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ym. Korea, Vol. 45, No. 2, pp. 314-321 (2021)
https://doi.org/10.7317/pk.2021.45.2.314

ISSN 0379-153X(Print)
ISSN 2234-8077(Online)

Carborane을 이용한 PS-b-P2VP 블록공중합체 나노패턴의 식각 저항성 향상
홍성우 · 최홍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친환경융합소재부문, *공주대학교 신소재공학부
(2021년 1월 9일 접수, 2021년 1월 28일 수정, 2021년 2월 1일 채택)

Carborane Reinforced PS-b-P2VP Block Copolymer Nanopatterns
Sung Woo Hong and Hong Kyoon Choi*,†
Green and Sustainable Materials R&D Department, 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Cheonan, Chungnam 31056, Korea
*Division of Advanced Materials Engineering, Kongju National University, Cheonan, Chungnam 31080, Korea
(Received January 9, 2021; Revised January 28, 2021; Accepted February 1, 2021)
초록: 블록공중합체를 이용한 저비용, 고효율 나노패턴 제조 기술은 다양한 분야에 활용성을 가지고 활발히 연구되

고 있다. Polystyrenre-b-poly(2-vinyl pyridine)(PS-b-P2VP) 블록공중합체는 패턴 정렬의 용이성, 대면적 배향 가능,
금속 치환 가능 등의 장점으로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블록공중합체이지만 유기물로만 구성되어 있기에 패턴 전사에
필요한 식각 선택도(etching selectivity)가 부족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간단한 공정으로 carborane 화
합물을 PS-b-P2VP의 P2VP 블록에 선택적으로 도입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여 P2VP 블록의 식각 저항성을 크
게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였다. 이 연구 결과는 유기물로만 이루어진 대부분의 블록공중합체의 낮은 식각 선택도
문제를 극복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며 향후 블록공중합체의 다양한 나노 패턴 주형으로서의
활용성을 더욱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Block copolymers self-assembly has been intensively studied because they offer a simple and low-cost
nanopatterning method which can be applicable in various fields. Polystyrene-b-poly(2-vinyl pyridine) (PS-b-P2VP) is
one of most commonly used block copolymer due to its advantages such as easy control of pattern morphology, largearea orientation, and simple process for metal substitution. However, since it is composed of only organic polymers, it
has insufficient etching selectivity between two blocks required for pattern transfer. In this study, we show that with a
simple process, carborane compound can be selectively introduced into the P2VP domain of PS-b-P2VP which can significantly improve the etching resistance of the P2VP block. This result can provide important clue to solve the common
problem of low etching selectivity in block copolymers composed of organic materials, and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the usefulness of block copolymers as various nanolithographic templates could be further expanded.
Keywords: block copolymer, nanopattern, nanolithography, carborane, etching selectivity.

서

론

소그래피를 대체할 차세대리소그래피로서 주목받으며 꾸준히
연구되어 왔다.6,9-11 블록공중합체의 나노 패턴은 일반적으로
두 종류의 고분자 블록이 미세 상분리를 통해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리소그래피의 마스크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
나의 블록을 제거하는 공정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블록공중합체의 구성 고분자를 선정할 때에는 고분자
블록의 분리를 위한 비상용성(χ: Flory-Huggins 상호작용 계
수)을 고려함과 동시에 블록들 중 하나의 블록을 쉽게 제거할
수 있는 선별적 식각 가능 여부가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블록공중합체의 두 구성 고분자 블록 간
의 식각 저항성의 대비를 확보하기 위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
되어 왔다. 예를 들면, 리소그래피로 많이 연구되고 있는 poly
(styrene-b-methyl methacrylate)(PS-b-PMMA) 블록공중합체

