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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층을 이용한 은 나노와이어 패터닝 공정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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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developed a Ag nanowire patterning technique using a water-soluble sacrificial layer. To form a
water-soluble sacrificial layer, germanium was deposited on the substrate and then water-soluble germanium oxide
was simply formed by thermal oxidation of germanium using a conventional furnace. The formation of Ag
nanowire patterns with various line and space arrangements was successfully demonstrated using this patterning
process. The main advantage of this patterning technique is that it does not use a strong acid etchant, thereby
preventing damage to the Ag nanowire during the pattern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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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indium tin oxide) 투명전극은 낮은 면저항 및 높은

투명전극재료는 디스플레이, 태양전지, 터치스크린
등의 전자소자에서 투명전극으로 사용되는 물질을 의

급격히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어 차세대 유연소자용 투
명전극으로 적용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3]. 이

미하며, 투명전극은 소자를 통한 빛의 투과와 흡수, 전

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ITO 투명전극을

류의 주입 및 추출 등 광전소자의 특성에 직접적인 영

대체할 수 있는 전도성 고분자, 탄소나노튜브, 그래핀,

향을 미치기 때문에 광전소자 제작 시 중요한 역할을

은 나노와이어 등과 같은 다양한 투명전극재료의 연구

한다 [1,2]. 최근에는 기술의 발달로 휴대가 간편하고

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4-7]. 이중에서 은 나노와이

유연한 전자소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유연성 전자소자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투명전극도 기

어는 합성 조건 조절을 통해 높은 종횡비를 가지는 나
노와이어를 합성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ITO와 유사

계적 변형에 의해 면저항, 투과도 등의 변화가 없어야

한 면저항, 투과도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대면적 필름

한다. 그러나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ITO

을 형성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기계

투과도의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기계적 변형에 저항이

적 변형에도 저항의 변화가 적으며 스핀코팅, 스프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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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팅, 바코팅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저온에서 투명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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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필름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유연성 투명전극재
료로서 적합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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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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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나노와이어를 투명전극으로 사용하여 다양한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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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자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원하는 형상으로 은 나
노와이어를 패터닝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은 나노와이
어를 패터닝하기 위해서 식각, 리프트오프, 건식 트랜
스퍼, 레이저 어블레이션 등과 같은 방법이 주로 사용
되고 있다 [8-11]. 식각공정은 식각용액에 의한 은 나
노와이어의 과도한 식각 및 손상의 문제가 있으며, 리
프트오프 공정은 은 나노와이어 용액에 포토레지스트
층이 손상을 받아 정확한 패턴을 형성하기 어려운 문
제점이 있다. 또한, 트랜스퍼 공정은 은 나노와이어와
기판간의 약한 접착력, 레이저 어블레이션은 공정비용,
공정시간 및 은 나노와이어의 황변 등과 같은 문제점
이 있다 [12,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존의 은 나노와이
어 패터닝 공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희생층을
이용한 은 나노와이어의 패터닝 공정을 개발하고자 한
다. 희생층은 기판으로부터 분리하고자 하는 물질과 기
판과의 사이에 증착되는 층으로 희생층을 제거하면 기
판과 분리하고자 하는 물질 사이의 접착력을 줄여 기
판으로부터 분리하고자 하는 물질을 손쉽게 떼어낼 수
있게 된다. 현재까지 희생층으로 금속, 산화물, 폴리머
등과 같은 다양한 재료들이 사용되어 왔으나, 이러한

Fig. 1. Schematic diagram of patterning process for Ag
nanowire using a sacrificial layer.

희생층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강한 산성 식
각용액을 사용하기 때문에 희생층 제거 시 은 나노와
이어 손상을 발생시키고, 폴리머 희생층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은 나노와이어 용액에 손상을 받는 문제점

노와이어를 코팅하기 위해서 패터닝 된 SU-8층을 마

이 있다. 기존 희생층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식각하여 기판이 노출되도록 한다. 은 나노와이어를 기

연구에서는 물에 용해 가능한 희생층을 은 나노와이어

판 전면에 4,000 rpm, 1분 조건으로 스핀코팅 공정을

패터닝 공정에 적용하였다.

이용하여 코팅하면 SU-8층 및 기판 위에 은 나노와이

2. 실험 방법
그림 1에 희생층을 이용한 은 나노와이어 패터닝 공
정 모식도를 나타내었다. 기판 위에 100 nm 두께의

스크로 이용하여 GeOx 희생층을 초순수로 선택적으로

어가 형성되며 용매를 제거하기 위해 100℃에서 1분간
열처리한다. GeOx 희생층을 초순수를 이용하여 전부
식각하면 SU-8층 및 SU-8층 위에 코팅된 은 나노와
이어가 함께 기판으로부터 제거되고, 기판 위의 은 나
노와이어만 기판에 남게 되어 원하는 간격으로 은 나
노와이어를 패터닝할 수 있다.

