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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균일하고 높은 비율의 에치 피트를 갖는 알루미늄 전극을 제작하기 위해 소프트 리소그래피를 이용하

여 알루미늄 표면에 보호층을 형성하였다. 알루미늄 표면 위에 잘 정돈된 보호층을 형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

도하였으며, 보호층을 이용한 알루미늄 에칭과 보호층이 존재하지 않는 알루미늄 에칭을 비교 관찰하였다. 보호층을 

이용하여 알루미늄 에칭을 진행하였을 때, 알루미늄 표면에 균일한 에칭 표면이 확인되었으나, 보호층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는 불균일한 표면 에칭이 관찰되었다.

In this study, etched Al electrodes with ordered arrays of pits and high aspect ratios were successively obtained using a pat-

terned protect layer on the Al surface prepared with soft lithography method. Various methods were applied to fabricate a 

well ordered protect layer on the Al surface and the difference of etched Al surfaces with and without a protect layer was 

investigated by using SEM. It was found that the etched Al surfaces were affected by using either a protect layer or a non 

protect layer. As a result, the Al surface with the well ordered pits could be achieved by protect layer. However, the etched 

Al with nonuniform pits can be obtained without any protect la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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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커패시터는 서로 절연된 두 개의 전극을 접근시켜 양쪽 전극 사이에 

유전체를 끼워 넣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직류전류를 인가하면 각 

전극에 전하라고 하는 전기가 축적되면서 전기를 저장하거나 방출하는 

축전지로서의 기능을 가진다. 특히 최신 전자기기의 디지털화에 따라 

커패시터의 소형화, 고성능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전기자동

차에 쓰이는 핵심 부품 중의 하나인 커패시터는 고전압, 장수명, 고신

뢰성 및 초 저·고온에서의 동작 특성이 요구된다. 커패시터는 유전체 및 

전극에 따라 크게 알루미늄 전해 커패시터[1-5], 탄탈 전해 커패시터

[6-8], 세라믹 커패시터[9-11], 필름 커패시터[12-15] 등으로 분류된다. 

기존의 필름 커패시터, 알루미늄 전해 커패시터, 탄탈 전해 커패시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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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은 고 전압화 및 대용량화, 저 ESR, 우수한 주파수 특성 및 초 저⋅

고온 환경에서의 적용 한계로 인해 새로운 커패시터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알루미늄 전해 커패시터의 전극은 알루미늄, 유전체로 얇은 

산화막을 사용한다. 유전체를 매우 얇게 할 수 있으므로 커패시터의 

체적에 비해 큰 용량을 얻을 수 있다. 알루미늄 전해 커패시터의 정전

용량은 유전체 두께에 반비례하고 유전체의 유전율과 알루미늄 전극

의 표면적에 비례한다[16-20]. 기존의 알루미늄 전해 커패시터는 전기

화학적 에칭을 통해 알루미늄 표면적을 증가시킨 후, 화성을 통해 전

극을 제조하고 액체 전해질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액체 전해질이 높은 

온도에 견디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팀에서는 도금을 이용한 

커패시터를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스탬프를 이용한 소프트 리소그래

피를 통해 일정한 에치 피트를 갖는 알루미늄 표면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미 일본 masuda 연구팀에서는 resist의 전자 빔 리소그래피와 니켈의 

전지주조의 방법으로 잘 정렬된 금속 몰드를 제조하였다. 이 몰드를 

이용하여 잘 정렬된 구멍을 갖는 PDMS 스탬프를 만들고 스탬프 위에 

CR (Polychloroprene rubber)를 이용하여 알루미늄 위에 찍어내는 기

법으로 잘 정렬된 보호층을 형성하였다[21-24]. 그러나 보호층으로 사

용된 CR을 녹이기 위해 톨루엔이 사용되고, 톨루엔에 의해 PDMS 스

탬프가 swelling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본 연

구팀은 UV curable epoxy를 사용하였으며 PDMS 스탬프의 모양에 영



502 박가연⋅김경민⋅이호연⋅박창현⋅김영민⋅탁용석⋅최진섭

공업화학, 제 23 권 제 5 호, 2012

(a)

(b)

(c)

Figure 1. A schematic diagram for fabrication of well ordered patterns 

on aluminum: (a) MIMIC method, (b) microtransfer molding, and (c) 

microcontact printing.

향을 주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일반적으로 플렉서블한 스탬프를 통해 마이크로 크기의 패턴을 형성

하는 소프트 리소그래피 방법은 포토 리소그래피에 비해 가격이 저렴

하고, clean room과 같은 제한적인 장소를 요구하지 않으며, 스탬프의 

재사용이 가능하여 차세대 리소그래피 공정으로 각광받고 있다[25-28]. 