블록공중합체는 구성하는 고분자 블럭의 비상용성에 기인
하는 미세 상분리 현상을 이용하여 규칙적인 나노 구조체를
저비용, 대면적으로 제조할 수 있는 장점으로 인해 멤브레인
필터1,2 및 에너지 전자 소자,3-6 플라즈모닉 센서7,8 등 다양한
한 분야에 활용성을 가지고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특히 블
록공중합체는 박막형태로 제조되면 블록공중합체가 갖는 미
세 패턴을 기판으로 전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포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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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는 자외선 조사 시 PS 블록은 가교되고 PMMA 블록
은 사슬이 절단되는 현상을 이용하여 UV 조사 후 PMMA의
선택적 용매인 acetic acid를 사용하여 PMMA 블록을 제거
하고 PS 블록만 남겨 리소그래피 마스크로 이용하였다.12,13 하
지만, 위와 같은 용매를 사용하는 습식 식각의 경우 패턴의
거칠기(roughness)가 커지거나 종횡비가 높은 패턴의 경우 습
식 식각 공정 중 모세관 현상에 의해 무너지는 등 미세 패턴
제조에는 불리한 방식이어서 건식 식각이 더 선호된다. 블록
공중합체의 건식 식각의 경우 일반적으로 O2 reactive ion
etching(RIE)를 사용하여 유기 고분자 블록을 제거하게 되며
유기물 만으로 구성된 보통의 블록공중합체의 경우, 두 블록
간의 식각 선택성이 크지 않아 리소그래피를 위한 마스크로
써 사용성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
여 식각 저항성이 큰 무기물을 한쪽 블록에 도입하여 블록공
중합체의 식각 선택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
되었다. Gopalan, Nealey 연구팀에서는 polyhedral oligomeric
silsesquioxane(POSS)를 포함하는 블록공중합체를 합성하여
자기조립을 통한 미세 패턴에 잘 형성됨을 보였고 POSS를
포함하는 블록이 다른 유기 블록에 비해 충분히 큰 식각 저
항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고하였다.14,15 하지만, 이러한 경우는
블록공중합체의 합성 단계가 복잡해지고 사용할 수 있는 고분
자의 종류에도 제한을 받게 된다. 또 다른 연구로는 POSS와
같은 크고 복잡한 형태의 무기물이 아닌 polydimethylsiloxane
(PDMS)와 같이 Si가 포함되어 있는 블록을 도입하여 식각
저항성을 향상시키는 연구도 많이 진행되었다.16-18 PS-b-PDMS
블록공중합체의 경우에는 O2 RIE에 의해 PS 블록이 쉽게 식
각되는 반면 PDMS 블록은 Si가 포함되어 있어 O2 RIE에 의
해 SiOx가 형성되어 식각 저항성이 확보되어 패턴 전사가
공정을 용이하게 진행할 수 있다.19-21 하지만, PS와 PDMS의
큰 표면 에너지 차이(γPS~40.7 mN·m-1, γPDMS~20.4 mN·m-1)
로 인해 PDMS가 항상 필름 표면에 층을 이루기 때문에 기
판에 수직 배열의 실린더나 라멜라 같은 구조를 얻기가 어렵
다는 한계점이 있다.22 Darling 연구팀에서는 ALD(atomic layer
deposition) 공정을 이용하여 PS-b-PMMA 블록공중합체의
PMMA 블록 내에 Al2O3를 성장시켜 PMMA의 식각 저항성
을 향상시키는 연구를 보고하였다.23-25 합성 단계가 아닌 블
록공중합체 필름을 형성한 후 무기물을 도입할 수 있다는 장
점이 있지만 복잡한 진공 공정이 필요하다.
Polystyrene-block-Poly(2-vinyl pyridine)(PS-b-P2VP) 블록
공중합체는 가장 널리 연구된 블록공중합체 중 하나로 PS-bPMMA 블록공중합체 대비 Flory-Huggins 상호작용 계수 계
수 값이 크며(PS-b-PMMA ~0.06, PS-b-P2VP ~0.18),26,27
특별한 표면 브러쉬 처리 없이도 실린더 구조의 수직, 수평
배열 조절이 용이하고 전단응력을 통한 대면적 패턴 정렬이
가능한 점 등의 장점이 있다.28,29 또한 P2VP 블록을 금속으
로 치환할 수 있어 금속 나노선 및 금속 나노입자 패턴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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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할 수 있기에 그 활용 분야가 아주 넓다.30,31 하지만, PS-bP2VP 블록공중합체 자체는 유기 고분자로만 구성되어 있기
에 두 블록 간의 식각 선택도가 작아 리소그래피로의 응용에
는 한계가 있다. 물론 P2VP 블록을 금속으로 치환하면 식각
선택성이 높아지지만 금속 이온은 반도체 공정의 주요 오염
원으로 작용할 수 있기에 리소그래피 마스크로 사용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15 Russell 연구팀에서는 선택적 용매를 이용해
P2VP 블록을 선택적으로 팽윤시켜 이 블록의 밀도를 낮게
하게 하면 식각 속도가 빠르게 되어 식각 선택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연구를 보고하였다.32 하지만, 고분자 블록의 화학
적 변화 없이 밀도 조절만으로 이루는 식각 저항성 향상에는
그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PS-b-P2VP 블록공중합체의 P2VP 블록에
붕소를 포함하는 무기물인 carborane을 도입하여 식각 선택
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때 carborane은
합성단계에 도입되는 방법이 아닌 기존의 PS-b-P2VP 블록공
중합체를 이용하여 나노패턴을 제조한 후 carborane 용액에
침지시켜 P2VP 블록과 carborane 간의 2차 결합을 유도시키
는 아주 간단한 공정을 통해서 식각 저항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실