Ge층을 전자선 증착기를 이용하여 증착한 후, 전기로
를 이용하여 510℃에서 45분간 열처리를 통해 Ge을
산화시켜 GeOx 희생층을 형성한다. 희생층 형성 후,
원하는 은 나노와이어 패터닝 간격으로 SU-8층을 포
토리소그래피 공정을 이용하여 패터닝한다. SU-8층의
패터닝을 위해 SU-8을 기판에 3,000 rpm으로 1분 동
안 스핀코팅 후, 노광 전 95℃에서 3분간 열처리 한

3. 결과 및 고찰
SU-8층의 단차에 따른 은 나노와이어 패터닝 특성
을 살펴보기 위해 10 µm, 25 µm 단차를 가지는

다. 노광 후 95℃에서 6분간 열처리를 진행하고 현상

SU-8층을 형성한 후, 은 나노와이어를 패터닝하였다.
우선 10 µm 단차의 SU-8을 이용하여 패터닝한 은 나

하여 원하는 패턴을 형성한다. 패터닝 된 SU-8 사이

노와이어의 SEM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에 은 나노와이어를 형성하기 전에 기판에 직접 은 나

이미지를 그림 2에 나타내었다. 그림 2(a), 2(b), 2(c)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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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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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f)

Fig. 2. SEM images of Ag nanowires on patterned SU-8
structures with thickness of 10 µm. SU-8 patterns with line
width of (a) 20 µm, (b) 60 µm, and (c) 100 µm. SEM image
of patterned Ag nanowires after releasing SU-8 patterns with
line width of (d) 20 µm, (e) 60 µm, and (f) 100 µm.

GeOx 희생층 위에 SU-8층을 포토리소그래피 공정을
이용하여 패터닝한 후, SU-8층을 마스크로 이용하여

Fig. 3. SEM images of Ag nanowires on patterned SU-8
structures with thickness of 25 µm. SU-8 patterns with line
width of (a) 20 µm, (b) 60 µm, and (c) 100 µm. SEM image
of patterned Ag nanowires after releasing SU-8 patterns with
line width of (d) 20 µm, (e) 60 µm, and (f) 100 µm.

은 나노와이어가 원하는 패턴 간격으로 정확히 패터
닝이 되기 위해서는 종횡비가 큰 구조나 수직으로 형

선택적으로 GeOx 희생층을 식각하고 은 나노와이어를
기판 전체에 스핀코팅한 후의 SEM 이미지이다. 그림

성된 구조가 적합하다. 만약 종횡비가 작거나 수직으로

2(d), 2(e), 2(f)는 GeOx 희생층을 완전히 제거하여

나노와이어와 기판 위의 은 나노와이어가 연결이 되어

SU-8층과 SU-8층 위에 있는 은 나노와이어를 함께

있어 SU-8 제거 시 기판 위의 은 나노와이어도 함께

기판으로부터 제거한 후의 SEM 이미지이다.

떨어져 정확한 패턴 형성이 되지 않을 수 있다. SU-8
은 화학적으로 안정하고 SEM 이미지에 나타난 것처럼

마찬가지로 25 µm 단차의 SU-8을 이용하여 패터닝

구조가 형성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SU-8 구조위의 은

한 은 나노와이어의 SEM 이미지를 그림 3에 나타내었
다. 그림 3(a), 3(b), 3(c)는 패터닝된 SU-8 제거 전

거의 수직인 구조를 쉽게 얻을 수 있으며 용액의 농도

SEM 이미지이고, 그림 3(d), 3(e), 3(f)는 GeOx 희생층

조를 만들 수 있어 은 나노와이어 패터닝 공정에 적합

을 식각하여 패터닝된 SU-8을 제거한 후 은 나노와이

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14].

어의 SEM 이미지이다. 그림 2, 3에 나타난 것처럼 선

그러나 SU-8은 노광에 의해 패턴을 형성한 후에는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하기 때문에 습식 식각공정을 이

택적인 SU-8 패턴에 의해 은 나노와이어를 패터닝할

및 스핀코팅속도 조절에 의해 큰 종횡비를 가지는 구

수 있었으며, SU-8층의 높이 차이에 상관없이 은 나
노와이어 패턴을 형성할 수 있었다. 은 나노와이어의

용하여 기판으로부터 손쉽게 제거하기가 매우 힘들다

패터닝 특성이 SU-8층의 높이 차이에 크게 의존하지

(reactive ion etching)와 같은 건식 식각공정을 이용

않는 이유는 SU-8층이 수직으로 형성되어 기판 위의

하여 SU-8 패턴을 제거하여야하는데, 건식 식각공정

은 나노와이어와 SU-8층 위의 은 나노와이어가 잘 분

은 값비싼 공정장비 및 추가적인 마스크 작업을 필요
로 하여 공정비용을 상승시키는 문제점이 있다.

