nm인 것을 확인 하였다. Figure 3.16 (b)는 2분간 

진행된 실리콘 식각 공정을 통해 완성된 패턴의 FE-SEM 사진과 단면 분석 

내용이다. 육방 밀집 형태로 배열된 기공들의 직경이 점차 확대 되면서 인접

한 기공끼리 서로 만나게 되었고, 기공 바닥의 돔(dome) 형태로 인해 최종적

인 식각의 결과가 삼각 모양으로 오목한 바닥의 패턴이 완성 되었다. 또한, 

돔 형태로 볼록한 PMMA resist pattern의 영역에서는 식각 과정에서 스크린 

되어 평평한 형태로 남았다. 전체적으로 실리콘 식각 과정을 통해, 중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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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6. FE-SEM images and cross-sectional analysis of (a) 1 min etched Si 

substrate (b) 2 min etched Si substrate (c) 3 min etched Si subst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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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 island를 기점으로 삼각 형태의 오목 패턴들이 육방 밀집 형태로 둘러싸

고 있는 패턴 모양을 띠게 되었다. 중앙의 평평한 영역인 island 직경은 약 

194 nm 정도 였으며, 주변의 삼각 오목패턴의 깊이는 평균적으로 50 nm 였다. 

Figure 3.16 (c)는 3분간 실리콘 식각 공정을 거친 패턴의 FE-SEM 사진과 단

면 분석 내용이다. 실리콘 식각의 정도가 더해 지면서 기공의 직경은 더욱 

확대 된 것을 FE-SEM 그림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삼각 오

목패턴의 크기는 2분간 식각 된 샘플의 크기보다 더욱 커지게 되었고, 이에 

대한 영향으로 기공들 중앙의 island 크기는 한층 위축 될 수 밖에 없었다. 

또한 island의 표면 형태는 원뿔 형으로 식각 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

는 PMMA resist pattern이 3차원 형태로 존재했던 영향으로 판단된다. 단면 분

석을 통해 알아본 삼각 오목패턴의 깊이는 대략 65 nm 정도 였으며, 원뿔 형

태의 island는 직경 100 nm에 높이가 21 nm 정도로 측정 되었다. 이를 통해 

알아본 실리콘 식각과 관련된 패턴의 형태학적 특징은, 식각 시간이 지속 될

수록 기공의 직경과 pore-depth는 확대 되며, 이렇게 확대된 기공의 직경 영

향으로 인해 삼각 오목패턴이 유발된다. 이 패턴의 크기는 식각 시간에 따라 

비례하여 커지며, 삼각 오목패턴들 사이 중앙에 위치한 평평한 모양의 원형 

island 크기는 식각 시간에 따라 점차 위축되는 것으로 정리 할 수 있었다. 

 

3.3.2.4. 표면 반사도 측정 

앞선 장의 concave nanopattern의 사례에서와 마찬가지로, ICP 식각 공정으

로 완성된 1 min, 2 min 그리고 3 min etched Si substrate와 reference로 쓰일 bare 

Si substrate의 총 4개 샘플들을 1 세트로, 각각의 샘플들에 대해 입사각을 달

리하여 표면 반사도를 측정 하였다. Figure 3.17은 UV/Visible spectrophotometer

를 이용하여 측정된 각 샘플들의 표면 반사도를 정리한 도표이다. 앞선 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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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7. Measured reflectance as a function of wavelength for the fabricated 

1min, 2 min, 3 min etched Si substrate, respectively. The reflectance of bare planar Si 

substrate was shown as a reference. (a) Normal incidence mode (b) variable angles 

mode in 3 min etched Si subst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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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급했던 바, 800 nm 파장대에서 반사도 측정값의 불연속 점이 발생 했는

데, 같은 방법으로 데이터 보정을 진행 하여 수정한 후 파장대 별로 재배열 

하여 다시 나타내었다. Figure 3.17 (a)는 각 샘플들에 대해 normal incidence로 

입사하는 빛의 표면 반사도를 파장대 별로 정리하여 나타낸 것인데, 도표에

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실리콘 식각 공정이 진행된 모든 샘플들의 표면 

반사도가 대조군 샘플인 bare Si substrate 보다 낮은 표면 반사도의 경향성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특히, 식각 정도에 따른 기판 표면의 패턴 형태

에 대해서도 표면 반사도 값이 서로 달랐는데, 식각 시간이 짧은 샘플에서 

긴 샘플 쪽으로 갈수록 표면 반사도 값이 점차 낮아 지는 경향성도 함께 확

인 하였다. 또한, 단파장 쪽에서 bare Si substrate가 최고 65%가 넘는 표면 반

사율을 보였던 반면, 2 min etched Si substrate는 약 40% 그리고 3 min etched Si 

substrate는 약 22% 정도의 표면 반사율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

다. 반면 1 min etched Si substrate은 bare reference Si substrate와 비슷한 정도의 

표면 반사율을 보였는데, 이는 실리콘 표면의 기공 깊이가 평균 10 nm 안팍

으로서 매우 낮은 수준의 공극률을 보였다는 사실에 기반하는 현상인 것으

로 판단 된다. 즉, 기판 내 표면 반사의 완충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나노구조

층의 두께가 현저히 얇아서 그 기능이 미약했기 때문에 reference와 별 차이 

없는 표면 반사율을 보인 것이라 결론 지을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normal 

incidence에 의한 샘플 별 표면 반사율을 정리해 보면 최소 20%에서 최고 

60% 가까운 표면 반사도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표면 

패턴으로 인한, 단파장 쪽의 낮은 표면 반사도 추세는 앞선 장의 경향성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입사각을 20~60도까지 다양하게 하여 이에 대한 표면 반사도를 측

정 하였다. Figure 3.17 (b)는 normal incidence의 표면 반사도 측정에서 가장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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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반사율을 보인 3 min etched Si substrate에 대해 입사각을 20, 30, 40, 50 그리

고 60도로 달리 하여 측정한 표면 반사도를 파장대 별로 정리한 도표이다.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입사각이 증가 할수록 표면 반사도가 점차 증가하

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특히, 20도의 입사각에서는 가장 낮은 표면 반사

도를 기록 하였고, 20도 이상의 입사각에서는 작은 차이이긴 하나 입사각 상

승에 따라 단계적인 표면 반사율의 상승을 관찰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향

성은 특히 가시광 영역(400~700 nm)의 중간 대역에서 더욱 뚜렷하게 드러났

으며, 기타 단파장이나 장파장 쪽의 영역은 입사각 요소의 표면 반사도 영향

에서 무질서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3.3.2.5. Bare Si substrate 대비 샘플 별 reflectance ratio 

ICP 식각 공정으로 완성된 1 min, 2 min 그리고 3 min etched Si substrate의 

표면 반사도가 reference로 쓰인 bare Si substrate와 비교 했을 때, 얼만큼 변화 

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각 샘플 별로 reflectance ratio를 계산 하여 분석 하였

다. 계산을 위한 관계식은 concave nanopattern 때와 같은 식을 이용 하였다. 

Figure 3. 18은 3차원 convex nanopattern 형태로 식각 된 1 min, 2 min 그리

고 3 min etched Si 샘플들의 reflectance ratio를 각 파장대 별로 정리 하여 나타

낸 것이다. Figure 3. 18 (a)는 normal incidence에서 측정된 각 샘플들의 표면 반

사도에 대해 reflectance ratio를 파장대 별로 계산하여 구하고 이를 도표화 하

여 나타낸 것이다. 전체적인 데이터의 경향성은 앞선 장의 concave 

nanopattern 때와 같은 것으로 파악 되고 있는데, 역시 식각 시간이 증가한 

순서의 샘플들 순으로 reflectance ratio의 비율이 점차 감소 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1 min etched Si 샘플의 경우는, 반사도에서 bare Si 대비 별반 

차이 없는 수치를 기록한 까닭에 전 영역에 걸쳐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８７ 

 

 

 

 

 

 

 

 

Figure 3. 18. Reflectance ratio as a function of wavelength for the fabricated 1min, 2 

min, 3 min etched Si substrate, respectively. Bare Si substrate was used as a reference 

sample. (a) Normal incidence mode, (b) variable angle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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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 min 및 3 min etched Si 샘플의 경우는, 600 nm 미만의 단파장 쪽 영

역에서 reflectance ratio 감소폭이 다른 영역의 파장대에 비해 훨씬 크게 나타

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는데, 이를 통해 visible 중간 영역 이하의 파장대에

서 식각 시간이 가장 긴 샘플들 순으로 표 면의 반사 방지 효과가 커진다라

는 사실을 파악 할 수 있었다. 이는 concave nanopattern에서도 마찬가지의 경

향성을 보인 바 있다. 또한, 입사각의 변화에 따른 reflectance ratio도 확인 하

였는데, Figure 3. 18 (b)에 나타낸 것과 같이 입사각이 감소 할수록 reflectance 

ratio 역시 점차 감소 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특히, 3 min etched Si 

샘플의 20도 입사각에서는 표면의 반사도 감소에 의한 반사 방지 효과가 가

장 우세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3.3.2.6. 패턴 형태에 따른 반사 방지 효과의 영향 

앞선 장의 concave nanopatterns에 의한 표면 반사도 경향성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파트에서의 표면 반사도 역시 샘플 내 패턴의 pore-depth와 기

공의 직경이 증가 할수록 표면 반사도가 낮아지는 경향성을 띠고 있다는 것

을 동일하게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향성의 원인은 앞선 장의 표면 반

사도 변화에 대한 경향성의 원인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즉, 실리콘 기

판 표면의 나노구조에 의한 패턴 내 유효 굴절률(effective-refractive index)이 

실리콘 기판 쪽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이른 바 graded-refractive index 구

조를 형성 하였고, 이를 통해 패턴에 의한 기판의 표면 반사도를 점차 줄여 

나갔을 가능성이 가장 주된 요인으로 사료되고 있다. 또한, 부가적으로 패턴

에 의한 빛의 산란 현상 및 패턴의 높이에 해당하는 영역만큼 빛이 흡수

(absorption)되어 가둠 현상(light-trapping effect)이 진행 되었을 경우 등이 그 

외 원인으로 지목 되고 있다. 이 세 가지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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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 샘플 별 표면 반사도의 감소 경향성이 발생 했을 것으로 정리 할 수 

있는데, 패턴 형태에 따라 이 세 가지 가능성의 정도가 서로 각각 달랐을 공

산이 클 것으로 판단 되고 있다.  

