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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연도에서는 양성자 빔이 조사된 실리콘 기판에서 형성된 저항막을 이용하여 생체 및 

나노 물질의 선택적 흡착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로, 실리콘 기판 위에 금속 마스

크 및 nanospheres 배열을 마스크로 이용하여 양성자 빔 조사를 통해 실리콘 기판에 실리

콘 산화 패턴을 형성하였다. 양성자 빔은 실리콘 기판의 물리적·화학적 특성을 변화를 유도

하였고, 이렇게 형성된 실리콘 산화 패턴은 HF 용액에 식각되지 않는 결과를 보였다. 따라

서 한 기판 위에서 친수성과 소수성을 모두 나타내는 기판을 형성할 수 있었으며, 이를 응

용하여 물에 쉽게 분산되는 은 이온 및 Fe-Mo 입자를 선택적으로 기판위에 환원 또는 흡

착시켰으며, 흡착된 Fe-Mo입자를 촉매로 사용하여 기판위에서 CNTs를 선택적으로 성장

시켰다. 

   

색  인  어

한  
 양성자 빔, 선택적 흡착, 탄소나노튜브, 폴리스타이렌 나노 링 패턴,  실리콘 산

화 점 구조물 

  어
 Proton beam, selective adsorption, Carbon Nanotubes, PS nanoring 

pattern, Silicon oxidated nano dot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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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양성자 빔 조사에 의해 개질된 지스트 의 선택  나노바이오 물질흡착과 나노 구조물 

형성

Ⅱ. 연구개발의 목   필요성

본 연구과제의 목 은 양성자 빔을 이용하여 실리콘 기 에 다양한 나노 패턴을 형성하고 

이러한 패턴을 이용하여 생체  나노 물질의 선택  흡착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최근 들어 나노공학(NT), 생명공학(BT), 그리고 정보공학(IT)이 결합되어 무수히 많은 작

은 기능성 구조물들로 집 화된 소형 소자 개발에 많은 연구 개발이 이루어져 왔다. 소형 

반도체 소자를 기반으로 하는 정보 자 소자와 질병을 효과 으로 진단  치료하기 한 생

체칩(Bio-chip)의 개발이 표 이라 하겠다. 기 에 작은 구조물들을 형성하는데 있어 리

소그래피(optical lithography)의 분해능 한계로 인하여 최근에 다양한 패턴 형성 기술이 소개

되었다. 표 인 리소그래피 기술의 하나인 원자힘 미경(atomic force microscope)을 이용

한 나노패터닝 기술은 10 nm 정도의 곡률 반경을 가진 탐침(probe)을 이용하여 표면을 국부

으로 개질함에 의해 50 nm 이하의 패턴을 손쉽게 형성할 수 있다. 기  표면 특성은 나노 

패턴을 형성하는데 있어 가장 요한 인자들  하나로 여겨져 왔으며, 표면 특성 개질을 

해 자기조립 단분자막(self-assembled monolayer)과 고분자 항막(polymer resist layer) 같은 

유기물 박막을 사용하고 있다. 양성자 빔은 기 과 기  표면의 물리 , 화학 , 기  특성

을 개질하는데 효과 인 도구로 사용되어 온 반면에 빔 조사를 통하여 표면 개질을 이용한 나

노패터닝 연구와 양성자 빔이 조사된 기 에서의 나노  바이오 물질의 흡착특성 연구는 국

내▪외를 통틀어 연구된 바가 거의 무하다. 한 패턴화된 지역에 탄소나노튜   단백질 

등의 나노  생체 물질의 선택 인 흡착 기술 개발은 나노 패턴을 이용한 실질 인 소자개발

로 이어질 것이다. 국내에 보편화되지 않은 양성자 련 원자력기술을 국가의 장기 핵심과

제로 추진하는 NT  BT 련 기술에 직 으로 활용함으로서, 향후 양성자 가속기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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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 독립 인 주요 핵심기반기술들을 상호 연결시키는 매개기술로 국내 과학기술계에 자리 

잡아, 원자력이 궁극 으로 과학/산업계에 심 기반기술로 자리 잡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범

양성자  이온빔 조사에 의해 개질된 항막을 이용한 생체  나노물질의 선택  흡착

-  나노 티클 배열을 마스크로 이용한 양성자 빔에 의한 나노 패턴 형성

-  패턴상에 생체  나노물질의 선택  흡착

-  생체  나노 물질과 개질된 표면과의 흡착특성 연구

Ⅳ. 연구개발결과

1. 나노 티클 배열을 마스크로 이용한 양성자 빔에 의한 나노 패턴 형성

- Nanosphere 리소그래피를 이용하여 실리콘 기 에 면 의 균일한 polystyrene 

nanosphere 배열를 형성하 다. 면 의 polystyrene nanosphere 배열을 마스크로 이용

하여 양성자 빔을 조사함으로써 동일한 실리콘 기 에 다양한 형태의 실리콘 산화 구조

물 패턴과 polymer nanoring 패턴을 형성하 다. 