소프트 리소그래피는 마이크로 사이즈뿐만 아니라 나노사이즈 구조 

등 다양한 크기를 제작할 수 있다. PDMS를 활용한 소프트 리소그래

피는 반도체 공정기술을 활용한 패턴기술로 바이오센서[29,30], 특히 

Lab-on-a-chip제조에 매우 중요한 기술이다. 패턴을 형성하는 방법에는 

replica molding (REM), microcontact printing (µCP), micromolding in 

capillaries (MIMIC), microtransfer molding, solvent-assisted micromolding 

(SAMIM), phase-shifting edge lithography, nanoskiving, nanotransfer 

printing, decal transfer lithography 등이 알려져 있다. 이러한 기술은 

소프트한 고분자 재료를 이용한다. 현재 다양한 소프트 스탬프가 개발

되어 있으며, 본 실험에서는 우수한 탄성력과 패턴이 형성된 소프트 

스탬프의 제작공정이 잘 알려져 있어 저가 대면적 스탬프로 많이 사용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에치 터널 구조를 갖는 대면적 초슬림 박막 커패시

터를 형성하기 위해 전극으로 균일한 에치 터널 구조를 갖는 금속 알

루미늄과 유전체로 얇은 산화막을 사용하고, 에치 터널 구조상의 유

전체에 full filling 도금방법으로 금속 전극을 형성하여 커패시터를 구

성하기 위해 UV-curable epoxy를 이용하여 보호층을 형성하고 에칭을 

통하여 일정한 크기를 갖는 알루미늄 표면을 제작하였다. 

2. 실    험

마이크로 크기의 패터닝 된 알루미늄을 제작하기 위해서, 포토 리소

그래피 공정을 이용하였다. 우선, 전처리 과정을 위하여 glass 웨이퍼

(6 inch, 0.63 t)를 SC1 (APM), 증류수, 아세톤, 메탄올, 증류수를 차례

대로 wet station ((주)울텍社)에서 진행하였다. APM은 NH4OH : 

H2O2 : H2O = 1 : 1 : 5를 사용하였다. 전처리 진행 후 포토레지스트

(DPR-35K)를 스핀코팅방법(SPIN-3000A, MIDAS system社)을 이용

하여 균일하게 감광막을 형성시킨다. 감광막을 건조시키기 위해 핫 

플레이트(G2HP- D4040, Global lab社)에서 100 ℃, 2 min 동안 진행

하였다. 일정한 패턴 모양을 갖는 웨이퍼를 제작하기 위해 aligner 

(MDA-8000, MIDAS system社)를 이용하여 15 s 정도 노광시킨다. 노

광시킨 후 UV에 노출된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 DPD-200을 이용하여 

wet station에서 진행한다.     

Silanization 처리를 위해 8 µL의 SIT8174.0 (Gelest)와 포토 리소그

래피를 통해 만들어진 웨이퍼를 진공 챔버에 넣고 1 h 동안 진행하였다. 

Silanization 처리 후 poly dimethylsiloxane (PDMS, DC-184, Silicone 

Elastomer)를 웨이퍼 위에 붓고 진공 챔버에서 1 h 동안 진행한 후 

80 ℃, 4 h 동안 유지한다. 4 h 후에 웨이퍼 위에 굳은 PDMS 스탬프를 

물리적인 방법으로 분리시킨다. 

알루미늄 호일(두께 = 0.1 mm, 순도 99.99%)을 세척하기 위해 초음파 

세척기를 사용하여 아세톤, 에탄올, 증류수를 이용하고 질소기체로 건조

시켰다. 