 

3.3.2.7. 패턴의 강점 및 응용 

Normal incidence mode의 측정 기준으로, bare Si substrate가 200~2000 nm의 

파장 대에 걸쳐 평균 36.14%가 넘는 표면 반사율을 보였던 반면, 식각 된 샘

플들은 1 min etched Si substrate에서 약 35.26%, 2 min etched Si substrate는 약 

30.73% 그리고 3 min etched Si substrate는 약 18.99% 정도의 표면 반사율을 보

이며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특히, 표면 패

턴으로 인해 유도되고 있는, 단파장 쪽의 감소된 표면 반사도 추세는, 이전 

장에서와 마찬가지로, 향후 태양 전지와 같은 응용 분야에 있어서 본 연구의 

내용이 활용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화 과정을 통해 검증을 진행 하기로 하여, 각 샘플의 패턴에 

의한 표면 반사도를 기반으로, 실리콘 기판에 투과 될 수 있는 각각의 상대

적인 태양 에너지 투과도를 계산하여 이를 서로 비교 분석 하였다. 

 

3.3.2.7.1. 샘플 별 기판의 에너지 투과도  

서로 다른 etched profile을 통해 얻게 된 샘플들의 표면 반사도를 기반으

로, 샘플 별 상대적인 태양 에너지 투과도를 각각 계산 하기로 하였다. 먼저 

선행 되어야 할 가정은 앞장에서와 동일한 조건을 지닌다. 즉, 반사된 광량 

이외의 모든 빛은 기판 쪽으로 전량 흡수 된다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며, 이 

조건은 샘플 전체에 대해 항상 성립 된다고 가정 한다. 이 가정에 따라, 기

판의 파장대 별 표면 반사도를 투과도로 변환 시켜 줄 수 있는데, 이를 so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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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radiance 값에 곱해주게 되면, 기판의 상대적인 에너지 투과도를 수치화 하

여 예측해 볼 수 있다. 계산에 이용된 각 항목별 관계식은 concave 

nanopattern 때와 같다. 

Figure 3.19는 샘플 별로 기판에 투과되는 상대적인 solar spectrum 

irradiance를 측정 파장대에 걸쳐서 나타낸 도표이다. Figure 3.19 (a)는 normal 

incidence에서 측정된 샘플들의 반사도를 기반으로 투과도를 도출하고, 이를 

solar spectrum irradiance 값에 곱해준 것을 파장대 별로 나타낸 것이다. 도표에

서 나타난 것처럼, 표면 반사도가 가장 낮았던 3 min etched Si 샘플이 비교 

대상 샘플들 중 가장 높은 비율의 에너지 투과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확

인 할 수 있었다. 또한, 뒤이어서 2 min etched Si과 1 min etched Si, 그리고 

bare Si 순으로, 표면 반사도가 높아지는 샘플 순서에 따라 에너지 투과도가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는 것을 수치화 하여 비교 할 수 있었다. 이는 

3차원 convex nanopattern에 의한 샘플 별 반사 방지 효과에 의한 것으로, 표

면 반사도가 가장 낮은 샘플이 가장 높은 에너지 투과도를 기록 할 수 있음

을 뜻하는 것이다. 또한, variable angle mode에서 측정된 입사각의 영향에서도, 

에너지 투과도 분포가 표면 반사도에 따라 그 경향성을 함께 하고 있는 것

을 확인 할 수 있었는데, Figure 3.19 (b)에 나타낸 바와 같이, 20도의 입사각에

서 3 min etched Si 샘플이 가장 높은 에너지 투과도를 기록 하고 있었다. 이 

역시, 패턴에 의한 샘플 기판의 표면 반사도 영향에 따른 것이다.    

 

3.3.2.7.2. 샘플 별 에너지 투과도의 상대적인 비교  

패턴화 된 샘플들의 태양 에너지 투과도를 보다 직접적으로 비교 분

석해 보고자, 앞선 장에서 기술된 바 대로, 샘플들의 태양 에너지 투과도를 

파장대에 대하여 적분하고 이를 다시 수치화 하여 도표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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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9. Transmitted solar spectrum irradiation as a function of wavelength. (a) 

Normal incidence mode (b) variable angles mode in 3 min etched Si subst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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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0은 샘플 별 태양 에너지 투과도를 파장대에 대해 적분하여 수치화 

하고 이를 비교하여 분석한 것이다. Figure 3.20 (a)는 normal incidence에서 계산

된 샘플 별 태양 에너지의 투과도를 파장대에 대해 적분하고 도표화 하여 

나타낸 것이다.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식각 시간이 지속 될수록, 이에 따

른 기판의 태양 에너지 투과도가 점진적으로 증가 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Figure 3.20 (b)에 나타난 바와 같이, 3 min etched Si 샘플의 입사

각에 의한 태양 에너지 투과도는, 이전 concave pattern 때와 마찬가지로 20도

에서 가장 높은 에너지 투과가 가능 할 것으로 예측 되었다. 이 역시, 앞선 

concave nanopattern의 경우와 같은 논리의 해석이 가능한데, 표면 반사도가 

낮은 샘플, 즉, 반사 방지 효과가 우세한 샘플은 패턴에 의한 태양 에너지 

투과 역시 같은 양상의 우세를 보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3.3.3. Concave pattern과 convex pattern의 비교  

샘플 별로 상대적인 표면 반사도 및 태양 에너지 투과도를 패턴의 형태 

별로 비교 하여, 어떤 형태의 etched profile이 태양 전지에서의 활용이란 측면

에서 가장 우세할 것인지에 대해 비교, 분석해 보았다. Figure 3.21은 실리콘 

표면에서 concave pattern type과 convex pattern type으로 패턴화 했을 때, 패턴에 

의한 기판의 상대적인 태양 에너지 투과도를 서로 비교 분석한 것이다. 

Figure 3.21 (a)는 normal incidence mode에서의 패턴 별 태양 에너지 투과도를 

파장대 별로 적분한 값을 비교한 것인데,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concave 

pattern들의 에너지 투과도가 convex pattern들의 에너지 투과도 보다 전체적으

로 우세한 가운데, 높은 에너지 투과도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

다. 그러나, 입사각을 달리하여 측정한 variable angles mode에서는 그 양상이 

달랐다. Figure 3.21 (b)는 concave pattern들과 convex pattern들의 에너지 투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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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0. Integration of transmitted solar spectral irradiation as a function of 

wavelength. (a) Normal incidence mode (b) variable angles mode in 3 min etched Si 

subst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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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1. The comparison between concave patterns and convex patterns. 

Integration of transmitted solar spectral irradiation as a function of wavelength. (a) 

Normal incidence mode (b) variable angles mode in 3 min etched Si subst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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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입사각에 따라 각각 나눠서 서로 비교한 것인데, normal incidence mode에서

와는 반대로 convex pattern의 에너지 투과도가 concave pattern들의 에너지 투

과도 보다 우세하게 나타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에 따라,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반사 방지 패턴을 태양 전

지에 활용 할 경우, convex pattern 형태로 3분간 식각 공정을 통해 얻은 

etched profile의 구조가 20도의 입사각으로 태양 에너지를 포집 할 때, 가장 

높은 에너지 투과도를 기록 할 수 있을 것으로 결론 지을 수 있다. 따라서, 

소자 성능 향상 측면에서 봤을 때 본 연구 내용의 결과가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임을 예측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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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요약 

물질의 고유값인 기본 굴절률이 큰 실리콘 기판의 경우에는, 공기층과 

기판 사이의 굴절률 차이에 의해 표면 반사도가 클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 

기판 표면에 반사의 완충 역할을 수행해 줄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나노구

조를 도입하면, 상당 부분 표면 반사를 억제하여 기판을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AAO template를 제조하여 이를 패턴 전사를 위한 모(母) pattern으

로 이용 하였고, master template인 모패턴을 replica-molding 방법으로 다양하게 

활용하여, 나노임프린트 리소그래피를 위한 패턴 전사의 도구로 이용 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선택적인 ICP 식각 공정으로 완성된 각각의 패턴