2.  패턴상에 생체  나노물질의 선택  흡착

- 속 마스크와 nanosphere 배열을 마스크로 이용하여 양성자 빔을 선택 으로 조사함

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패턴을 실리콘 기 에 형성하 으며, 양성자 빔에 의해 형성된 실

리콘 산화 구조물의 물리 ·화학  특성을 이용하여 은 이온을 선택 으로 환원 시켰으

며, 선택 으로 흡착된 Fe-Mo 나노입자를 이용하여 패턴된 실리콘 기 에서 CNTs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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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시켰다.

3.  생체  나노 물질과 개질된 표면과의 흡착특성 연구

- 양성자 빔 조사에 의해 형성된 실리콘 산화막이 HF에 식각되지 않는 화학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규명하 고,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다양한 나노입자와 양성자 빔 조사

에 의해 형성된 실리콘 산화막 사이의 물리  흡착 특성을 연구하 다. 실리콘 기 의 

손상을 최소화하며 다양한 나노 물질을 흡착시켰고, 복잡한 표면 처리 과정 없이 다양한 

나노물질을 실리콘 기 에 간단한 방법으로 흡착 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

다.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본 연구에서는 속  nanosphere array 마스크를 이용하여 양성자 빔 조사에 의해 선택

으로 실리콘 기 을 개질 시켰으며, 양성자 빔을 이용하여 기 의 물리 ·화학  특성 변화

를 유도하고, 다양한 나노 물질의 흡착 특성을 연구하 다. 이를 이용한 나노물질의 선택  흡

착 결과는 양성자 빔을 이용한 나노구조물 제작에 새로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추후 이를 이

용한 다양한 연구의 기반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분자 자 소자  바이오 소자 제작과 련

된 연구에 응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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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1.  Title

Selective Adsorption of Nano-bio Materials and Fabrication of nanostructures on Resists Modified 

by Proton Beam Irradiation

2.  The purpose and importance of research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he fabrication of nanostructures on silicon substrate using proton 

beam and  selectively adsorption of bio-nano materials on the patterned substrate.

Recently, the miniaturization of the integrated devices with fine functional structures was 

intensively investigated, based on combination of nanotechnology (NT), biotechnology (BT) and 

information technology (IT). Because of the inherent limitation in optical lithography, large variety of 

novel patterning technologies were evolved to construct nano-structures onto a substrate. Atomic 

force microscope-based nanolithography has readily formed sub-50 nm patterns by the local 

modification of a substrate using a probe with a curvature of 10 nm. The surface property was 

regarded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for AFM-based nanolithography as well as for other 

novel nanolithographies. The molecular thin films such as a self-assembled monolayer or a polymer 

resist layer have been used as an alternative to modifying the surface property. Although proton or 

ion beam irradiation has been used as an efficient tool to modify the physical, chemical and electrical 

properties of a surface, the nano-patterning on the substrate or the molecular film modified with the 

beam irradiation has hardly been studied at both home and abroad. The selective adsorption of 

nano-bio materials such as carbon nanotubes and proteins on the patterns would contribute to 

developing the integrated de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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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he contents and research scope

Selective adsorption of nano-bio materials on modified resists by proton beam 

irradiation

  

① Fabrication of nanopatterns on nanoparticle arrayed surface by proton beam irradiation. 

② Selective adsorption of nano-bio materials on patterns fabricated by proton beam 

irradiation.

③ Chracterization of adsorption properties between nano-bio materials and proton beam 

irradiated surface.

4.  Research results

1) Fabrication of nanopatterns on nanoparticle arrayed surface by proton beam irradiation. 

The polystyrene nanoparticles (400 nm) were arrayed on al silicon surface using nanosphere 

lithography and the various nanopatterns were fabricated by proton beam irradiation on the 

polystyrene nanoparticles arrayed silicon surface. We obtained the two different nanopatterns such as 

polymer nanoring patterns and silicon oxide patterns on the same silicon substrate. The polymer 

nanoring patterns formed by the crosslinkage of polystyrene when proton beam was irradiated at the 

triangular void spaces that are enclosed by three polystyrene nanospheres. Also, the silicon oxide 

patterns were fabricated by direct proton beam irradiation on silicon surface at the triangular void 

spaces. The sutrctures of silicon dots depend on the nanosphere packing and number of layers. 

Silicon oxide dot patterns with two defferent shapes were obtained by the monodispersed particles 

and double layer of polystyrene. Also, holey patterns with the same depth were obtained by 

etching of the oxide patterns with different height formed by AFM lith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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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elective adsorption of nano-bio materials on patterns fabricated by proton beam irradiation.

  

Proton beam was selectively irradiated on a silicon surface with the metal mask and polystene 

nanosphere array. The silicon oxide formed by proton beam irradiation has a different 

chemical property, that was confirm by chemical etching using hydrofluoric acid solution, 

from the native oxide. We make the hydrophobic surface by chemical etching the native 

oxide layer using hydrofluofric acid, but the silicon oxide patterns formed by proton beam 

have the hydrophilic properties. So, the silver ions and Fe-Mo particles in water solution 

were selectively adsorbed on hydrophilic surface. Also, we obtained selectively grown  

CNTs on Fe-Mo particles adsorbed patterns.      

3) Chracterization of adsorption properties between nano-bio materials and proton beam irradiated 

surface.