험

0.8 wt%의 polystyrene-block-poly(2-vinyl pyridine)(PS-bP2VP, Mn=40-b-18 kg/mol, Polymer Source Inc., Canada),
toluene 용액을 실리콘 기판 위에 3000 rpm으로 스핀코팅하
여 약 55 nm 두께의 필름을 제조한다. 100 mL의 유리 바이
알 바닥에 THF 용매 0.3 mL를 넣고 준비된 PS-b-P2VP 필
름을 THF가 직접 닿지 않게 위치시킨 후 뚜껑을 덮고 2시간
동안 상온에서(25 oC) 용매 어닐링을 진행한다.
m-Carborane-1,7-dicarboxylic acid(CBDA, Sigma-Aldrich,
USA)를 에탄올에 녹여 0.5~3 wt%의 CBDA 용액을 제조한
후 여기에 용매 어닐링을 마친 PS-b-P2VP 필름을 침지시켜
CBDA와 P2VP 사이의 수소결합을 유도한다. 10분~1시간 후
에 PS-b-P2VP 필름을 꺼낸 후 에탄올로 린스를 한 후 질소
건으로 건조시킨다. P2VP 블록의 선택적 팽윤을 통한 surface
reconstruction을 위해서는 용매 어닐링을 진행한 PS-b-P2VP
필름을 에탄올에 30분간 담근 후 꺼내어 질소건으로 남아 있
는 용매를 빠르게 건조시킨다.
식각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P2VP 필름은 1 wt% P2VP(Mn
=106 kg/mol, Polymer Source Inc., Canada), 에탄올 용액을
스핀코팅하여 필름을 제조 후 용매를 propylene glycol
monomethyl ether acetate(PGMEA)를 사용하여 제조한 1 wt%
CBDA 용액에 1시간 동안 침지시킨 후 꺼내어 PGMEA로 린
스 후 건조시켰다. 모든 공정은 상온(25 oC)에서 진행하였다.
식각은 준비된 PS-b-P2VP 필름을 O2(90 W, 10 sccm)의 조
Polym. Korea, Vol. 45, No. 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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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에서 정해진 시간동안 RIE(Tergeo, PIE Scientific, USA)를
하여 진행한다. 필름 표면 모폴로지는 SEM(Sigma500, Carl
Zeiss, Germany)을 이용하여 관찰하고 표면 성분 분석은 XPS
(K-Alpha, Thermo fisher scientific, source: Al K, USA)을
이용하였다. 패턴의 선폭과 주기는 각 조건에서 얻은 2.3 μm×
1.6 μm 면적의 SEM 이미지 분석을 통하여 측정하였다. 선폭
의 경우 이미지 마다 20군데의 지점을 측정하여 평균하였고
주기의 경우 5군데 지점에서 10개의 실린더를 묶어서 폭을
측정하고 평균한 후 주기로 환산하였다. P2VP 필름의 두께
는 SEM cross section 이미지를 통해 측정하였다.

