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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스케일 3차원 프린팅 시스템 
Nanoscale 3D Print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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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마이크로/나노스케일로 제작된 구조, 센서, 로봇 

등은 의료, 마이크로전자 또는 군사 기술에서 다양하

게 사용될 수 있는 기술로서 각광받고 있다 [1]. 현재 

마이크로/나노전자기계시스템을 위한 제조기술은 

다양한 제조공정기술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반

도체 공정에 의존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 밖에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양한 공정을 통합한 다양한 하이

브리드 공정이 연구 [2] 되고 있으나 현재까지의 기

술은 나노스케일의 3차원 구조의 제작에 있어 정밀도 

및 형상 복잡도의 한계, 의도하지 않은 화학적인 부작

용, 열손상 및 재료의 한계를 가지며 대량으로 생산되

지 않을 시에는 너무 많은 공정을 거쳐야 한다는 한계

점이 있다. 또한  위에서 언급된 몇 가지 단점들을 

충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나

노스케일의 3차원 구조의 제작을 위한 미래기술로써 

쾌속조형 공정 및 프린팅 공정에 대한  최근 가장 각광받

으며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언급된 기술적인 제한요소를 극복하기 위하여 나노입

자적층시스템 (Nano Particle Deposition System, 

NPDS) [3] 과 집속이온빔 (Focused Ion Beam, FIB)

을 통합한 새로운 나노스케일 3차원 프린팅 시스템을 

위한 공정을 개발하였다 [7]. 

2. 나노스케일 3차원 프린팅 시스템

  나노스케일 3차원 프린팅 시스템을  위하여 NPDS와 

FIB가 통합되었다. NPDS는 저진공 (>25 Torr) 및 

상온상태에서 마이크로 및 나노사이즈의 크기를 갖는 

입자를 분사함으로써 이의 에너지를 이용하여 금속 및 

세라믹의 다양한 고체 박막을 적층할 수 있는 공정이다. 

본 NPDS는 하나의 공정에서 금속 및 세라믹을 같이 

사용할 수 있고 수 나노미터에서 수십 마이크로미터 

사이즈의 입자를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초음속 노즐

을 이용하여 입자의 속도를 제어할 수 있다. 이 밖에도 

NPDS는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갖는다 [3]: (1) 상온 

공정, (2) 금속 및 세라믹을 포함한 다양한 재료 적층 

가능, (3) 높은 적층 효율, (4) 후처리 필요 없음, (5) 

건조 공정 (결속제 및 용액 필요 없음).

  FIB의 경우 미소 영역에서의 재료의 제거, 증착, 영

상, 임플란테이션의 기본적인 4가지 기능을 가지며 

재료의 제거 시에는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갖는다: (1) 

마스크 없이 가공할 수 있는 직접 가공 (direct writing), 

(2) 초정밀 가공, (3) 상온 공정, (4) 모든 고체 재료 

제거 가능, (5) 후처리 필요없음.

  위와 같은 특징을 갖는 NPDS와 FIB를 통합함으로써 

나노스케일 3차원 프린팅 시스템을 위한 공정을 개발하

였다. 개발된 공정을 통해 다양한 재료를 열적 화학적 

손상 없이 짧은 시간 안에 가공할 수 있다. 그림 1과 2는 

각각 NPDS 및 NPDS와 FIB를 통합한 나노스케일 3차원 

프린팅  공정을 나타낸다. Fig. 2의 공정 개략도로부터 

NPDS를 이용하여 금속 및 세라믹 재료의 얇은 박막을 

적층할 수 있고 이 박막 상에 FIB를 이용하여 나노스케일

의 선폭을 갖는 형상의 프로파일을 형성할 수 있다. Fig. 

3은 3차원 구조를 제작하기 위한 하이브리드 프린팅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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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공정의 흐름도이다. 3차원 구조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공정 플래너가 구조를 2차원으로 슬라이스 하여 레이어

를 형성한다. 각 레이어는 실제 부품인 부분과 파트를 

분리하기 위한 구조재 등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이는 서로 

다른 프로파일과 다양한 재료로 구성될 수 있다.

Fig. 1. NPDS의 개략도

Fig. 2. NPDS와 FIB를 통합한 나노스케일 하

이브리드 제조공정 개념도

Fig. 3. 나노스케일 3차원 구조를 제작하기 위

한 하이브리드 제조공정의 공정 흐름도

3. 결론

   본 연구는 NPDS와 FIB를 이용하여 다종재료를 이용

한 3차원 나노구조 제작을 위한 새로운 나노스케일 3차
원 프린팅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다. 여기서 NPDS는 

금속 및 세라믹 나노입자를 박막형태로 증착하는 공정

으로써 도입되었고 FIB의 경우 모든 고체재료를 나노

스케일로 국부적인 영역을 제거하기 위하여 도입되었

다. 각 공정 및 각 공정의 통합을 위하여 요구되는 박막 

두께 및 step coverage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었으며 이 

때 박막의 두께는 약 500 nm 이하, step coverage의 경우 

100~150 nm 이하의 선폭을 갖는 나노스케일 패턴을 이

용한 3차원 구조를 제작할 수 있음을 선보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된 하이브리드 공정을 

이용하여 Sn/Al2O3/Sn 구조의 다종재료를 실리콘 기판 

위에 적층 후 FIB를 이용하여 다양한 형상 및 기능을 가

질 수 있는 구조를 나노스케일로 제작할 수 있음을 보였

다. 또한 본 하이브리드  프린팅 공정이 궁극적으로 추구

하는 멀티레이어의 3차원 구조를 제작 시 어떤 바인더

와 후처리 없이 상온에서 박막의 두께가 500 nm 이하의 

정밀도를 갖는 3차원 구조를 제작할 수 있음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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