We get the result that the silicon oxide formed by proton beam irradiation was not etched by 

hydrofluoric acid. Also, the proton beam irradiated silicon oxide have a higher hydrophilicity than the 

silicon surface which was removed the native oxide layer by chemical etching using hydrofluoric 

acid. There protperties were applied to selectively adsorption of nano-bio materials on patterned 

surface. We suggest the new method for selectively adsorption of nanomaterials on silicon surface 

without complicate process of surface modification.

5.  Suggestion of application

In this research, the silicon surface was selectively modified by proton beam irradiation using 

metal masks and polystrene nanosphere array. The proton beam induced the change of chemical and 

physical properties of silicon substrate. The result of selectively adsorption of nanomaterials on 

patterned area using changed chemical properties of proton beam irradiated silicon surface can be 

applied to the fabrication of molecular electronic device and nano-bio se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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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본 연구의 목표는 양성자 빔을 이용하여 실리콘 기  에 나노 구조물을 형성하고 나노 

 생체 물질을 선택 으로 고정화 는 흡착 시키는 것이다.  세계 으로 나노 기술을 바

탕으로 하는 첨단 과학 기술을 국력 신장의 원동력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따라서 우주과학 로

켓, 최첨단 군사무기, 인공 성 등의 분야에서 세계 유일의 나노 기술을 가지기 해 많은 투

자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반도체와 같은 자 소자의 집 화에 필수 인 나노 패터

닝 기술에서 기존의 학  리소그래피 기술을 체할 수 있는 원자힘 미경(atomic force 

microscopy, AFM) 기반 리소그래피 기술이 성공을 거둔다면 국내외의 경제  산업계에서 

엄청난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상된다. 한편 생체 물질 는 나노 물질을 표면에 

히 배열하고 선택 으로 흡착시키는 기술은 차후에 생체물질 감지 센서로서 활용이 기 되며, 

소형화 된 나노바이오소자의 개발에 기여할 것이다. 이는 재 선진국을 비롯한 부분의 

국가들이 많은 연구역량을 모아 집  투자하고 있는 부분이다. 특히 최근에 나노기술을 이용

한 바이오 기술  정보기술과의 연계 연구를 통하여 감도 증진, 선택성 증진 등 그 솔루션을 

찾으려는 노력이 심화되고 있다. 한 재 세계 각국의 기술의 격차가 그리 크지 않아 국내

에서도 빠른 시기에 투자하여 노력한다면 이들 분야에서 원천 기술의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 

그 결과로 질병 련인자를  검출 할 수 있는 선택성이 우수한 소자가 개발되면 선진국보다 기

술  우 에 있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막 한 로열티를 받고 수출할 수 있을 것이다.  나노

기술과 바이오 기술과 정보기술을 포함한 융합기술이 실용화 될 경우 련 산업의 발 에 미

치는 향이 막 할 것이며, 나노기술을 이용한 시스템화 기술로의 목을 통한 실용화는 경

제 으로나 사회문화 으로 큰 의미를 가질 것이다. 국내에 보편화되지 않은 양성자 련 원

자력 기술을 국가의 장기 핵심과제로 추진하는 NT  BT 련 기술에 직 으로 활용함

으로써, 향후 양성자 가속기 활용 기술이 독립 인 주요 핵심기반기술들을 상호 연결시키는 

매개기술로 국내 과학기술계에 자리 잡아, 원자력이 궁극 으로 과학/산업계에 심 기반기술

로 자리 잡도록 기여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요한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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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황

제 1  국내 기술 개발 황

   나노  바이오 물질을 기 에 선택 으로 고정화  흡착시키고 이를 분석하기 하여 국

내에서는 다양한 속  유기물이 개질된 기 에서의 AFM 리소그래피를 통한 패턴닝 기술

과 nanosphere 리소그래피를 이용한 다양한 속 구조물 형성 기술을 이용하고 있다. 한 나

노  바이오 물질의 고유한 성질  활성화 상태를 유지하면서 다양한 표면에 흡착 는 고

정화시키기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나노  바이오 물질과 양성자 

빔에 개질된 표면과의 흡착 특성 연구는 본 연구실을 제외하고 찾아보기가 힘들다. 

AFM 양극 산화 패터닝 기술은 (AFM anodization lithography) 약 20% 이상의 습도를 포

함하는 기조건에서 AFM tip과 기  사이에 -5 V ∼ -15 V의 압을 인가하여 실리콘 기

 는 다양한 속 기 을 국부 으로 산화시키는 공정이다. 약 10 nm의 곡률반경을 가지

는 AFM 탐침을 기 에 가까이 시키면 주 의 습도 는 인가된 압에 의해 water 

column이 탐침과 기  사이에 형성된다. AFM 탐침의 높은 기장에 의해 물 는 산소가 분

해하여 이온을 형성하고 이러한 반응이 기  표면의 산화반응( , Si-O 결합)을 유도한다. 이

게 생성된 수십 nm 크기의 산화패턴은 차세  고집  반도체 소자 제작에 etching mask 

는 insulator로 사용가능할 뿐 아니라, 성장된 산화구조물의 표면성질이 기 과 다름을 이용

하여 선택 으로 나노바이오 물질을 흡착시킬 수 있다. 이러한 산화구조물의 종횡비(aspect 

ratio)는 탐침과 기 사이의 인가 압과 압인가 시간에 따라 변화될 뿐 아니라, 표면의 기

, 물리 , 화학  성질에 따라 산화구조물의 크기, 성장 속도, 성장 메커니즘 등이 변화된다. 