결과 및 토론
실험에서 사용된 블록공중합체는 분자량이 40-b-18 kg/mol
인 PS-b-P2VP로 주기가 약 39 nm인 실린더 모폴로지를 형
성하는 블록공중합체이다. Toluene 용매를 사용하여 0.8 wt%
의 PS-b-P2VP 용액을 제조하여 실리콘 기판에 약 55 nm의
두께로 스핀코팅 후 THF로 용매 어닐링 공정을 진행하면 PS
가 매트릭스이고 P2VP가 기판에 평행한 실린더 형태의 나노
구조체를 가지는 필름이 형성된다(Figure 1(b-i)). 이후에 패
턴 전사를 위해서는 한 블록을 선택적으로 식각한 후 리소그
래피 마스크로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PS 블록과 P2VP 블
록은 둘 다 유기물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O2 RIE에 대

Figure 1. (a) Chemical structures of PS-b-P2VP and CBDA; (b)
schematic illustration of O2 RIE process of PS-b-P2VP film (i)-(ii)(iii) without CBDA treatment, and (iv)-(v)-(vi) with CBDA treatment.
폴리머, 제45권 제2호, 2021년

한 선택적 식각성이 없어서 Figure 1(b)의 (i)-(ii)-(iii) 그림에
서 묘사한 바와 같이 미세패턴이 발현되지 않는다. 그 실험
결과를 Figure 2(a)에 나타내었다. Figure 2(a-i)과 2(a-ii)는 실
린더 모폴로지가 형성된 PS-b-P2VP 필름을 O2 RIE로 각각
60초, 90초 식각한 후 SEM으로 관찰한 결과이다. 60초 식각
경우는 필름이 거의 제거되고 패턴의 흔적만 겨우 관찰할 수
있는 수준이고 90초 식각의 경우는 필름에 아무것도 남아 있
지 않은 모습이었다. PS와 P2VP 블록 사이의 O2 RIE에 대
한 식각 선택성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Carborane은 붕소와 탄소, 수소 등이 입체적인 구조를 이루
고 있는 클러스터 화합물로 자외선(UV) 특히 극자외선(EUV)
에 대한 투과도가 높기에 리소그래피용 레지스트 등으로도
활용성이 많은 물질이다.33,34 본 연구에서는 Figure 1(a)에 보
인 것처럼 산 형태의 carborane dicarboxylic acid(CBDA)와
P2VP 블록 간의 수소결합을 유도하여 P2VP 블록의 식각 저
항성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Figure 1(b)의 (i)-(iv)-(v)-(vi)의
과정은 본 연구의 개념을 간략히 나타내고 있다. Figure 1(b)
(i)와 동일한 공정으로 PS-b-P2VP 미세 상분리 구조를 얻은
후 CBDA/에탄올 용액에 PS-b-P2VP 필름을 침지시켜 CBDA
와 P2VP 블록 사이의 수소결합을 유도하였다. 비슷한 원리
로 PS-b-P2VP나 PS-b-P4VP 블록공중합체 용액에서 특정화
합물과 P2VP나 P4VP 블록의 선택적 수소 결합을 유도하여
해당 블럭의 부피를 크게 하여 블록공중합체의 주기나 모폴
로지를 변화시키는 연구 결과들은 보고된 바 있다.35,36 본 연
구에서는 용액 상태가 아닌 상 분리가 이루어진 필름 상태에
서 수소결합을 유도하였다. 이를 위해 P2VP의 선택적 용매
인 에탄올을 CBDA의 용매로 사용하여 필름 내의 P2VP 사
슬이 에탄올에 의해 선택적으로 팽윤되어 CBDA 분자가 P2VP
사슬 사이로 쉽게 확산되어 둘 사이의 수소결합을 쉽게 이룰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때 PS 블록은 에탄올에 의해 팽윤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되는 PS-b-P2VP 블록공중합체의 주기 및
모폴로지를 유지한 채 간단한 침지 공정만으로 CBDA 도입
을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Figure 2(b-i)~(b-vii)는 1% CBDA 용액에서 1시간 동안 침
지 처리한 PS-b-P2VP 블록공중합체 필름을 각 0초, 60초, 90
초, 120초, 180초, 300초, 600초 동안 O2 RIE로 식각한 후
SEM으로 관찰한 것이다. CBDA처리를 하지 않은 PS-b-P2VP
필름은 Figure 2(a-i), Figure 2(a-ii)처럼 식각 시간 60초, 90
초만에 PS 블럭과 P2VP이 구분 없이 모두 제거되는 반면
CBDA 처리한 필름은 O2 RIE 식각 60초(Figure 2(b-ii)), 90
초(Figure 2(b-iii)) 후에도 P2VP 상이 또렷하게 남아있는 것
을 확인할 수 있고 O2 RIE 식각 시간을 더 늘려 300초, 600
초 후에도 P2VP 선이 얇아졌지만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Figure 2(c-i)~(c-v)는 CBDA 용액이 아닌 순수한 에
탄올에 30분간 침지시킨 후 O2 RIE 식각을 0초, 60초, 90초,
120초, 150초 진행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 다. Russell 연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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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SEM images of (a) PS-b-P2VP film without any treatment after O2 RIE for (a-i) 60 s, (a-ii) 90 s; (b) CBDA reinforced PS-b-P2VP
film after O2 RIE for (b-i) 0 s, (b-ii) 60 s, (b-iii) 90 s, (b-iv) 120 s, (b-v) 180 s, (b-vi) 300 s, (b-vii) 600 s; (c) PS-b-P2VP film with ethanol
treatment after O2 RIE for (c-i) 0 s, (c-ii) 60 s, (c-iii) 90 s, (c-iv) 120 s, (c-v) 150 s. Scale bars are 200 nm.