PDMS 스탬프가 균일하게 접촉할만한 평평한 표면을 갖는 알루미늄 

호일을 제작하기 위해 10 V, 3 min 동안 전해연마를 진행하였다. 전해

질은 HClO4, 에탄올을 1 : 3비율로 사용하였다. 전해연마된 알루미늄 

표면에 UV-Curable epoxy (NOA 60, Norland)와 PDMS 스탬프를 이용

하여 보호층을 형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였다. MIMIC 

(micromolding in capillaries) 방법은 모세관 현상을 이용한 방법으로 

전해연마된 알루미늄 표면에 PDMS 스탬프를 위치시킨다. UV curable 

epoxy를 PDMS 스탬프와 알루미늄 사이에 떨어뜨린다. Epoxy가 모세관 

현상에 의해 PDMS 스탬프와 epoxy사이에 들어가면 2 h 동안 UV 

lamp (365 nm)를 이용하여 패턴을 형성시킨다. 2 h 후 PDMS 스탬프를 

알루미늄 표면에서 분리하면 보호층이 형성된다. 또 다른 방법인 

microtransfer molding 방법은 PDMS 스탬프에 직접 epoxy를 바르고 

N2 가스를 이용해 남아있는 epoxy를 제거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알루

미늄 표면에 보호막을 형성시키는 방법이다. Epoxy가 남아있는 PDMS 

스탬프를 알루미늄 표면에 놓고 UV lamp (365 nm)를 이용하여 보호

층을 형성시킨다. 마지막 방법은 microcontact printing 방법으로 일정

량의 epoxy를 알루미늄 표면에 떨어뜨린 후 일정한 힘을 가해 2 h 동안 

UV-lamp (365 nm)를 이용하여 패턴을 형성시킨다. 남아있는 에폭시를 

제거하기 위하여 O2 plasma 처리를 진행한다. 플라즈마 처리는 100 W의 

RF 출력으로 60 s, 120 s 동안 이루어지고, 고순도의 산소 가스 10 sccm을 

이용하였다.

Sputter coater (Cressington, 109A)를 이용해 패턴된 알루미늄 표면에 

구리를 20 mA, 5 s 조건으로 스퍼터를 진행한다. 알루미늄 에칭을 하기 

위해 7 M HCl, 100 mA cm
-2 

조건에서 50 ℃, 30 s 진행하였다. 컴퓨

터와 Power supply (Source Meter 2400, Keithley)를 이용하여 1 cm
2
의 

알루미늄 호일을 working electrode, Pt는 count electrode로 하는 2전극 

장치를 사용하였다. 에칭된 알루미늄 표면의 특징은 주사전자 현미경

(JEOL, JCM-5000)으로 표면과 단면의 모양과 크기를 관측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Figure 1은 균일한 hole을 가지는 UV curable epoxy film을 제작하는 

다양한 방법이다. PDMS 스탬프는 포토 리소그래피를 통해 제작된 웨

이퍼를 이용하여 얻을 수 있다. Figure 1(a)는 모세관 현상을 이용한 

MIMIC 방법이다. UV lamp를 이용하여 epoxy를 경화시키고 PDMS를 

알루미늄 표면에서 제거하면 보호층이 형성된다. 이는 표면 사진

(Figure 3(a))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1(b)는 microtransfer molding

을 나타낸다. PDMS 스탬프에 epoxy를 직접 이용하여 보호층이 형성

되는 방법으로 이는 Figure 3(b)에서 확인할 수 있다. Figure 1(c)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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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SEM images of PDMS and wafer surfaces: (a) top view of 

pillar type of a PDMS stamp, (b) cross-sectional image of pillar type 

of the PDMS stamp, (c) top images of wafer surfaces, and (d) 

enlarged view of Figure 2(c).

Figure 3. SEM images of epoxy film with various methods: (a) 

MIMIC method, and (b) microtransfer molding. 

Figure 4. Top view of SEM images of epoxy film after O2 plasma 

treatment: (a) patterned epoxy film prepared at 100 W for 60 s, (b) 

a back side of UV curable epoxy film after the dissolution of Al 

surface with 100 W for 60 s, (c) an UV curable epoxy film prepared 

at 100 W for 120 s, and (d) a back side of UV curable epoxy film 

after Al dissolution with 100 W for 120 s.

Figure 5. SEM images of electrochemical etched Al foil: (a) uniform 

size of etch tunnel pits when electrochemical etching with protect layer 

is conducted at 100 mA cm
-2

 for 30 s, (b) enlarged view of Figure 

5(a), (c) etched aluminum without protect layer was conducted under 

100 mA cm
-2

 for 30 s, and (d) enlarged view of Figure 5(c).

microcontact printing 방법으로 보호층이 형성된 후 남아있는 epoxy를 

제거하기 위해 O2 plasma 처리를 진행한다. O2 plasma 처리 후 에칭 

조건을 통해 균일한 크기를 갖는 알루미늄 표면을 제작할 수 있다.  