따라서, 분자 지스트 도포, molecular ion, 이온 빔  양성자 빔 조사 등은 표면의 성질을 

제어하기 한 주요한 수단이다. 그림 1(a)는 AFM 리소그래피의 시스템 개념도와 연체, 반

도체, 도체에 따른 류- 압 그래 (I-V characteristic)를 나타낸다. 그림 1(b)는 AFM tip이 

실리콘 기  에서 산화구조물을 형성하는 원리를 나타낸다. 그림 2는 본 연구실에서 이미 

수행한 연구결과로 DAD･HCl(Diaminododecane dihydrochloride)과 TDA･HCl(Tridecylamine 

hydrochoride)의 혼합 자기조립단분자막을 지스트로 이용하여 형성된 AFM 양극 산화 리소

그래피 패턴의 2차원과 3차원 이미지를 보여  다. 이 경우 혼합 자기조립 단분자막을 이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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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a) AFM 리소그래피 시스템 개념도와 물질의 특성에 따른 I-V curve, (b) 실리콘 

산화구조물 형성 원리.

으로써 두 물질의 혼합 정도에 따라 표면의 성질을 미세하게 조 할 수 있다 [1, 2]. 한 그

림 3은 본 연구과제를 통하여 년도에 수행한 연구결과로 양성자 빔이 조사된 기 에서 

                    

[그림 2]. DAD･HCl(Diaminododecane dihydrochloride)과 TDA･HCl(Tridecylamine 

hydrochoride)의 혼합 자기조립막을 지스트로 이용한 원자힘 미경 리소그래피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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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M 리소그래피를 이용하여 형성한 (a)거  실리콘 산화물패턴과 (b)  패턴의 AFM 이미지

를 보여 다. 이는 기존에 AFM 탐침에 음 압을 인가하여 수 nm 높이의 패턴을 형성하던 

방식과는 달리, AFM 탐침에 양 압을 인가하여 100 nm 높이의 높은 종횡비를 가지는 패턴

을 형성하여 새로운 패턴 형성 방법을 유도하 다. 이를 통하여 기화학  AFM 리소그래피 

기술에 의한 패턴 형성 과정에 있어 새로운 메카니즘을 제안할 수 있는 단계에 있다.[3] 

(a)

  

     (b)             

[그림 3]. 실리콘 기 에 3 keV (1×10
16

 ions/cm
2

)의 양성자 빔을 조사한 후 원자힘 미경 탐

침에 양 압을 인가하여 얻은 (a) 약 125 nm의 높이를 가지는 둥이 산화 구조물과 (b)  

패턴들. 

  나노 티클 배열을 마스크로 이용한 나노패턴제작 기술인 nanosphere lithography은 1981년 

Fisher와 Zingsheim 의 polystyrene nanosphere 연구에서 시작되었으며, 1990년 후반 V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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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a)Nanosphere 리소그래피 개념도  polystyene 

nanosphere 배열의 (b)AFM 이미지  (c)SEM 이미지.

Duyne 교수 연구진이 기본 개념과 기술을 확장하 다. Nanosphere(수십~ 수 마이크로 미터)

는 spin coating, dropping method등 간단한 기술을 이용하여 기 에 주기  입자 배열을 형

성할 수 있으며, 이를 마스크로 이용하여  , 은, 구리 등의 속을 도포함에 따라 다양한 형

태의 속 나노 입자 패턴을 형성할 수 있다.[4] 그림 4는 (a)나노스피어 리소그래피의 개념도

와 본 연구실에서 배열한 polystyene nanospheres의 (b)AFM 이미지  (b)scanning electron 

spectroscopy(SEM)이미지를 보여 다. 이러한 나노스피어 리소그래피는 나노스피어의 입자 

크기를 변화시켜 속 나노 입자의 크기, 간격 등을 쉽게 조 할 수 있으며, 실리콘 유리, 

mica 등 다양한 기 을 이용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이러한 속 나노 입자는 메모리, 센

서, 매 등으로 이용할 수 있다. 재 국내에서는 규칙 으로 배열된  는 은 나노입자 

배열을 이용하여 표면 라즈몬 공명 상을 측하고 이를 응용하고자 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  이다. 표면 라즈몬 상은 속의 자유 자들이 외부에서 인가된 자기장에 집단

으로 공명하여 그 주변의 자기장이 국소 으로 증강되는 상이다. 이러한 상은 바이오 

는 나노 물질이  는 은 나노입자와 반응함에 따라 변화하므로 이를 이용하여 바이오나

노기술 분야에서는 바이오센서 제작을 해 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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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국외 기술 개발 황