화 된 Si 기판들을 이용하여 표면 반사도를 측정 하였고, 각 기판 내 패턴에 

대한 형태학적 특징이 반사 방지 효과에 대해 어떠한 특성을 부여하는지를 

심도 있게 고찰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3차원 형태의 concave 및 convex nanopattern, 두 가지 

형태의 반사 방지 나노구조가 표면 반사도에 미친 영향과 그 원인을 파악해 

본 결과, 크게 3가지로 요약하여 설명 할 수 있었다. 첫 번째 원인은 실리콘 

기판 표면의 3차원의 나노패턴 형태로 인해, 패턴 내 유효 굴절률(effective-

refractive index) 분포가 실리콘 기판 쪽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이른 바 

graded-refractive index 구조를 형성하게 되어, 기판의 표면 반사를 줄여 나갔

을 가능성이다. 또한 기판 표면의 3차원 나노패턴에 의한 빛의 산란 현상과 

패턴의 높이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빛이 흡수(absorption)되어 패턴 내 빛 가둠 

현상(light-trapping effect)이 발생 하였을 경우 등이 그 외 유력한 원인들로 사

료 되고 있다. 이 세 가지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표면 반사

도의 패턴 별 반사 방지 효과에 대한 경향성이 발생 하였으며, 각 샘플 별로

는 원인 별 영향의 정도가 각각 다르게 작용 하면서 표면 반사도에 차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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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었을 것으로 결론 지어 정리 할 수 있었다. 이러한 패턴들의 광학적인 특

징은, 실리콘과 같이 높은 굴절률을 지닌 물질을 주재료로 이용하는, 광전자 

소자 내 반도체 기판 등에서 폭넓게 사용 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또한 

본 연구에서 활용된 표면 나노구조화 방법은 적은 비용으로 짧은 시간 안에 

넓은 면적에 대해서 정렬도 높은 패턴을 구사 할 수 있다는 면에서 그 활용 

가치가 높다고 하겠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의 내용은 표면 반사를 억제하기 

위한 기판의 나노구조화 과정의 새로운 기준점을 제시하는 중요한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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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소프트 리소그래피(Soft lithography) 방법에 의한 3차원 구

조의 플랫폼(Platform) 구현과 이를 활용한 질화갈륨 기반

의 발광 다이오드(Light-emitting Diodes, LEDs) 제조 및 광

학적 특성 평가 

4.1. 서론 

     LEDs(Light-emitting diodes)는 p형과 n형 반도체의 접합으로 이루어진 

다이오드 계열의 한 종류이다. 양극(anode)과 음극(cathode)의 구성 단자에 

순방향으로 전압이 걸리게 되면, p형 반도체에서는 정공(hole)이, n형 반도

체에서는 전자(electron)가 생성 된다. 이러한 정공과 전자가 서로 결합 하

게 되면 전도대(conduction band)와 가전대(valence band)의 높이 차이, 즉 에

너지 차이 만큼을 빛이나 열 에너지 형태로 발산하게 되는데, 이 때 에너

지 발산의 형태가 주로 빛이 되면 이러한 소자(device)를 LEDs로 분류하여 

통칭 하게 된다[34].  

광전자소자(optoelectronic device)의 일종인 LEDs는 기존 광원에 비해 

여러 가지 장점을 지니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특징으로는 적은 광 소비 

전력과 반영구적인 수명, 그리고 반도체 기반의 빠른 반응 속도 등을 들 

수 있겠다. 이와 더불어, 소자 크기 면에 있어서도 대단히 극소형을 띠고 

있어서 다양한 구성의 활용이 가능하며, 수은이나 기타 방전에 요구되는 

유해 가스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환경 보존 측면에서도 매우 유용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장점들로 인해 여러 분야에 걸쳐 LEDs가 주요 광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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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용되고 있는데, 일반 도로를 비롯한 공항 및 항만 등의 기간 시설에 

이용되는 신호등과 유도등, 그리고 자동차 계기판이나 생활 가전에서 필

요한 backlight unit 등의 분야에서 LEDs 광원의 이용이 처음 촉발 되었다. 

최근에는 GaN 계열의 청색 LEDs가 상용화 되기 시작 하면서, 1962년에 

처음으로 GaAsP 계열의 적색 LEDs가 처음 상품화 된 이래, GaP:N 계열의 

녹색 LEDs 개발과 함께 주요 삼원색(三原色)을 완벽하게 구현해 낼 수 있

게 되었다. 이로써, 이들의 조합으로 인해 Full color display가 가능해 지게 

되었고, TV나 모니터, 대형 전광판과 같은 display 분야에서도 LEDs를 주

요 광원으로 이용 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는 일반 생활 조명으로서 

LEDs의 적용 가능성이 크게 부각 되고 있는 실정인데, 향후 더욱 진전된 

형태의 LEDs 소자 개발을 위해서, 지금도 많은 투자와 연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기존의 광원 개념이 모두 LEDs 체제로 재편 될 수 

있을 것임을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 하고 있다[34-38]. 

   현재 LEDs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낮은 광 효율이다. LEDs

의 외부 양자 효율로 대변되는 소자의 광 효율은, 전류 주입에 대한 효율

로 결정되는 내부 양자 효율(internal quantum efficiency)과 발광 소자 내의 

다중 양자 우물(multiquantum wells, MQWs)에서 발생하는 광에 대한 외부 

추출 효율의 곱으로 정의된다. 최근에는 내부 양자 효율의 문제가 많은 

연구 진척 등을 통해 99% 이상의 수치까지 개선 되었으나, 외부 광 추출 

효율의 지표는 지지부진한 가운데, 내부 양자 효율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어, 궁극적인 외부 양자 효율 개선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39-42].  

이러한 낮은 효율의 광 추출은 LEDs 소자의 표면 층을 구성하고 있

는 p형 질화갈륨 층(nGaN=2.4)과 공기 층(nAir=1.0) 사이의 높은 굴절률 차

이에 기인한다. 급격한 굴절률의 차이는, LEDs 소자 내부에서 빛이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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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방출 될 수 있는 탈출 임계각(critical angle)의 범위를 감소 시키게 된다. 

이를 Figure 4.1에 도식화 하여 나타내었다. 그리하여, 광 방출 가능 임계

각보다 큰 각도로 계면에 접근하게 되는 대부분의 광들은, 내부 전반사

(total internal reflection, TIR) 효과로 인해, 계면에서 굴절률이 높은 질화갈

륨 층의 내부 쪽으로 반사되어 재유입 하게 된다. 이를 Figure 4.2에 나타

내었다. 이러한 형태로 소자 외부로 추출되지 못한 재유입 된 광들은, 질

화갈륨 내부에 갇혀서 반복적인 전반사를 계속하게 되고, 종국에는 광이 

질화갈륨 층에 흡수 되어 버리거나, 열 에너지의 형태로 변환되어 외부로 

방출 되는 등, 발광 소자의 광 효율에 있어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최근의 광 효율 개선을 위한 주요 연구 방향의 추세는 이러한 내부 전반

사를 회피 할 수 있는 방법들에 초점이 맞춰 지게 되었다. LEDs의 표면 

층인 p형 질화갈륨 층과 공기 층의 계면 사이에 나노스케일(nano-scale)의 

요철을 적절히 삽입 하고, 이를 통해 요철과 공기 층의 계면에서 난반사

를 일으키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형태로 제안 된 것이다[35]. 이렇게 

되면, 발광 다이오드 내부에서 발생한 광의 진행 경로를 계면에서 적절히 

변화 시켜 줄 수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 내부 전반사의 원인이 되는 임계

각의 범위를 넓히는데 일조 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광의 외부 탈출 

확률이 증가 할 수 있게 되고, 마침내는 LEDs의 광 추출 효율을 개선시

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45-50]. 

이러한 이론적 토대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외부 광 추출 효율을 

개선 하기 위한 새로운 광 추출 모델을 제시 하였고, 이를 구현 하기 위

한 최적의 LEDs 소자 제조 방법을 찾고자 하였다. 크게, 소자 제작 방법

에 대한 구분으로서, 선택적 식각을 위한 나노임프린트 리소그래피 방식

의 top-down 방법을 기본 접근 방식으로 채택하여 소자를 제작 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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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luminescence(PL) 측정을 통한 광학적 특성 비교를 통해, 제시된 

LEDs 구조의 플랫폼 디자인(platform design)이 소자로서 어느 정도의 응용 

가능성을 지니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 체계적으로 접근 하여 규명코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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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 Schematic illustrations for the occurrence of trapped light within a high-

index semiconductor. “Trapped light” in a rectangular-parallelepiped-shaped 

semiconductor unable to escape for emission angles greater than critical angle due to 

total internal reflection [Schubert, Light-emitting di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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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2. Schematic illustrations of the total internal reflection (TIR) phenome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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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Top-down 접근 방법에 의한 LEDs의 제조 

기판 표면에 나노스케일의 패턴을 구현 하기 위한 기술들은, 포토 리소

그래피(photolithography) 방법을 위시한 건식 식각 방법(dry etching methods)의 

등장으로 더욱 구체화 되었다. 이 후, 전자선 리소그래피(E-beam lithography, 

EBL), 레이저 간섭 리소그래피(laser interference lithography, LIL) 그리고 초점

화 된 이온빔 리소그래피(focused ion beam lithography, FIB) 등의 방법들이 속

속 등장하기 시작 하면서, 정교한 나노스케일의 패턴들을 대면적으로 재연성 

있게 제조해 낼 수 있게 되었다. 나아가서, 이러한 방법들을 따라 미세 패턴

의 일종인 인위적인 광 결정(photonic crystal) 구조까지 무리 없이 제조해 낼 

수 있게 되었으며, 이것이 LEDs 소자 설계에 이용될 수 있게 되어, 높은 광 

추출 효율을 기록한 연구 결과들이 발표 되기에 이르렀다[43].  