에서 제시했던 바와 같이 PS-b-P2VP 블록공중합체 필름을
에탄올과 같은 선택적 용매에 침지시킨 후 건조하면 팽윤되
었던 P2VP 블록이 다시 수축하면서 실린더 내부에 공간이
생기면서 표면 모폴로지가 변화하는 surface reconstruction 현
상이 일어난다.32 Figure 3(c-i)에서 볼 수 있듯이 P2VP 실린
더 내부의 빈 공간이 표면까지 노출되며 surface reconstruction
이 진행된다. 이 상태에서 O2 RIE 식각을 진행하면 P2VP 블
록의 밀도가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PS 블록 대비 O2 RIE
식각 저항성이 낮아서 P2VP 영역이 식각되고 PS 영역이 남
아있게 된다(Figure 3(c-ii)).32 PS-b-P2VP 필름을 CBDA 처리
를 하는 과정에서 surface reconstruction을 위해 사용하였던
용매와 동일한 용매인 에탄올을 사용하였지만 Figure 3(b-i)에
서 볼 수 있듯이 CBDA 처리 과정에서는 surface reconstruction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P2VP 블록이 에탄올에 의해
팽윤되었지만 CBDA 분자가 팽윤된 사슬 사이에 들어가 P2VP

와 결합하여 부피를 차지하기 때문에 용매의 건조에 의한
P2VP 블록의 급격한 부피 수축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인 것
으로 여겨진다. 물론 CBDA처리로 인해 P2VP 실린더의 부
피 팽창은 어느정도 발생하겠지만 이는 전체적인 선형패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30
아무 처리하지 않은 PS-b-P2VP 필름과 에탄올 침지 처리
를 한 PS-b-P2VP 필름의 O2 RIE 60초 식각 후의 표면 모폴
로지를 비교하면(Figure 2(a-i) vs Figure 2(c-ii)) 에탄올 처리
한 필름의 식각 선택성이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
만, 에탄올 처리한 샘플도 O2 RIE 90초 식각부터는 선 패턴
의 경계가 확실하지 않은 것이 보이고 120초 식각 처리 후에
는 패턴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이는 CBDA 처리를 하고
같은 시간 O2 RIE 식각 처리를 한 샘플과 비교하였을 때 에
탄올 처리를 통한 식각 선택성 향상의 효과는 한정적이고
CBDA처리를 통한 PS-b-P2VP 필름의 식각 저항성 및 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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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a) Plot of P2VP line width of three different PS-b-P2VP films vs O2 RIE time. Inset indicates pattern periodicity of three different
PS-b-P2VP films after O2 RIE for 60 s; (b) plot of thickness of CBDA treated P2VP film and P2VP film without treatment vs O2 RIE time;
(c) XPS data of CBDA treated PS-b-P2VP films after O2 RIE for 60 s.