나노  바이오 물질을 기 에 선택 으로 흡착  고정화를 하기 한 패터닝 기술로써, 

AFM 양극 산화 리소그래피는 미국의 Dagata 그룹 [5]과 Quate 그룹 [6], 일본의 Sugimura 

그룹 [7], 스페인의 Garsia 그룹 [8] 등이 세계 수 의 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나, 본 연구실도 

이와 비슷한 기술 수 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유기물을 항막으로 이용해서 연구하는 경우

는 본 연구실이 세계  수 을 가지고 있다. 이들 그룹들은 도체, 속, 반도체와 같은 다

양한 기 을 이용하여 AFM 리소그래피 기술을 향상시켜 왔다. 한편, 여러 선진국에서 고분자

를 기, 자 소자에 활용하기 해서 고분자 박막의 자 도성을 높이는 실험을 진행 

에 있다. 국외의 경우는 국내에 비해 양성자 가속기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비 확충을 해 

놓은 상태이고, 이를 이용한 표면 개질 연구도 활발히 진행 이다. 

일반 으로 실리콘 기 에서의 AFM 양극 산화 리소그래피를 통한 패턴 형성은 공간 하 

(space charge) 효과에 의해 패턴 높이가 10 nm 이하로 제한된다. 한 이 게 형성된 패턴은 

AFM 탐침과 기 사이의 인가 압과 압 인가 시간에 따라 표면에서 부터 다른 높이를 갖게 

된다. Garsia 그룹은 패턴의 종횡비를 향상시키기 하여 AFM 장비를 챔버로 둘러싼 후 챔

버 안을 에탄올 분 기로 만들어 주어 약 25 nm 정도의 높이를 가지는 패턴을 형성하 다. 

그림 5는 2003년 Appl. Phys. Lett. 에 실린 Garsia 그룹의 실험 결과를 보여주며, 이는 

패턴의 높이를 향상시킨 표 인 논문에 속한다 [9]. 그림 5(a)는 머무름 시간을 0.001, 0.003, 

0.01, 0.1, 0.3, 1, 2, 10, 30 로 증가시킴에 따라 에탄올 분 기에서 형성된 패턴의 높이가 물 

분 기에서보다 훨씬 더 증가함을 보여 다. 그림 5(b)는 이러한 경향성을 도표로 나타낸 것

이다. 

Nanosphere 리소그래피 기술은 Van Duyne 그룹이 세계 인 기술 수 을 확보하고 있으

며, 이를 이용한 응용 연구 한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그림 6는 nanosphere 리소그래피를 

이용하여 얻은 나노 입자 패턴에 바이오 물질의 선택  고정화에 따른 표면 라즈몬 상

(surface plasmon resonance)의 변화를 이용하여 얻은 결과를 보여 다. 이러한 연구는 나노 

 생체 물질의 기  표면에 한 흡착 특성을 분석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나노-바이오 센

서 제작에 응용될 수 있다.[10] 

, 은 속 기  는 실리콘 기 에서 self-assembled monolayers (SAMs), 표면 하 변

화 등을 이용하여 표면을 개질시키고 바이오 물질의 비특이  반응에 한 연구결과가 많이 

보고되었다. 하지만, 양성자 빔이 조사된 기 에서의 나노  바이오 물질의 흡착특성 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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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까지 보고된 바가 없다.

  

(a)                           (b)

[그림 5]. (a) 머무름 시간을 0.001, 0.003, 0.01, 0.1, 0.3, 1, 2, 10, 30 로 증가시켜 에탄올 분

기와 물 분 기에서 형성된 패턴과 (b) 그 경향성을 나타내는 그래 .  (자료 출처: R. 

Garcia et al., Appl. Phys. Lett. 2003, 83, 2339)

[그림 6] Nanosphere 리소그래피를 이용하여 형성한 은 나노입자 표면에 바이오 물질 

고정화에 따른 표면 라즈몬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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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연구개발결과의 기술개발 황

본 연구를 통하여 기존에 AFM 탐침에 음 압을 인가하여 수 nm 높이의 패턴을 형성하던 

방식과는 달리, 양성자 빔을 이용하여 새로운 패턴 형성 방법을 유도하 다. 실질 으로 양성

자 빔을 이용하여 실리콘 기 에서 수십 나노의 균일한 산화 구조물 패턴  polymer 

nanoring 패턴을 얻었고, 양성자 빔에 의해 형성된 실리콘 산화막의 물리 ·화학  변화를 이

용하여 다양한 나노물질을 선택 으로 흡착시킨 결과는 본 연구실이 국내▪외 으로 처음이

다. 이러한 결과는 나노 device 제작 양성자 빔이 실리콘 기 에 미치는 기 인 지식을 제

공할 뿐 아니라, 나노-바이오 센서 제작에도 응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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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결과

제 1  연구내용

일반 으로 양성자는 매질에 입사되어 멈추기 바로 에 부분의 에 지를 잃는다. 반면, 

자나 X선 등과 같은 다른 방사선은 매질에 입사되면서부터 에 지를 크게 잃는다. 따라서 

이러한 양성자의 성질을 이용하여 암치료나 일정한 깊이에 불순물층을 만드는 반도체 제조 공

정 등에 사용이 가능하다. 한 최근 양성자 빔으로 물질의 수소결합 구조를 바꿈으로써 물질

의 성질을 제어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양성자 빔의 특성을 이용하여 실리콘 기

에 에 지의 양성자 빔 조사를 통한 표면 개질  물질의 화학  구조  특성 변화를 유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를 이용하여 생체  나노 물질의 흡착특성을 분석할 수 있다. 