앞서 언급된 건식각 방법들을 이용하면, 질화물 반도체 표면에도 나노스

케일의 정교한 미세 패턴을 대면적에 걸쳐 안정적으로 형성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제조 된 LEDs 소자 내 표면 패턴은 광 추출 효율 향상을 위한 광자 

회절층으로 활용 될 수 있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soft lithography 방법을 이

용한 대면적의 패턴을 LEDs 소자 표면에 구현하여 이를 광자 회절층으로 이

용코자 하였다. Soft lithography 방법을 광 회절층의 구현 도구로 이용하게 된 

연유는 패턴화에 대한 효율성에 기인하고 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앞선 

EBL이나 LIL 그리고 FIB lithography와 같은 방법들은 고가의 패턴화 장비를 

필요로 하며, 대면적의 영역을 패턴화 하는데 있어 감당해야 할 시간적, 경

제적 비용이 상당한 수준으로 소모 된다. 반면 replica-molding 기술 및 나노

임프린트 리소그래피 방법의 soft lithography는 대면적에 걸친 저비용의 높은 

패턴화 처리량을 기대 할 수 있으므로, 제조 시간 및 단가 측면에서 여타의 

패턴화 방법 보다 우위의 경쟁력을 확보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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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점에 착안하여, 질화 갈륨 표면에 soft lithography 방법을 통해 패턴화 공정

을 진행 하였고, 이러한 직접 식각 효과가 발광 소자의 광학적 특성 향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체계적으로 규명 하고자 하였다. LEDs의 

p형 질화갈륨층에 새겨질 미세 패턴은, 양극 산화 알루미늄 내 alumina barrier 

layer 표면에 형성된 3차원 형태의 오목 패턴 타입으로 결정 하였다. 이를 위

해, 패턴화의 모태가 되는 master template는 양극 산화 방법으로 제조된 산화 

알루미나(anodic alumina)를 이용 하였다. 마스터 패턴으로 사용 될 barrier 

layer의 오목 패턴은, 나노스케일의 광 회절층으로서 손색이 없다. 우선, 패턴

의 크기(양극 산화 알루미나의 inter-pore distance)를 제한 된 범위 내에서 조

절 해 줄 수 있고, 패턴의 제조 방법 또한 전기화학적 양극 산화 기법에 의

하므로, 고단가의 전자선 리소그래피나 기타 다른 리소그래피 방법에 의한 

마스터 패턴의 제조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또한, 제조 단가 측면에서도 쉽

게 접근 할 수 있다. 

 

4.2. 실험 

4.2.1. 재료  

4.2.1.1. 질화물 반도체   

LEDs 제작에 쓰인 기판으로는 질화갈륨(GaN)을 기반으로 한 질화물 반

도체 기판을 이용 하였다. 질화물 반도체 기판은 광소자 제작에 있어서 범용

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질화알루미늄(AlN)이나 질화인듐(InN)

과 같은 서로 다른 질화물들을 연속적인 형태의 고용체(InGaN, InAlN, AlGaN)

로서 가공해 낼 수 있다는 이점 때문이다. 이와 같은 장점으로 인해, 고용체

의 조성을 소자의 목적에 따라 알맞게 조절해 줌으로써, 에너지 띠 간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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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V에서부터 6.2 eV에 이르는 범위까지 쉽게 조절 해 낼 수 있게 되고, 이

로 인해 다양한 파장대의 광 소자 제조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기존의 화합

물 반도체에 비하여, 고온에서 안정하고, 내방사성 및 내부식성 등의 우수한 

물리, 화학적 특성을 갖추고 있는 등,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그 응용 가능성

이 크게 부각 되고 있다. 

본 실험에서 사용한 질화갈륨 기반의 반도체 기판 구성은 Figure 4.3에 

나타내었다. <0001>의 구조를 지닌 sapphire 기판 위에, 도핑 되지 않은 질화

갈륨층을 buffer layer로서 1.5 µm의 두께로 적층 한다. 이후, 2.3 µm 두께로 n-

type의 질화갈륨을 적층 한 후, 6 주기의 InGaN/GaN의 고용체로 구성된 다중

양자우물(multiple quantum well, MQWs)을 구성 하였다. 이후 p-type의 질화갈

륨을 150 nm 두께로 적층 함으로서, 질화물 기반 LEDs 반도체 기판을 완성 

하였다. 본 실험에서 사용된 질화 갈륨 LEDs는 한국의 갤럭시아 포토닉스 

社에서 제조된 normal plane type의 제품군을 구입 하여 사용 하였다.  

또한, 1 cm X 1 cm 크기의 LEDs 샘플 시편에서 패터닝이 된 부분과 되지 

않은 부분을 각각 취하여, 이를 실험군과 대조군 영역으로 구분 하였다. 이 

때 대조군으로 활용 된 planar reference LEDs 영역은 샘플의 엣지로부터 대략 

3 mm 정도 되는 크기로서 샘플 중앙의 패터닝 된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영

역이다. 

    

4.2.1.2. 양극 산화 알루미늄(Anodic alumina) 

육방 밀집 형태로 잘 정렬된 알루미늄 오목 패턴을 제조 하기 위해, 두 

단계에 걸친 양극 산화 방법을 이용하였다. 먼저, CMP 방법으로 전처리 된 

알루미늄을 0.1 M의 인산(phosphoric acid) 용액에 12시간 동안에 걸쳐 양극 산

화하였고, 이를 통해 12 µm 정도 두께의 알루미나 층이 형성 되었다. Barr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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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3. Schematic illustration of a LEDs sample which grown using by a low-

pressure metal-organic chemical-vapor-deposition (MOCV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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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yer 층의 정렬도를 높이기 위하여, 이를 크롬산(chromic acid)에 담가서 알

루미나 층을 충분히 식각 한 후, 다시 0.1 M의 인산 수용액으로 12시간 동안 

2차 양극 산화 하였다. 이렇게 완성된 2차 양극 산화 알루미늄을 재차 크롬

산에 담가 알루미나 층을 화학적으로 모두 식각하였다.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잘 정렬된 육방 밀집 구조의 알루미늄 오목 패턴(barrier layer 표면)을 얻을  

수 있었으며, 이렇게 완성된 시편을 패턴 전사를 위한 마스터 패턴의 템플레

이트로 이용 하였다.   

 

4.2.1.3. Replica-molding을 위한 UV 경화성 고분자 

3차원 형태의 나노스케일 오목 패턴을 대면적에 걸쳐서 LEDs 기판에 그

대로 전사하기 위해서는, replica-molding 방법과 임프린트 리소그래피(imprint 

lithography) 기술이 가장 효과적인 접근 방법이다. 먼저 패턴 전사를 위한 

replica를 제작을 위해, UV에 반응하는 PUA를 stamping을 위한 molding 재료

로 선택하였다. PUA 재료는 미뉴타텍(Minuta tech.) 社의 제품군(301RM)을 구

입하여 사용 하였으며, molding 후, PUA 경화를 위한 UV는 325 nm 파장 대의 

UV 램프를 이용 하였다.  

 

4.2.1.4. 선택적 건식각을 위한 resist용 고분자 박막 

p형 질화갈륨층의 선택적 건식각을 위한 resist 박막의 재료로서, 범용으

로 널리 쓰이는 Aldrich 社의 poly(methylmethacrylate) (PMMA) (typical 

Mw~350K)를 구입하여 사용 하였다. 박막 형태의 resist film을 질화갈륨층에 

균일하게 도포하기 위해서는 spin-casting 방법에 의한 접근이 필수적인데, 상

기 분자량의 PMMA는 용액 형태로 제조하기 수월하여 solution-casting 방법

에 적용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현재 반도체 공정에서 사용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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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범용 resist 박막의 재료들과 화학적 구조가 매우 유사하여, 미세 패턴의 

선택적 식각에도 적합한 재료로 판단 하였다. 박막 제조를 위해 PMMA를 용

해시킬 용매로는, Aldrich 社의 고순도 toluene을 이용 하였으며, resist 박막 두

께에 다양하게 구현하기 위하여 용액의 농도를 3~6 wt% 까지 세분화하여 실

험을 진행 하였다.   

 

4.2.2. 샘플 제조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LEDs 샘플의 제조는 replica-molding 기술 및 임

프린트 리소그래피 방법을 이용한 top-down 방식을 기본 접근 방법으로 채택

하여 진행 하였으며, 식각 된 정도에 따라 형성된 3차원의 etched profile을 기

반으로, 광 추출 효과를 파악 한 후, LEDs platform의 surface morphology와 광 

추출 효과가 지니는 상관 관계에 대해 연구 해 보고자 하였다. 자세한 샘플 

제조 과정을 Figure 4.4에 나타내었다. 