리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15]. 따라서 SU-8 패턴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R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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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4. SEM images of Ag nanowires (a) on patterned SU-8 structures, (b) on only substrate region, (c) on both SU-8/GeOx
and substrate regions, and (d) on only SU-8/GeOx region.

(a)

(d)

하여 기판으로부터 SU-8층을 간단히 분리할 수 있게
된다. 이때 희생층 식각공정 중 은 나노와이어의 손상
을 방지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물에 용해가능한
GeOx를 희생층으로 적용하였다. GeOx는 물에 용해가
능하고 식각속도가 빠르며 물에 용해도가 커서 잔여물
을 남기지 않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희생층으로 사용

(b)

(e)

하기에 적합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16].
그림 4는 GeOx 희생층을 완전히 제거하기 전,
GeOx 희생층이 선택적으로 제거된 기판 위와 SU-8층
위에 형성된 은 나노와이어의 SEM 이미지이다. 그림
4(a)는 다양한 간격으로 패터닝 된 50 µm 폭의 SU-8

(c)

(f)

층과 기판 위에 코팅된 은 나노와이어를 나타내고 있
다. 그림 4(b), 4(c), 4(d)는 각각 기판, SU-8과 기판
경계면, SU-8 위에 코팅된 은 나노와이어의 SEM 이
미지이다. 그림 4(c)에 나타난 것처럼 기판 위의 은 나
노와이어와 SU-8층 위의 은 나노와이어가 SU-8에 패
턴에 의해 완벽히 분리되어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

Fig. 5. SEM images of Ag nanowires on patterned SU-8
structures. SU-8 patterns with line width of (a) 20 µm, (b) 60
µm, and (c) 100 µm. SEM image of patterned Ag nanowires
after releasing SU-8 patterns with line width of (d) 20 µm, (e)
60 µm, and (f) 100 µm.

다. 그림 4(b)와 4(d)에서 기판 위와 SU-8층 위에서
은 나노와이어의 밀도가 차이 나는 이유는 SU-8 패턴
에 은 나노와이어 용액을 떨어뜨린 후 스핀코팅 공정
을 진행하기 때문에 SU-8층의 단차에 의해 상대적으
로 더 많은 양의 은 나노와이어가 SU-8 패턴 사이의
기판 부분에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패터닝

이러한 공정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
서는 희생층을 이용하여 패터닝된 SU-8을 제거하였

된 부분의 은 나노와이어 밀도를 보다 균일하게 조절

다. 희생층은 기판과 SU-8 사이에 형성되고 희생층을

정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식각하게 되면 기판과 SU-8층 사이의 접착력이 감소

하기 위해서는 스핀코팅 공정보다는 스프레이 코팅 공
SU-8 패턴 폭이 은 나노와이어 패터닝 특성에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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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다양한 폭의 SU-8 패턴과
은 나노와이어의 패턴 형상의 SEM 이미지를 그림 5에
나타내었다. 그림 5(a), 5(b), 5(c)는 각각 20 µm, 60
µm, 100 µm 폭의 SU-8 패턴과 패턴 된 SU-8층을
마스크로 이용하여 선택적으로 GeOx 희생층이 제거된
기판 위에 스핀코팅된 은 나노와이어의 SEM 이미지이
다. 그림 5(d), (e), (f)는 각각 20 µm, 60 µm, 100
µm 폭의 SU-8 패턴을 완전히 제거하여 형성된 은 나
노와이어 패턴의 SEM 이미지이다. 그림에 나타난 것
처럼 SU-8 패턴 폭에 상관없이 모든 패턴 폭에서 은
나노와이어 패턴을 형성할 수 있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은 나노와이어 패터닝 공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은 나노와이어 식각공정이 필
요 없는 패터닝 기술을 개발하였다. 은 나노와이어 패
터닝을 위해 다양한 간격으로 패터닝된 SU-8 구조층
을 형성하였고 SU-8층을 선택적으로 기판으로부터 제
거하여 은 나노와이어 패턴을 형성할 수 있었다.
SU-8층을 선택적으로 제거할 때 은 나노와이어의 손
상을 방지하기 위해 물에 용해 가능한 GeOx를 희생층
으로 사용하였다. 패터닝 된 SU-8의 다양한 단차 및
폭이 은 나노와이어의 패터닝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였고, 수직으로 형성된 SU-8 패턴에 의해 모든
조건에서 다양한 간격의 은 나노와이어의 패턴을 형성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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