본 과제를 통하여 양성자 빔이 조사된 실리콘 기 에서 형성된 항막을 이용하여 생체  

나노 물질의 선택  흡착에 한 연구를 진행하 다. 속 마스크  nanosphere array를 마

스크로 이용하여 실리콘 기 에 양성자 빔을 선택 으로 조사함으로써 다양한 나노  마이크

로 패턴을 형성하 다. Polystyene nanospheres(400 nm) 배열은 dropping 방법을 이용하여 1 

µm
2 

의 실리콘 기 에 형성 되었으며, 이러한 nanospheres 배열을 이용하여 균일한 크기의

polymer nanoting 패턴과 실리콘 산화 패턴을 얻을 수 있었다. 양성자 빔이 조사된 기 의 화

학  구조  특성 변화를 분석하기 하여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XPS), auger 

electron spectroscoepy (AES)를 이용하 다. XPS는 시료의 표면에 x-ray선을 입사하여 방출

하는 자의 에 지를 측정함으로써 시료표면의 조성  화학 인 결합상태를 알 수 있다. 

AES 한 시료 표면에 특정 자빔을 입사하여 방출하는 auger electron을 측정함으로써 시

료표면의 조성  화학  결합상태 뿐만 아니라 표면을 식각하여 깊이에 한 분포도를 측정

할 수 있다. 양성자 빔이 조사에 의해 형성된 실리콘 산화막의 화학  구조  특성을 규명함

으로써 생체  나노물질과의 흡착특성을 조사하 다. 양성자 빔 조사에 의해 형성된 실리콘 

산화막이 일반 인 자연 산화막과 다른 화학  구조와 성질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 다. HF 

용액에 의한 자연 산화막의 간단한 식각과정을 통하여 양성자 빔이 조사된 기 의 선택성 증

가시킴으로써 다양한 나노 물질을 실리콘 기 에 선택 으로 흡착  환원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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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연구결과

1 .  나 노 티 클  배 열 을  마 스 크 로  이 용 한  양 성 자  빔 에  의 한  나 노 패 턴  형 성

본 연구에서는 dropping method를 이용하여 polystyrene nanosphere를(400 nm) 실리콘 기

에 배열하고, 이를 마스크로 이용하여 3 keV ~ 5 keV의 양성자 빔 (dose: 5 × 10
15

 ~ 5 × 

10
16

 ions/cm
2

)을 선택 으로 조사하 다. 그림 7은 polystyrene nanosphere를 마스크로 이용한 

양성자 빔에 의한 나노패턴 형성 모식도이다. 그림 8는 (a) 면 에 균일하게 배열된 

polystyrene nanosphere와 양성자 빔에 의해 형성된 나노패턴의 AFM 이미지를 보여 다. 그

림 8 (b)와 (c)는 실리콘 기 에서 실리콘 산화 구조물 패턴과 polymer nanoring 패턴이 동시

에 형성된 결과를 보여 다. Hexagonal closest packing (hcp) 구조를 형성한 polystyrene 

nanosphere array는 polystyrene nanosphere 사이에 삼각형의 빈 공간을 갖으며, 이 공간을 

통하여 실리콘 기 에 직  조사된 양성자 빔은 실리콘 산화 구조물 패턴을 형성하고 

polystyrene의 가교화를 유도하여 polymer nanoring 패턴을 만든다. 기 에 배열된 

Polystyrene nanosphere의 구조를 조 함에 따라 크기와 형태가 다양한 실리콘 산화 구조물 

패턴을 형성할 수 있다. 그림 8 (b)는 polystyrene nanosphere monolayer에 양성자 빔이 조사

됨에 따라 형성된 삼각형 실리콘 산화 구조물의 hexagonal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8 (c)  

                                                                                        

        

[그림 7.] Polystyrene nanosphere를 마스크로 이용한 양성자 빔에 의한 나노패턴 형성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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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Nanosphere lithography와 양성자 빔 조사에 의해 형성된 나노 패턴의 AFM 이미

지. (a) polystyrene nanosphere array (b)polystyrene nanosphere monolayer 와 

(c)polystyrene nanosphere double layer를 이용하여 형성된 실리콘 산화  패턴과 polymer 

nanoring 패턴.(5 keV, 5 × 1016 ions/cm2)

는 double layer의 polystyrene  nanosphere array에서  형태의 실리콘 산화물 구조가    

hexagonal closest packing 구조의 패턴을 형성한 결과를 보여 다. 