   

4.2.2.1. Top-down 방식으로 제조된 LEDs  

마스터 패턴인 AAO template 내 barrier layer의 알루미늄 오목 패턴을 

LEDs의 p형 질화 갈륨층 표면에 전사하기 위해, replica-molding 기술과 임프

린트 리소그래피 방법을 이용 하였다. 3차원 형태의 barrier layer 오목 패턴을 

molding 하기 위한 과정인 replica-molding을 위해, UV 경화성 고분자인 

poly(urethaneacrylate) (PUA)를 이용 하였다. 알루미늄 오목 패턴 내 PUA 용액

을 얇게 도포한 후, 투명한 poly(ethyleneterephtalate) (PET) 기판을 덮어 스탬

핑을 위한 지지대로 사용 하였다. 이 후, 325 nm 파장대의 UV 램프를 이용하

여 12시간 동안의 경화 과정을 거쳐 replica-molding을 완성 하였다. 이렇게 

완성된 replica를 패턴 전사를 위한 스탬프로 이용하여, 임프린트 리소그래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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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통해, 오목 패턴을 LEDs의 p형 질화 갈륨층 표면에 전사 하였다. 선

택적 식각을 위한 resist 박막은 PMMA를 이용 하여 도포 하였다. Toluene을 

용매로 하여 PMMA 4 wt% 용액을 제조 한 후, 이를 spin-casting 방법(4,000 

rpm/min)을 이용하여 LEDs의 p-GaN 표면층에 resist 박막을 형성 하였다. 이 

후, 150℃에서 1시간 동안 annealing 과정을 거친 다음, 패턴 형성을 위한 임

프린트 리소그래피 공정을 진행 하였다. 스탬핑 조건은 120℃에서 5분간 압

력식으로 진행 하였으며, 스탬프를 demolding 하기 전에 충분한 cooling이 이

루어 질 수 있도록, 상온에서 30분간 방치 하였다. 오목 패턴 내의 resist 잔

류층(residual layer)을 선택적으로 식각하기 위해, 고순도 산소를 매개로 하여 

30 W의 파워로 RIE 과정을 진행 하였다. Resist 잔존층을 모두 제거 한 후에

는, 질화갈륨층 식각을 위해 Cl2과 BCl3를 매개로 한 ICP 식각 과정을 이용 

하였다. ICP 식각 이후, 남아 있는 PMMA resist 잔존물들은 microwave ashing 

과정을 통해 모두 제거 하였다. 이렇게 식각 된 LEDs 샘플들과 아무 처리도 

하지 않은 대조군 LEDs 샘플을 1 세트로 하여, 광학적 특성 비교를 위해 

photoluminescence(PL)를 측정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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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4. Schematic illustration for templating procedures of soft stamp and 

fabrication process of nanocone-shaped LEDs platform on p-GaN surface. 

 

 

 

 

 

 

 



 
 

１１２ 

4.2.3. 광학적 특성 분석  

4.2.3.1. Micro-photoluminescence(µ-PL)  

    Replica-molding 기술 및 임프린트 리소그래피 방법을 통해 구현된 LEDs 

샘플들의 광학적 특성을 서로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 405 nm의 파장대를 지

니는 laser source를 기반으로 micro-photoluminescence(µ-PL)를 측정 하였다. 

Laser source 기반의 PL 측정 장비는 동일한 파장대의 에너지를 균일하게 발

원 시킬 수 있는 장점으로 인해, LEDs의 광학적 특성 측정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PL의 측정 과정은 laser source에서 발원된 405 nm 파

장의 laser가 objective lens를 통해 beam splitter를 거쳐 LEDs 샘플에 투영되고, 

이에 대한 반응으로 LEDs 샘플에서 발생하는 광자(photon)가 PL의 형태로서 

외부로 방출 하게 된다. 이러한 외부 방출 PL은 다시 splitter를 통해 detector

에 도달 하게 되고, 컴퓨터로 전송된 PL 결과가 spectrograph 형태로 정리 되

어 나타나게 된다. 본 실험에서 PL 측정 형태는 LEDs 샘플의 패턴화 된 면

에 대해 레이저를 조사하는 front-side pumping 방식으로 측정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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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5. Photograph of experimental set up for the measurement of 

photoluminescence. (μ-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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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2. 표면 반사도(Reflectance) 

    직접 식각에 의한 미세 패턴 형성의 경우, 회절층으로서의 역할 뿐만 아

니라, 그 패턴 자체가 3차원의 concave nanopattern 형태를 띠고 있어서, 패턴

층에 의한 단계적인 굴절률 분포(graded-refractive index)를 유도할 수 있을 것

으로 사료 된다. 따라서, LEDs 소자 내부에서 방출하는 광이 패턴의 기하학

적 구조의 영향으로 인해 프레넬 반사 없이 잘 탈출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해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이에 대한 상관 관계를 

살펴 보기 위해 UV/Visible spectrophotometer를 이용하여, LEDs 샘플 표면의 

반사도를 측정 하였다. 측정에 이용된 장비는 VASRA 社의 Cary 5000 모델을 

이용 하였다. 이 장비의 측정 가능 파장 영역대는 175 nm에서부터 3,300 nm

에 이르며, 본 실험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파장대를 충분히 커버하고 있으므

로, 측정에 적합한 모델이라 판단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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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결과 및 고찰 

4.3.1. Soft lithography 방법에 의한 LEDs 샘플의 제조 

4.3.1.1. Master template의 제조  

    전기화학적으로 양극 산화된 알루미나 층을 chromic acid를 통하여 습식

각 하고, 그 결과로서 드러난 barrier layer 층의 3차원 알루미늄 오목 패턴을 

master template로 이용 하였다. 앞선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면적에 걸쳐

서 육방 밀집 형태로 잘 정렬 되어 있는 오목 패턴의 구조를 명확하게 확인 

할 수 있다. 특히, 특정 전압에서 인산을 매개로 알루미늄 시편을 양극 산화 

했을 경우, 다공성 알루미나의 inter-pore distance는 대략 450~500 nm 근방으로 

알려져 있는데, 시편을 측정한 바로는 460~470 nm 정도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바, 양극 산화 과정이 원만하게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었다. 

 

4.3.1.2. Replica-molding 기술을 통한 임프린트용 스탬프의 제조 

    Figure 4.6 (a)는 UV 경화성 고분자인 PUA를 이용, 알루미늄 concave 

nanopattern을 replica-molding 기술을 통해 패턴 복제 한 PUA 스탬프의 AFM 

height mode image이다. 마스터 템플레이트의 concave nanopattern이 PUA에 의

한 replica-molding 과정을 통해 역 모양으로 복제되어, 볼록한 형태의 convex 

nanopattern을 형성 하고 있는 것을 명확히 확인 할 수 있었다. 분석 결과를 

보면, 각각의 볼록 패턴이 형성하고 있는 높이는 평균적으로 270 nm 정도로 

측정 되었다. 이는, UV 경화 과정을 통한 PUA의 수축도(shrinkage)가 충분한 

molding 과정을 저해할 정도로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며, 완성된 PUA 스

탬프가 resist film의 패턴화에 대해 선택적인 식각 공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충분한 단차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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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6. AFM height mode images of (a) replicated PUA stamp, (b) imprinted 

PMMA resist thin film and (c) oxygen RIE processed PMMA resist thin film,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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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된 PUA 스탬프를 이용하여, 나노임프린트 리소그래피 방법을 통해 LEDs 

샘플 표면 위에 형성된 PMMA resist thin film에 패턴 전사를 진행 하였다. 

 

4.3.1.3. 패턴의 전사 및 resist pattern 내 잔류층 제거 

Figure 4.6 (b)는 PUA 스탬프를 이용하여 나노임프린트 리소그래피 방법

을 통해 PMMA resist thin film에 패턴 전사의 과정을 거친 후, AFM height 

mode로 분석한 표면 사진이다. PUA 스탬프의 역 모양 형태로 패턴 전사가 

잘 이루어 진 것을 관찰 할 수 있었으며, 복수의 지점을 5회 이상 측정하여 

대면적에 걸친 패턴 전사 여부를 확인 하였다. 이와 같이, 실험실 수준의 리

소그래피 패턴화 공정을 통해, 마스터 템플레이트의 오목 패턴과 일치하는 

resist pattern 형태를 구현함으로써, 반도체 식각 공정을 통한 LEDs 샘플 표면

의 오목 패턴화가 가능하게 되었다. 

임프린트 공정 이 후, PMMA resist pattern 내 질화갈륨층을 덮고 있는 

PMMA 잔류층을 제거하기 위해, 산소를 매개로 한 RIE 공정을 진행 하였다. 

Figure 4.6 (c)는 30초간 RIE 과정을 거친 후 측정한 AFM의 height mode 사진

이다. 이 사진의 수평 단면 분석 결과를 살펴 봤더니, 기공 내 바닥의 형태

가 기판 쪽으로 오목한 모양에서 수평 방향으로 평편한 형태로 변화 한 것

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질화 갈륨층을 덮고 있는 PMMA 잔류층이 모두 

제거되어 기판의 표면을 드러낸 것을 의미 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전 

처리된 LEDs 샘플을 이용하여, 질화갈륨층의 건식각을 순차적으로 진행 하

였다. 

