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노미터 수준에서 전기전도성을 검사하는 도구와

차세대의 전기, 광학, 센서(sensor) 기술의 요소로써

나노와이어(nano wire)는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이러한나노와이어를가로선폭이100nm 이하, 길

이가 마이크로미터 규모(scale)가 되도록 만들기 위

한많은기술이개발되어왔다. 

현재까지 소개된 나노와이어 제조는 리소그래피

(lithography), 템플레이트(template)를 이용한 증착,

직접적인 화학적 합성의 3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광학 리소그래피 기술은 기판위에 복잡한 형태의 패

턴이가능한장점이있으나, 선폭이매우좁은와이어

를 만들기 위해서는 느리고 연속적인 공정이 필요하

다. [그림 1]의 (A)에서처럼, 노광과 현상 공정은 와

이어의 균일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림 1]의

(B)와 같이 템플레이트를 이용하는 방법은 나노다공

성막을템플레이트로사용하여나노와이어를만들수

있으나, 나노와이어 형태가 템플레이트의 형상에 의

해매우제한된다. 

UC Irvine의 Menke 등은 템플레이트를 이용하는

기술과 리소그래피의 장점을

결합한 ‘리소그래피로패턴된

나노와이어의 전기증착

(lithographically patterned

nanowire electrodepostion)’

방법을 사용하여, 20nm 정도

로 작은 폭과 두께를 가진 복

잡한형상의다결정의금속와

이어를연속적으로만들었다. 

우선포토레지스트(photo-resist) 하부에Ni 박막을

가진기판을포토리소그래피를이용하여패터닝을한

다. 노출된 Ni은 산화 포텐셜을 이용하여 전기화학적

으로 제거되어 [그림 1]의 (C)에서처럼, 포토레지스

트패턴아래의undercut을형성시킨다. 수직적으로

노출된 Ni 표면은 귀금속의 증착에서 전극으로 사용

되며, undercut은최종적인나노와이어폭의상한을

결정한다. 기판과 노출된 포토레지스트는 귀금속 나

노와이어의 전기화학증착에 대한 템플레이트로 사용

되고, 나노와이어 증착이 완료되면 포토레지스트는

제거되며남아있는Ni은질산을이용하여식각된다. 

이 기술은 복잡한 형태의 interconnect designs,

sensor system, plasmonic waveguide, 그리고 매우

복잡한 표면 패터닝을 포함한 많은 분야에 적용될 수

있다. 또한 귀금속 뿐 아니라 광범위한 물질(material

system)을 다양한 길이와 넓은 면적을 가진 나노 규

모(scale)로 패턴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Nature

Materials, Vol. 5, p. 91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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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hography로 패턴된 나노와이어의 전기증착

그림 1. 나노와이어 제조 방법 (A) 리소그래피를 이용한 나노와이어 제조 (B) 템플레이
트를 이용한 나노와이어 제조 (C) 리소그래피로 패턴된 나노와이어 전기증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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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몇년사이에나노기술이눈부신발전을거듭

하면서 미래형 재료로 각광받는 세라믹 역시 나노수

준으로 제조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세라믹

재료는 주로 고온에서 많이 제조되는데 이러한 조건

에서는나노수준의설계에많은제한이있다. 이에스

스로 정렬된 나노구조를 형성하는 자기조립(self-

assembly)기술이많이연구되고있다. 현재까지는형

판에 self-assembled surfactant나 유기 공중합체

(BCPs, block copolymers)같은 세라믹 형성 전구체

를 첨가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었으나, 이는 제조과정

중의 미세한 변화에도 마이크로 상 분리, 나노수준의

정렬손실, 형상의 불규칙한 변화 등의 결함이 발생하

는단점이있다. 다시말하여안정된조건에서나노세

라믹을만들수없게된다.

GE Global Research Center의Malenfant 등은이

러한 단점을 극복하고자 polynorbornene-decaborane

의하이브리드유기-무기BCP로이루어진새로운세

라믹 전구체를 사용하여 배열이나 형상을 쉽게 조절

할수있는나노세라믹제조법을개발하 다. 특히이

연구팀은 나노구조의 boron carbonitiride와 meso

porous boron nitride 합성에 대하여 연구하면서 이들

물질의표면적을가장크게제조할수있는방법을모

색하 다. 

[그림 1]에서보는바와같이두개의서로다른고

분자가 하나의 공유결합을 이루고 있는 공중합 고분

자를 자기조립하여 원하는 형상으로 배열할 수 있다.

이 연구팀은 polynorbornene(PNB)와 decaborane

(PDB)로 이루어진 공중합체를 THF 또는 CHCl3의

용매상에서 자기조립시켜 원통형 또는 판형 구조로

배열하 다. 자기조립된 BCP를 암모니아 대기에서

1000℃로 열분해 하면 유기 PNB 블록만이 분해되어

시스템에서 제거되고 PDB는 boron nitride로 전환하

여 배열된 그대로의 형상을 유지하되 고온 내구성 세

라믹의 특성을 지니게 된다. [그림 2]는 이러한 과정

을 통하여 만들어낸 나노세라믹 재료의 미세구조를

TEM을 이용하여 관찰한 것이다. 이 연구결과는 나

노세라믹 배열을 매우 정확한 형상으로 표현할 수 있

음을 보여준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나노수준의 세라

믹을전구체로부터직접제조할수있으며이는항공,

우주 등 다양한 세라믹 응용분야에 큰 파급효과를 미

칠것으로기대된다[Nature Nanotechnology, Vol. 2,

p. 43(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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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무기 블록 공중합체의 자기조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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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BCP의 자기조립 과정. 그림 2. 자기조립된 나노세라믹의 TEM 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