양성자 빔에 의해 형성된 실리콘 산화막은 실리콘 기 보다 높은 단차를 갖는다. 이는 양

성자 빔에 의해 결정이 괴된 실리콘이 기 에 노출됨에 따라 산소와 결합함으로써 실리

콘 산화막의 부피가 팽창한 결과이다. 일반 으로 실리콘은 5가지의 다른 산화상태를(Si, Si+, 

Si
2+

, Si
3+

, Si
4+

(SiO2)) 가지며, 산소와 단일결합과 이 결합을 형성할 수 있다. Si과 SiO2 의 

binding energy는 약 3.5 eV의 차이를 보이며, 3가지의 다른 산화형태의 Si
+

, Si
2+

, Si
3+

는 Si로

부터 각각 1.0, 1.8, 2.7 eV의 차이를 보인다. 그림 9은 양성자 빔이 조사된 기 에서 측정한 

XPS Si 2p spectrum 결과를 보여 다. 양성자 빔이 조사되지 않은 실리콘 기 의 Si와 SiO2

의 binding energy는 각각 98.6 eV, 102.8 eV으로 측정되었으며, 양성자 빔이 조사된 기 에서

는 Si binding energy로부터   0.7 eV만큼 증가한 99.3 eV 의 Si+ peak이 나타났다. 한 조사

된 양성자 빔의 조사량이 증가함에 따라 SiO2 peak의 intensity가 증가함을 보 다. 이러한 결

과는 에 지 의 양성자 빔이 실리콘 기 에 조사됨에 따라 실리콘의 산화수의 변화를 유도

하여 기 에 실리콘 산화막을 형성함을 증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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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양성자 빔이 조사된 실리콘 기 의 XPS Si 2p spectra. 

그림 10의 AES spectra는 양성자 빔이 실리콘 기 에 조사됨에 따라 실리콘 산화막이 형

성되고 있음을 보여 다. 양성자 빔의 가속에 지가 동일한 조건에서 조사량이 1 × 1016 에서 

5 × 10
16

 ions/cm
2

로 증가함에 따라 실리콘 산화막이 약 6 nm에서 10 nm로 깊게 형성되고 있

으며, 이러한 결과는 XPS spectra 와 잘 일치한다. 반면에 그림 11는 양성자 빔의 조사량이 1 

× 1016 ions/cm2로 동일한 조건에서 양성자 빔의 가속에 지가 실리콘 산화막의 두께에 아무

런 향을 미치지 못함을 보여 다. 

   양성자 빔 조사에 의해 형성된 실리콘 산화막의 화학  특성을 조사하기 하여 양성자 빔

이 조사된 기 에서 AFM anodization lithography를 이용한 실리콘 산화 구조물 패턴을 형성

하 다. 이 게 형성된 실리콘 산화 구조물 패턴은 HF 용액에 의해 식각되었다. 그림 12는 양

성자 빔이 조사된 기 에서 (a)AFM anodization lithography에 의 해 형성된 실리콘 산화 구

조물 패턴과 (b)HF 식각 후의 AFM 이미지를 보여 다. 그림 11의 AES spectra에서 보여주

는 것과 같이 빔 가속에 지가 3 keV인 양성자 빔의 1 ×  10
16

 ions/cm
2

 조사량에 의해 형성

된 실리콘 산화막의 두께는 약 7 nm이다. AFM anodization lithography를 이용하여 형성한 

실리콘 산화 구조물 패턴의 높이는 10 ~ 26 nm이며, 일반 으로 AFM anod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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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양성자 빔의 가속에 지가 동일한 조건(5 keV)에서 빔 조사량에 차이에 따른 AES 

spectra. 

         

[그림 11.] 양성자 빔의 조사량이 동일한 조건(1 × 10
16

 ions/cm
2

) 에서 가속에 지 차이에따른 

AES spec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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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hography에 의해 형성된 실리콘 산화 구조물은 실리콘 기  표면을 심으로 기  쪽과 

아래쪽으로 3 : 1의 비율을 갖으며 수직 성장을 한다. 따라서 그림 12 (a)에서 서로 다른 높이

를 갖는 실리콘 산화 구조물 패턴은 HF 식각 후 서로 다른 깊이의 홀(hole) 패턴을 형성하여

야 하지만, 그림 12 (b)에서 HF 식각 후 형성된 홀 패턴이 모두 동일한 깊이를 갖는다. 이러

한 결과는 AFM anodization lithography에 의해 AFM tip이 머문 지역은 완 히 SiO2로 환원

되었음을 의미하며, 이 게 환원된 SiO2만 HF 식각 과정에서 제거되고, 그 밖의 양성자 빔에 

의해 형성된 실리콘 산화막은 HF에 식각 되지 않음을 나타낸다. 

[그림 12.] 양성자 빔이 조사된 실리콘 기 에서 (a)AFM anodization lithography를 이용한 

silicon oxide 패턴 형성과 (b)HF를 이용한 실리콘 산화 구조물 패턴 식각 후 AFM 이미지. 