 

4.3.1.4. 질화갈륨층의 직접 건식각을 통한 패턴 전사 

     PMMA resist pattern의 pore 내 PMMA 잔존층을 충분히 제거 한 후, I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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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각 공정을 통해 질화갈륨층의 선택적인 식각을 진행 하여 패턴화 하였다. 

GaN와 PMMA의 etching contrast를 감안하여 메인 식각 공정은 40초간 진행 

하였고, 이 후, LEDs 표면에 잔류하고 있는 PMMA resist resins은 microwave 

ashing 공정을 통해 모두 제거 하였다. 위의 공정들을 통해 형성된 etched 

profile의 형태학적 특징 파악을 위해, AFM과 FE-SEM을 이용하여 표면 분석

을 진행 하였다.  

Figure 4.7 (a)는 40초 간 식각 공정을 진행 한 후 측정한 저배율의 FE-

SEM 사진이다. 대면적에 걸친 패턴 형성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Inset의 그림은 고배율로 측정된 FE-SEM 사진이다. PUA 스탬프와 

동일한 inter-pore distance를 유지 한 채, 육방 밀집 형태로 패턴 전사가 잘 이

루어 졌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직경은 480 nm 정도로 구현 되었고, inter-

pore distance가 약 465 nm 정도로 측정 되었다. 또한, GaN의 etched profile 형

태가 알루미늄 마스터 템플레이트와 동일한 패턴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사항이다. GaN의 etched profile에 대한 형태학적 특징은, PMMA 

resist pattern의 3차원적 패턴 형태와 PMMA resist film과 GaN의 식각 비율 차

이에 기인한다. 즉, 1:1에 가까운 PMMA와 GaN 사이의 etching contrast 및 3차

원의 PMMA resist pattern 형태에 기인하여, 이와 같은 concave nanopattern의 

etched profile이 형성된 것이다.  Figure 4.7 (b)는 같은 샘플을 45.8°경사를 주

어 측정한 고배율의 FE-SEM 사진이다. 알루미늄 마스터 템플레이트의 

barrier layer 오목 패턴과 같은 concavely dimpled nanopatterns의 형태를 띠고 있

다는 사실을 명확히 확인 할 수 있다. Figure 4.7 (c)는 40초간 건식각된 질화

갈륨층의 표면 AFM height mode 사진과 단면을 분석하여 정리한 결과를 나타

낸 사진이다. 측정된 기공의 평균 깊이는 대략 100 nm 정도로 관측 되었으며, 

기공 간 여백의 공간에 육방 밀집 형태로 구현된 tapered spot들을 확인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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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7. FE-SEM and AFM height mode images of 40 seconds etched LEDs. (a) 

Low-magnified FE-SEM image. The inset shows high-magnified FE-SEM image of 40 

seconds etched LEDs. (b) 45.8° tilted view of FE-SEM image. (c) AFM height mode 

image and sectional analysis of 40 seconds etched L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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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이 역시 PMMA resist pattern의 형태와 PMMA resist film/GaN의 식각 

비율에 기인한 결과 이다.  

건식각 된 LEDs 샘플의 질화갈륨층 etched profile의 형성 과정을 식각 형

태를 따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건식각 시간이 증가 할수록 기판 내 패

턴층 기공의 직경과 depth가 점차 증가 하게 되는데, PMMA resist가 모두 식

각 되어 소진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면, GaN의 etched profile의 형태는 알루

미늄 마스터 템플레이트의 barrier layer 오목 패턴과 동일한 형태로 나노원뿔

형 spot들이 기공 주변에 육방 밀집 형태로 위치하게 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PMMA resist pattern이 지닌 3차원의 형태학적 특징과 1:1에 

가까운 PMMA resist film/GaN의 식각 비율, 그리고 ICP 식각 공정의 

anisotropic etching 특징이 동시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결과이며, 식각 시간에 따

라 기공의 깊이와 직경이 서로 비례하는 형태를 띠게 된다고 정리 할 수 있

었다. 이를 Figure 4.8에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이러한 표면 패턴을 지닌 

LEDs 샘플에 대해 light-extraction의 척도인 photoluminescence (PL)을 측정 하

여 LEDs 소자의 광학적 특성 분석을 진행 하였다.  

 

4.3.1.5. 패턴 전사된 LEDs 샘플의 PL 측정  

    405 nm의 파장을 지닌 laser source를 광원으로, 패턴화 된 LEDs 샘플에 

대해 PL 측정을 통한 광학적 특성 분석을 진행 하였다. 분석을 위한 샘플은 

40초간 ICP 건식각 된 LEDs 샘플과 아무런 처리를 하지 않은 planar reference 

LEDs를 한 세트로 하여 각각의 특성을 서로 비교 분석 하였다. Figure 4.9는 

각 LEDs 샘플들에 대한 PL 실험 결과를 파장대 별로 정리하여 도표에 나타

낸 것이다. 도표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건식각 과정을 통해 소자 표면을 패

턴화 한 LEDs 샘플은 planar reference LEDs에 비해 peak position인 455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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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8. Schematic illustrations of anisotropic ICP etching model. Due to the 

etching ratio of resist film/substrate, three types of etched profiles were demonstrated, 

mild, medium and over etching condition, respectively.   

 

 

 

 

 

 



 
 

１２２ 

 

 

 

 

 

 

Figure 4.9. Measured photoluminescence (PL) spectra as a function of wavelength 

for planar reference and 40 seconds etched LEDs samples at room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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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장대에서 약 46% 정도 향상된 PL intensity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

었다. 이렇듯, 패턴화 된 LEDs 샘플의 PL intensity 증가는 LEDs 표면에 건식

각 과정을 통하여 패턴화 한 etched profile에 기인 하는 것으로 파악 되고 있

다. Planar reference LEDs 샘플과의 유일한 차이점이 표면의 패턴밖에 없기 때

문이다. 샘플의 PL 결과에 대한 세분화 된 원인 분석을 위해, 식각 된 LEDs 

표면의 pattern profile과 이를 통해 야기된 PL의 향상을 기존의 이론들에 바탕 

하여 추론 하였다. 

 

4.3.1.6. 광학적 성능 향상의 원인 분석 

앞서 먼저 간단히 언급했던 것처럼, 패턴화 된 LEDs 샘플이 planar 

reference LEDs 샘플 대비 향상된 PL을 기록할 수 있었던 가장 직접적인 원

인은 기판 표면에 대해 3차원 형태로 구현된 concave nanopattern의 영향 때문

이다. 기판 표면의 패턴이 지닌 형태학적 특징으로 인해 일정한 특정 광학적 

효과들을 유발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되는데, 지금부터 그 효과들을 각 항

목별로 자세히 고찰해 보고자 한다. 

 

 4.3.1.6.1. 패턴에 의한 표면 반사도 감소 효과 

3차원 형태로 식각된 concave nanopattern에 대해, 가장 먼저 고려해 볼 

수 있는 광학적 효과는 패턴층에 의해 유발되는 graded-refractive index 구조이

다. Concave nanopattern의 graded-refractive index 구조를 통해 공기층과 GaN 기

판 사이의 급격한 굴절률 차이를 서서히 완화 시켜주면 LEDs 소자 내 

MQWs의 active layer에서 발원 하는 photon들이 프레넬 반사 및 전반사 효과

를 극복 할 수 있는 환경적 토대를 제공 하게 되어 향상된 PL을 기록 했을 

가능성이다. 실제 concave nanopattern이 패턴 높이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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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ed-refractive index 구조를 나타내는지 수치화 하여 조사 하였다. 

Figure 4.10 (a)는 패턴화 된 LEDs 기판의 concave nanopattern이 높이에 따

른 유효 굴절률 분포가 점진적으로 변화 할 수 있음을 도식화 하여 나타낸 

그림이다. 좌측 FE-SEM 사진의 concave nanopattern 중 단위 패턴인 unit cell을 

따다가 단면화 하게 되면, 중간에 도식화하여 나타낸 그림에서와 같이, 타원 

형태로 식각된 etched profile로 나타낼 수 있다. 이 때, 그림에서처럼, 높이에 

따른 porosity는 점진적으로 변화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3차원 패턴의 형

태학적 영향으로 인해 실제 각 높이에 따른 패턴층의 유효 굴절률 분포는 

graded-refractive index 구조와 비슷한 경향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 예측 

하였다. Figure 4.10 (b)는 AFM을 이용하여 concave nanopattern의 전체 높이에 

대해 20 nm 간격으로 평균 porosity를 측정 하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Bruggeman effective medium approximation을 통해 각 층의 높이 별 유효 굴절

률을 계산해 낸 데이터 table과 이를 도표화 한 그림이다. 패턴의 기저부터 

공기층 쪽으로 갈수록 평균 pore diameter가 점진적으로 증가 하고 있으며, 이 

여파로 인해 각 층의 높이 별 porosity는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우

측의 도표화 된 그림을 보게 되면, 각 층의 높이 별 유효 굴절률의 분포는 

공기층 쪽으로 갈수록 선형에 가깝게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는데, 이를 통해 LEDs 기판의 표면 concave nanopattern이 graded-

refractive index 구조와 흡사한 형태를 띠고 있음을 추론해 낼 수 있었다. 