선택성 향상 효과가 훨씬 우수함을 보여준다.
Figure 3(a)는 아무 처리 안한 샘플, 에탄올 처리한 샘플,
CBDA 처리한 샘플 간의 시간에 따른 O2 RIE 식각 정도를
비교하기 위해 식각 시간에 따른 선폭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아무 처리하지 않은 샘플은 Figure 2(a)에서 보인 바와 같이
O2 RIE에 대한 식각 선택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선폭을 0으
로 나타내었다. 에탄올로 처리한 샘플은 O2 RIE 60초 식각
후 선폭이 약 30 nm, 90초 식각 후에는 선폭이 약 28 nm로
측정되었고 120초 식각 후에는 선패턴이 거의 남아있지 않
았다. 이 때 90초 식각한 샘플의 경우(Figure 2(c-iii))에는 선
패턴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패턴 전사를 위한 마스크로의 사
용은 어려운 상태이다. CBDA 처리한 샘플의 경우에는 O2
RIE 60초 식각 후에는 선폭이 약 22 nm, 90초 식각 후에 약
17 nm, 120초 후 약 15 nm, 180초 후 13.5 nm로 선폭이 식각
시간에 따라 점진적으로 줄어들어 식각 시간을 통해 선폭을
조절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150초 식각 후(Figure
2(b-v))에도 패턴 전사를 위한 마스크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
로 선패턴이 명확하게 남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가지 조
건의 PS-b-P2VP 필름(아무 처리 안한 샘플, 에탄올 처리한
샘플, CBDA 처리한 샘플)을 모두 O2 RIE 60초 식각 후 주
기를 측정한 결과 Figure 3(a) inset 그래프에서 보인 바와 같
이 모두 약 39 nm로 거의 동일하게 측정되어 CBDA 처리 후
에도 PS-b-P2VP 패턴 주기는 변화 없이 유지됨을 확인할 수
있다.
CBDA에 의한 P2VP의 식각도(etch rate) 변화를 직접적으
로 확인하기 위해 순수 P2VP 필름을 제조 후 CBDA 처리한
샘플과 안한 샘플의 식각에 따른 두께 변화를 측정하였다. 이
때 순수 P2VP 필름은 에탄올 용매에 녹기 때문에 CBDA는
용해시키면서 P2VP는 녹이지 않는 PGMEA 용매를 사용하
여 1 wt% CBDA 용액을 제조하였다. PGMEA는 에탄올에
비해 P2VP 사슬을 덜 팽윤시키기에 CBDA의 사슬 내 침투
효과는 약해질 수 있어 블록공중합체 실험과는 차이가 발생
할 수 있다. Figure 3(b)에 두가지 샘플의 식각에 따른 두께
폴리머, 제45권 제2호, 2021년

변화를 측정하여 나타내었다. 아무 처리하지 않은 P2VP 필
름의 식각도는 평균적으로 약 0.25 nm/sec로 나타났고 CBDA
처리한 P2VP 필름의 식각도는 평균적으로 약 0.12 nm/sec로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CBDA 처리한 P2VP 필름의 식각에
따른 두께 변화를 자세히 살펴보면 처음 60초 동안 필름 두
께 감소가 빠르고 그 이후는 완만하게 감소함을 볼 수 있다.
이는 초기 식각 기간 동안 유기물인 P2VP가 식각되어 없어
져 필름두께가 빨리 감소하고 그 이후에는 무기물인 CBDA
성분이 남아 식각도가 더욱 낮아지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CBDA를 용액 침지 방법으로 도입하였을 때 CBDA가 필
름 내부까지 잘 도입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샘플 표면
을 식각 후에 성분 분석을 진행하였다. 앞선 실험 방법과 동
일하게 용액 어닐링으로 미세 상분리까지 진행시킨 PS-bP2VP 블록공중합체 필름을 1% CBDA/에탄올 용액에 1시간
동안 침지시킨 후 순수 에탄올로 세척 후 O2 RIE로 60초 식
각한 샘플을 XPS를 이용하여 표면의 붕소 성분을 분석하였
다. XPS에서 나타나는 붕소의 1s 피크는 강도가 아주 약하
고 실리콘의 2s 피크와 겹쳐 관찰이 어렵기 때문에 붕소의
KLL Auger 피크를 관찰하였다.37 그 결과 Figure 3(c)에서 볼
수 있듯이 1310 eV 부근에서 나타나는 붕소의 KLL Auger
피크가38 관찰됨을 확인하였고 이는 carborane이 필름 내부까
지 잘 침투되어 있음을 나타내준다.
이번에는 CBDA 용액 침지 방법의 최적 실험 조건을 찾기
위해 CBDA 용액의 농도 및 침지 시간을 변화시켜 P2VP의
식각 저향성 향상 정도를 비교하였다. CBDA 용액의 농도는
각각 1%, 0.5%, 침지 시간은 상온에서 1시간, 30분, 10분으
로 변화시켜가며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모든 샘플은 동일하게
O2 RIE 180초 식각 후 SEM으로 남아 있는 패턴을 관찰하였
다. Figure 4에서 볼 수 있듯이 1% CBDA 용액을 사용할 때
는 침지 시간을 30분(Figure 4(b))까지 줄여도 1시간 침지한
샘플(Figure 4(a)과 거의 차이가 없이 P2VP의 식각 저항성이
유지되었다. 하지만, 침지 시간은 10분까지 줄이게 되면 Figure
4(c)에서 볼 수 있듯이 30분 동안 처리한 샘플에 비해 남아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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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SEM images of PS-b-P2VP film surface morphology after CBDA treatment at different CBDA concentration and immersion time
(a) 1 wt% of CBDA solution for 1 h; (b) 1 wt% of CBDA solution for 30 min; (c) 1 wt% of CBDA solution for 10 min; (d) 0.5 wt% of CBDA
solution for 1 h; (e) 0.5 wt% of CBDA solution for 30 min; (f) 0.5 wt% of CBDA solution for 10 min. All samples are etched with O 2 RIE
for 180 s. Scale bars are 200 nm.