Figure 2는 SEM의 단면 분석을 통해 지름, 간격, 높이가 각각 2, 2, 

3 µm를 가지는 PDMS 스탬프(Figure 2(a), (b))와 웨이퍼 표면(Figure 

2(c), (d)) 을 확인하였다. Positive photo resist를 통해 hole type wafer를 

제작하고 PDMS를 이용하여 반대 모양의 pillar type을 얻음으로서 

대면적의 패턴모양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알루미늄 표면 위에 보

호층을 형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였다. 먼저, UV curable 

epoxy를 이용하여 MIMIC 방법으로 형성시킨 보호층의 형상을 Figure 3

에 나타내었다. Figure 3(a)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알루미늄 표면 위에 

생성된 보호층의 높이가 4.39 um 임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높이 

때문에 hole이 존재하는 보호층을 확인할 수 없었다. 한편, microtransfer 

molding법으로 보호층을 형성시킨 Figure 3(b)의 경우에서는 MIMIC

법으로 제작된 경우 보다 더 얇은 보호층이 만들어졌지만 hole이 존재

하는 보호층을 제작할 수는 없었다. 이때, 에폭시와 PDMS 스탬프는 

분리가 잘 되었으며 스탬프의 변형은 관찰되지 않았다. 이러한 장점

으로 PDMS 스탬프의 재사용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CR을 보호층으로 

사용한 경우는 톨루엔에 의해 PDMS 스탬프의 swelling현상으로 재사

용이 어려웠다. Figure 4는 알루미늄 표면 위에 보호층을 형성한 후 

O2 plasma 처리하여 관찰한 SEM 사진이다. Microcontact printing 방

법을 통해 균일한 보호층을 형성하였고 UV lamp를 이용하여 epoxy 

경화처리를 진행하였다. 경화된 UV curable epoxy는 PDMS 스탬프와 

분리가 쉽기 때문에 PDMS 스탬프의 재사용이 가능하였다. 표면에 

잔존하는 epoxy는 O2 plasma를 이용하면 일정한 두께만큼 보호층을 

제거할 수 있다. 보호층 형성 후, 100 W, 60 s의 조건으로 O2 plasma 

처리(Figure 4(a), (b))함으로써 Figure 4(a)와 같은 알루미늄 표면을 

확인하였다. 이때 균일한 hole 패턴을 가진 UV curable epoxy가 관찰

되고, 알루미늄을 녹인 상태의 epoxy 뒷면(Figure 4(b)) 일부에서 

hole 패턴이 관찰되었지만 전반적으로는 양호하였다. Figure 4(c), (d)는 

100 W, 120 s의 조건으로 O2 plasma 처리한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O2 plasma 처리 후 알루미늄 표면에 존재하는 epoxy (Figure 4(c))에서



504 박가연⋅김경민⋅이호연⋅박창현⋅김영민⋅탁용석⋅최진섭

공업화학, 제 23 권 제 5 호, 2012

는 균일한 hole 패턴이 관찰되었고 epoxy 제거 여부의 확인을 위해 알

루미늄을 녹이고 보호층의 반대편을 관찰하였는데, Figure 4(d)에서 

보는 바와 같이 넓은 면적에 걸쳐 균일한 모양의 hole이 생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Figure 5는 전기화학적 에칭을 진행한 후의 알루미늄 

표면을 나타낸 것이다. Figure 5(a), (b)는 epoxy 보호층을 이용한 알루

미늄 표면으로, 100 mAcm
-2
의 조건에서 에칭을 진행한 것이다. 균일

한 에치 피트를 가진 알루미늄 표면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ure 5(c), 

(d)는 보호층이 형성되지 않은 알루미늄을 에칭한 표면으로서 균일하

지 않은 표면을 확인할 수 있다. Epoxy 보호층을 이용한 알루미늄 표

면과 epoxy 보호층을 이용하지 않은 알루미늄 표면을 비교해 보면 

epoxy 보호층이 에칭 과정 동안 알루미늄 표면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hole이 존재하는 부분에 집중적으로 에칭이 진행됨을 알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균일한 에치 피트를 갖는 알루미늄 표면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알루미늄 표면 위에 보호층을 형성시키기 위해 MIMIC, 

microtransfer molding, microcontact printing 등의 방법을 통해 생성시킨 

epoxy 보호층을 이용하여 전기화학적 에칭을 실시한 다음 그에 따른 

표면 형성 거동을 고찰하였다. MIMIC 방법과 microtransfer molding 

법을 이용하여 제작된 보호층에서 균일한 패턴은 확인되었으나 hole

구조의 보호층은 형성되지 않았다. 그러나 microcontact printing 방법

과 O2 plasma 처리를 병행함으로써 넓은 면적의 균일한 hole을 가진 

보호층을 형성시키는 방법으로는 적합함을 알 수 있었다. Epoxy 보호

층의 존재 유무가 전기화학적 에칭 후의 알루미늄 에치 피트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일반적 조건에서 알루미늄 에칭을 

진행한 결과, 알루미늄 표면에 에치 피트 사이즈가 다양하게 형성되

었지만 epoxy 보호층이 존재하면 전기화학적 에칭 후 알루미늄 표면

에 균일한 에치 피트가 생성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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