 

4.3.1.6.2. 패턴에 의한 실측 표면 반사도 조사  

3차원 concave nanopattern에 의한 graded-refractive index 구조 여부를 가늠

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샘플의 표면 반사도(reflectance)를 측정 하

여 planar reference 샘플 대비 패턴화 한 샘플의 반사도가 얼마나 감소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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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10. (a) Schematic illustrations of cross-sectional etched profile for 40-s 

etched LEDs and its variation of effective refractive index. (b) Measured average pore 

diameters and calculated porosity of concave nanopatte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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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를 비교해 보는 것이다. 패턴층에 의해 graded-refractive index 구조가 형

성 되었다면 기판 표면의 반사 방지(anti-reflection) 효과가 필연적으로 구현 

되기 때문에 반사도 측정을 통해 이에 대한 의문을 해소 할 수 있다. 

Figure 4.11은 normal incidence와 variable angle에서의 각 LEDs 샘플 별 표

면 반사도를 파장대 별로 정리하여 나타낸 것이다. 도표에서 알 수 있는 바

와 같이, normal incidence mode에서는 패턴화 된 40-s etched LEDs 샘플이 아무 

처리도 하지 않은 planar reference LEDs 샘플 보다 전 영역에 걸쳐 감소된 표

면 반사도를 기록 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앞 

선 Figure 4.10. (a)의 그림에서처럼, 패턴화 된 LEDs 소자 표면의 3차원 패턴

층 내로 내삽 된 공기층의 영향으로 인해 두 매질 (공기층과 GaN층) 사이의 

급격한 굴절률 변화를 서서히 완충 시켜 줄 수 있는,  graded-refractive index 

구조가 패턴 영역에 한정되어 형성 되었던 까닭으로 풀이 되고 있다. 즉, 

concave nanopattern으로 형성 된 graded-refractive index 구조의 영향이 표면 반

사도 개선에 있어 직접적인 기여를 했던 것으로 정리 하여 결론 지을 수 있

었다. 입사각에 따른 표면 반사도 또한 점검 하였다. Variable angle mode에서 

planar reference LEDs와 40-s etched LEDs 샘플들에 대한 표면 반사도는, 입사

각이 normal incidence에서부터 점차 증가 하게 될수록, 표면 반사도 역시 비

례하여 상승하게 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입사각과 반사각이 합

동의 비례 관계에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 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입사각

이 커짐에 따라 샘플의 반사도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 된다.  

 

4.3.1.6.3. 패턴에 의한 graded-refractive index 구조의 광학 효과  

3차원 concave nanopattern에 의한 graded-refractive index 효과가 PL 향상에 

있어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광학적 근거로서 크게 2가지를 지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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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1. Measured reflectance spectra of planar reference and 40 seconds etched 

LEDs sample at normal incidence and variable angles as a function of wavel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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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근거는, 패턴화 된 LEDs 기판이 planar reference LEDs 대비 표면 

반사도에 있어 현격한 감소를 보이는 이른 바 반사 방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LEDs 기판 내 MQWs로 입사되는 pumping laser가 

각 기판 마다 서로 다르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planar reference LEDs 기판 

보다는 graded-refractive index 구조를 지닌 40-s etched LEDs가 앞서 설명한 반

사 방지 효과로 인해 LEDs 기판의 표면에서 반사될 수 있는 pumping laser가 

훨씬 적을 것으로 사료 된다. 또한, planar reference LEDs의 경우, 기판 내 p-

GaN 층의 두께가 150 nm 정도로 유지되고 있는 반면, 식각 공정을 거친 패

턴화 된 LEDs 기판의 경우, 평균적으로 p-GaN 층의 두께가 약 50 nm 안쪽으

로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pumping laser가 40-s etched LEDs 샘플에서 훨씬 효

과적으로 MQWs에 도달 할 수 있다.  

두 번째 근거는 pumping laser에 의해 MQWs에서 발생한 PL이 소자 밖

으로 추출 될 때, PL의 out-coupling 효율이 패턴 유/무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이다. PL이 LEDs 소자로부터 추출 될 때도, pumping laser가 MQWs

로 입사할 때와 마찬가지로, 3차원 concave nanopattern에 의한 graded-refractive 

index 구조의 영향을 받게 된다. 즉, planar reference LEDs 기판 보다는 graded-

refractive index 구조를 지닌 40-s etched LEDs가 앞서 설명한 반사 방지 효과

로 인해, 기판 표면에서 더 적게 반사 되고, 이 때문에 MQWs에서 공기층으

로 방사되는 photon들 역시 이러한 환경의 영향으로 인해 planar reference 

LEDs 보다는 40-s etched LEDs 샘플에서 훨씬 더 잘 추출 될 수 있다는 것이

다. 그리고 p-GaN 층의 두께도 planar reference LEDs 대비 약 100 nm 이상 차

이가 나기 때문에, 이 역시 PL의 out-coupling 효율에 있어 영향을 미치게 된

다.   

이 두 가지 광학적 환경에 의한 영향으로 인해, concave nanopattern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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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 LEDs 샘플이 planar reference LEDs 보다 향상 된 PL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정리하여 결론 지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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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요약 

    본 연구에서는 질화갈륨 기반의 LEDs 소자를 제조함에 있어, 외부 광 

추출 효율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나노패터닝의 관점에서 접근하

여 그 해결책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Top-down 방식의 나노임프린트 리소

그래피 방법을 통해 외부 양자 효율 향상을 위한 기능성 3차원 나노구조체

를 제조 하였고, 이를 LEDs 소자 제작에 응용 함으로서 나노패터닝 기법에 

의한 나노구조체가 소자의 광학적 효율 향상에 있어 어떠한 기여 할 수 있

는 지에 대해 심도 있는 고찰을 통해 연구를 진행 하였다.  

Top-down 기법으로서, replica-molding technique에 의한 나노임프린트 리소

그래피 방법을 통해, 3차원 형태의 concave nanopattern을 LEDs 기판 표면에 

구현 하였으며, 이렇게 형성된 표면 패턴을 이용하여 LEDs 소자의 광학적 

특성 분석을 진행 하였다. 실험 결과, 패턴화 된 LEDs 샘플의 PL이 peak 

position을 기준으로 약 46% 정도 향상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이러한 

PL 증가의 원인을 패턴의 형태학적 특징과 연계하여 규명하기 위해, 패턴층

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을 수행 하였다. 40초 간 건식각 과정을 거친 LEDs 샘

플 표면의 etched profile은 80 nm 가량의 패턴 깊이를 확보하고 있었으며, 3차

원 형태의 concave nanopattern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를 AFM 및 FE-SEM을 

통한 형태 분석을 통해 입체적으로 확인 하였다. 식각 공정을 따라 형성된 

etched profile을 기반으로 하여, MQWs의 active layer에서 발원된 photon들이 외

부로 추출되는 과정을 단계별로 규명 하였다.  

패턴화 된 LEDs 샘플은, concave nanopattern이 점진적인 굴절률 변화를 

보이는 graded-refractive index 구조를 지닌 까닭에, 급격한 굴절률 차이로 손

실되는 광량의 상당 부분 완화시켜 줄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 하였다. 즉, 

graded-refractive index 구조로 인해 MQWs로 입사하는 pumping laser의 반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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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감소하고 동시에 추출되는 PL의 out-coupling 효율이 증가 하기 때문에 패

턴화 된 LEDs 샘플의 PL이 planar reference LEDs 보다 향상 될 수 있었던 것

으로 판단 하였다. 이러한 두 가지 근거를 기반으로 하여, concave nanopattern

의 형태학적 특징과 패턴화 된 LEDs 기판의 PL 향상 원인을 실험 결과와 

연계하여 설명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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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본 연구에서는 양극 산화 방법으로 제조된 다공성 알루미나(AAO)를 주

재료로 하여, AAO template의 3차원 concave nanopattern을 soft lithography 기법

인 replica-molding 및 nanoimprint lithography 방법을 통해, 다양한 기판들에 패

턴 전사하고 이러한 패턴들을 금속 산화물 나노구조체, 반도체 표면의 반사 

방지 효과, 그리고 고휘도의 발광다이오드 제조에 응용 함으로써 그 실제 성

능을 향상 시키고자 하였다. 

대표적인 금속 산화물 나노구조체인 AAO template의 효과적인 제조 공정 

방안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시간 소모적인 1차 양극 산화 공정을 대체 하고

자, 알루미늄 기판의 3차원 나노패턴화 공정을 이용 하였고, 이를 통해 one-

step에 의한 1차 양극 산화 공정만으로도 기공의 정렬도가 높은 AAO 

template를 완성 할 수 있음을 실험적으로 입증 하였다. 나노패턴화 공정은 

soft lithography 방법인 replica-molding과 nanoimprint lithography 방법을 이용 

하였고, 이를 통해 알루미늄 기판에 3차원의 나노구조를 대면적에 걸쳐 경제

적으로 빠르게 구현 할 수 있었다. 본 연구 방법을 따르면 one-step에 의한 1

차 양극 산화 공정만으로도 AAO template의 기공 정렬도를 효과적으로 조절

해 줄 수 있게 되어, 시간적, 경제적 측면에서 기존 AAO template 제조 방법

에 비해 우위를 점할 수 있다.  