는 선 패턴의 선명도가 크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CBDA
용액의 농도를 0.5%로 줄여서 실험을 하면 침지를 1시간 동
안(Figure 4(d)) 하여도 1% CBDA 용액으로 처리한 샘플에
비해 P2VP의 식각 저항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음을 볼 수
있었다. 0.5% CBDA 용액에서 30분(Figure 4(e)), 10분(Figure
4(f)) 동안 처리한 필름의 경우에는 식각 후 남아 있는 선폭
이 더 가늘고 선 패턴들이 중간 중간 많이 끊겨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결과들로 미루어 보아 PS-b-P2VP 블록공중합체
필름을 농도 1% 이상의 CBDA 용액에서 30분 이상 침지시
켰을 때 CBDA와 P2VP 블록 간 수소 결합이 충분히 진행되
어 높은 수준의 P2VP의 식각 저항성이 확보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

론

PS-b-P2VP 블록공중합체는 패턴 정렬의 용이성, 대면적 배
향 가능, 금속 치환 가능 등의 장점으로 범용적으로 사용되
는 블록공중합체이지만 PS와 P2VP 사이의 식각에 대한 선
택도가 부족하여 패턴 전사에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간단한 공정으로 PS-b-P2VP 블록공중합체 자기조립 나노패
턴의 식각 선택도를 향상시키는 공정을 제시하였다. CBDA
는 붕소를 함유한 무기물 화합물로 P2VP 블록과 수소결합을
이룰 수 있어서 PS-b-P2VP의 P2VP 블록의 식각 저항성을
선택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CBDA를 PS-b-P2VP 블록공
중합체에 도입하는 공정은 어닐링을 통해 상분리가 완료된

필름 형태로 CBDA 용액에 침지시키는 방법으로 진행되었고
용매로 사용된 에탄올이 P2VP 사슬을 선택적으로 팽윤시켜
CBDA가 P2VP와 용이하게 결합할 수 있었다. O2 RIE 식각
실험을 통해 CBDA 처리한 샘플의 식각 선택도가 크게 향상
됨을 확인하였다. 이 방법은 기존에 합성 단계에서 무기물을
도입하는 방법이나 필름상태에서 ALD 공정을 통해 무기물
을 도입하여 식각 선택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비해 공정 편
의성 및 경제성이 크게 개선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향후 본
연구에서 제시된 방법의 실제적 활용을 위해서는 CBDA로
강화된 P2VP 블록을 마스크로 사용하여 종횡비가 높은 패턴
을 실제로 구현하는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 할 것이며, 추가
로 CBDA 뿐 아니라 다양한 무기화합물을 도입하여 식각 저
항성을 더욱 높일 수 있는 연구 등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무기화합물의 선택적 결합을 통한 식
각 저항성 향상 방법은 비단 PS-b-P2VP 뿐 아니라 유기물로
만 이루어진 대부분의 블록공중합체의 낮은 식각 선택도 문
제를 극복하는데 많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블
록공중합체를 이용한 리소그래피 연구에서 블록을 구성하는
고분자 선택의 자유도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며 이는 블
록공중합체의 다양한 나노 패턴 주형으로서의 활용성을 더욱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18년 공주대학교 학술연구지원사
업의 연구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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