AAO template의 concave nanopattern을 높은 굴절률의 실리콘 기판 표면에 

패턴 전사 하여 반사 방지 효과를 구현 하였다. 패턴화 공정은 앞선 연구에

서와 마찬가지로 soft lithography 기법을 이용 하였다. AAO template의 concave 

nanopattern을 모패턴으로 하여, 각각 one-step과 two-step 방법으로 replication 

공정을 진행 한 후, 그 결과로서 제조된 concave와 convex pattern 형태의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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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다른 두 가지 임프린트 스탬프를 이용 하여 실리콘 기판의 패턴화 공정

을 진행 하였다. 두 가지 타입의 임프린트 스탬프들을 통해 선택적인 식각 

공정을 수행하여 실리콘 기판 표면을 각각 concave 및 convex pattern 형태로 

3차원 나노구조화 하였다. 이러한 표면 패턴들은 패턴 두께에 대해 graded-

refractive index 구조를 띠게 되어, 기판과 공기층 사이의 급격한 굴절률 차이

를 극복 할 수 있는 완충층(buffer layer)으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를 통해, 

기판 표면에서 반사되는 광량을 표면 패턴에 의해 효과적으로 줄여 줄 수 

있게 된다. 또한, 표면 패턴을 매개로 실리콘 기판에 입사 되는 빛은 패턴층

에 의한 multiple reflection을 통해 light-trapping 효과를 유발하게 되어 표면 반

사 억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렇듯, 기판의 패턴들이 지닌 광학적 효과

들을 통해, 높은 굴절률의 실리콘 기판에서도 광대역에 걸친 표면 반사 방지 

효과를 구현 할 수 있음을 실험적으로 확인 하였다. 특히, 가시광 영역에서 

단파장에 이르는 파장대의 경우, 패턴 전사에 의한 실리콘 기판의 나노구조

를 통해, 가장 낮은 표면 반사율을 기록 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는데, 이는 

실리콘 태양 전지와 같은 응용 분야에서 필요 조건으로 요구 되는 광학적 

특성이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결론들은 이러한 응용 분야에 대해 광학적 성

능 향상을 기대 해 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AAO template의 concave nanopattern을 고휘도 발광다이오드의 

설계에 접목 함으로서, 그 광학적 특성을 극대화 해 보고자 하였다. 앞선 연

구의 반사 방지 나노구조와 마찬가지로, AAO template의 3차원 concave 

nanopattern을 이용, soft lithograpy 기법의 replica-molding과 nanoimprint 

lithography 방법을 통해 GaN-based LEDs 표면의 p-GaN 층에 패턴 전사 하였

다. 이렇게 패턴화 된 LEDs 소자가 planar reference LEDs 대비 얼마나 광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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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이 향상 될 수 있는지를, μ-photoluminescence(PL)를 통하여 규명 하였다. 

실험 결과, 40초간 식각 된 etched profile의 LEDs 소자가 planar reference LEDs 

대비 peak position 기준으로 약 46% 정도의 PL intensity 증가세를 기록한 것

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PL 증가는 LEDs 기판 표면의 3차원 concave 

nanopattern 때문에 야기된 현상으로 사료 된다. 즉, 3차원의 concave 

nanopattern으로 인해 패턴층의 점진적인 유효 굴절률 변화가 유발 되었고, 

이것이 패턴층에 graded-refractive index 구조를 부여하게 됨으로서 PL 향상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으로 판단 하였다. 즉, LEDs 기판 표면에서 graded-

refractive index 구조에 의한 반사 방지막이 형성 되면, 외부로부터 LEDs 소자 

내 MQWs로 입사하는 pumping laser의 반사도가 기판 표면에서 상당 부분 감

소하게 된다. 이로 인해, 패턴화 된 LEDs 샘플의 경우, planar reference LEDs 

보다 pumping laser가 MQWs에 좀 더 효과적으로 도달 할 수 있게 되어 PL 

향상에 도움을 주게 된다. 동시에, LEDs 내부에서 외부로 추출되는 PL의 out-

coupling 효율 또한 패턴화 된 기판 표면의 graded-refractive index 구조로 인해 

planar reference LEDs 대비 증가 하게 되기 때문에 PL이 향상 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그간 LEDs 성능의 최적화를 위해 도입 

되었던 GaN 기판 표면의 패턴화 공정, 이를 테면 EBL이나 FIB 그리고 LIL

과 같은 대단위 패턴화 설비의 방법이 아니더라도, 자연 상태의 마스터 템플

레이트와 소프트 리소그래피 방법을 이용한 저비용의 나노패터닝 접근 방법

만으로도, 충분히 LEDs 소자의 성능을 향상 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

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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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odized Aluminum Oxide-based Soft Lithographic 

Route to 3-dimensional Nanopatterning for Device 

Applications 

 

Yo-Han CHO 

School of Chemical and Biological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is thesis, I have investigated on two themes: 1) Development of a simple and 

economical way of fabricating concave and convex 3-dimensional (3D) nano-patterns 

on the surfaces of flat inorganic substrates such as aluminum (Al), silicon (Si), and GaN 

using anodic aluminum oxide (AAO)-derived templates combined with replica-molding 

and nanoimprint lithography (NIL) followed by reactive ion etching (RIE) and  2) 

Application of 3D nano-pattern formation onto Si and GaN wafer surfaces with a view 

to reduce the reflectivity of  Si solar cell and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light 

emission,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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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first part, 3D nano-patterning processes were systematically studied for 

transferring concave nano-patterns to various substrate surfaces. Al master templates 

with 3D concave nano-patterns were made by etching the oxide layer of the AAO and 

then the pattern of the Al master pattern was transfer onto a replica mold material, UV-

curable poly(urethaneacrylate) (PUA), dispensed on the Al master by UV curing. A 

fully UV-cured PUA stamp was softly peeled off from the aluminum master template. 

Subsequently, replicated PUA stamp was imprinted on a thin spun-cast 

poly(methylmethacrylate) (PMMA) resist film on Al, Si and GaN substrates. Finally, 

concave or convex 3D nano-patterns were obtained after RIE of the resister. The field-

emission SEM as well as AFM images showed a well-ordered 3D pattern. The height 

and detailed geometrical shape of the pattern could be varied by adjusting the etching 

time. While the conventional AAO-based patterning requires a 2-step anodization 

process for achieving a well-ordered pattern, the method developed in this study needs 

only 1-step anodization to make replica mold, which allows a simple and time- and 

cost-effective 3D pattering with a superior result. It can also be applied to fabricate 

highly-ordered nanostructures on most valve metal oxides. 

The developed method was applied for fabricating concave as well as convex 3D 

nano-patterns onto Si substrates. Optical measurements showed that Si substrates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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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h concave and convex patterns exhibited a much reduced reflectance in a wide range 

of wavelength compared with that of a flat Si substrate, especially in the UV region. 

The reduced reflectivity is attributed to the graded-refractive index originating from the 

patterned layer. If the 3D pattern is applied to Si solar cells, a significant improvement 

of the efficiency is expected.  

Lastly, enhanced light-extraction from GaN-based LEDs was demonstrated with 

soft lithographically engraved 3-dimensional concave nano-patterns on p-GaN in LEDs. 

Concavely nanopatterned LEDs showed 46% enhanced PL improvement compared with 

the planar reference LEDs at the peak position from 440 to 480 nm in wavelength. 

Similar to the improved antireflection property of 3D patterned Si substrate, the 

enhanced PL efficiency compared to that of a GaN-based LEDs with no pattern is partly 

due to the graded-effective refractive index allowing the pumping laser light to be 

absorbed by the GaN-based LEDs. For the same reason, PL out-coupling of the PL from 

the LEDs would be also enhanced. 

In conclusion, 3D nano-patterning process was demonstrated on the basis of time- 

and cost-effective soft lithographic techniques. This type of nanopatterning strategy was 

applied to the time- and cost-effective AAO fabrication process, antireflective 

nanostructures in solar cells based on the Si material and enhanced light-extraction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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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imensionally patterned GaN-based LEDs. Experimentally demonstrated results 

suggest that 3-demensional nano-patterns are very affordable and are quite promising 

for improving the ultimate efficiency of Si solar cell and LEDs etc. 

 

 

 

 

 

 

 

 

 

 

 

 

 

 

 



 
 

１４５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다. 

원망 하지도 않는다. 

그저 그때 처한 각자의 입장이라는 것이 어쩔 수 없었을 뿐... 

 

사람 사는 것이 다 그런 것 아니겠는가? 

 

길어야 100년 남짓인 잠깐 사는 인생이거늘... 

무얼 그리 아등바등, 티격태격 했을까? 

 

훗날 때가 되어 이 세상 떠나게 되는 날, 

 웃으며 이곳을 추억할 것이다. 

 

험한 터를 골라 힘든 일들 겪었으되,  

분명한 삶의 교훈을 얻었노라고.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서기 2013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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