(3 keV, 1 × 1016 ions/cm2)

2 .  패 턴 상 에  생 체   나 노 물 질 의  선 택  흡 착

   양성자 빔에 의해 형성된 실리콘 산화 구조물 패턴에 생체  나노물질을 선택 으로 흡착

시키기 하여 실리콘 기 의 자연 산화막을 제거하여 패턴의 물리  화학  변화를 유도하

다. 그림 13 (a)와 (b)는 자연 산화막을 HF로 식각하기  후의 AFM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

으며, HF를 이용한 자연 산화막의 식각 과정에서 polymer nanoring 패턴은 제거되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그림 13 (c)는 양성자 빔 조사에 의해 형성된 실리콘 산화 구조물 패턴이 

300:1(H2O:HF)의 HF 용액과의 반응 시간에 따라 식각된 정도를 AFM을 이용한 높이 측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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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양성자 빔 조사에 의해 나노 패턴이 형성된 기 의 HF 식각 (a)  (b)후 AFM 이

미지 와 (c)immersion time에 따른 silicon dot 의 heigth. (5 keV, 5 × 1016 ions/cm2)

로 분석한 결과이다. 반응 시간이 30  일 때 실리콘 산화 구조물 패턴의 높이가 7.1 nm 에서 

8.6 nm로 약 1.5 nm 증가됨을 보 으며, 30  이상에서는 실리콘 산화 구조물 패턴의 높이가 

8.6 nm로 포화된다. 이는 두께가 약 1.7 nm인 자연 산화막이 HF 식각에 의해 제거된 결과이

며, 자연 산화막과  다른 산화수를 갖는 실리콘 산화막이 HF 식각에 의해 제거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HF에 의해 자연 산화막이 식각된 실리콘 기 은 소수성의 물리  성질을 갖

게 되며, 양성자 빔에 의해 형성된 실리콘 산화 구조물 패턴은 hydroxyl group으로 인해 상

으로 친수성의 물리  성질을 갖는다. 이를 이용하여 양성자 빔에 의해 선택 으로 실리콘 

산화 구조물 패턴이 형성된 실리콘 기 에 생체  나노 물질을 선택 으로 흡착시킬 수 있

다. 그림  14 (a)와 (b)의 AFM 이미지는 HF 식각에 의한 물리  성질의 차이에 따라 silver

가 친수성의 물리  특성을 가지는 실리콘 산화 구조물 패턴에서 hydroxyl group과 반응하여 

선택 으로 환원되었음을 보여 다. Siliver가 선택 으로 환원된 실리콘 산화막의 높이는 약 

1.2 nm 증가하 고, full width half maiximum (FWHM)은 약 56.7 nm 증가하 다. 

   그림 15는 속 마스크를 이용하여 양성자 빔이 선택 으로 조사된 실리콘 기 의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이미지를 보여 다. 양성자 빔이 속 마스크를 통하여 

선택 으로 조사됨에 따라 형성된 마이크로 실리콘 산화 구조물 패턴에 HF 식각을 통하여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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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양성자 빔 조사에 의해 형성된 silicon oxide 패턴에서 선택 으로 silver가 환원된 

(a),(b)AFM 이미지와 (c),(d)height profile. (5 keV, 5 × 10
16

 ions/cm
2

)

  

          

Silicon wafer

Proton beam 
irradiation

(a)

(b)
Silicon wafer

Proton beam 
irradiation

(a)

(b)

[그림 15.] (a) 속 패턴을 마스크로 이용하여 양성자 빔을 선택  조사하기 한 모식도와 

(b)선택 으로 조사된 양성자 빔에 의해 형성된 마이크로 실리콘 산화 구조물 패턴의 SEM 

이미지. (3 keV, 1 × 10
16

 ions/cm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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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과 소수성의 물리  특성을 모두 포함한 실리콘 기 을 형성하 다. 그림 16의 AFM 이

미지는 양성자 빔이 선택 으로 조사된 기 의 친수성과 소수성의 물리  특성 차이를 이용하

여 Fe-Mo 나노입자를 선택 으로 흡착시킨 결과를 보여 다. 일반 으로 Fe-Mo 나노입자는 

hydroxyl group과 화학결합을 형성한다. 그림 16은 Fe-Mo 나노입자가 자연 산화막이 제거된 

실리콘 기 (그림 16(a))에서보다 양성자 빔 조사에 의해 형성된 실리콘 산화 구조물 패턴(그

림 16(b))에 더 많이 흡착된 결과를 보여 다. 기 에 선택 으로 흡착된 Fe-Mo 나노입자는 

carbon nanotubes(CNTs) 합성기 한 매로 이용가능하며, 그림 17은 실리콘 기 에 선택

으로 성장된 CNTs의 SEM 이미지를 보여 다. 

   

            

(a) (b)

1μm 1μm

(a) (b)

1μm 1μm          

   

  [그림 16.] 양성자 빔에 의해 형성된 마이크로 패턴에 선택 으로 개질된 Fe-Mo 나노입자

의 AFM 이미지. (a)HF 식각에 의해 자연 산화막이 제거된 실리콘 기  (b)HF에 식각되지 

않은 양성자 빔에 의해 형성된 실리콘 산화막. (3 keV, 1 × 10
16

 ions/cm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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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a)

(b) (c)

그림 17. 양성자 빔이 선택 으로 조사된 실리콘 기 에서 합성한 CNTs의 SEM 이미지. (a)

양성자 빔 조사에 의해 형성된 마이크로 패턴에서 합성된 CNTs, (b)양성자 빔 조사에 의해 

형성된 실리콘 산화 패턴에서 합성된 CNTs, (c)자연 산화막이 제거된 실리콘 기 에서 합성

된 CNTs. (3 keV, 1 × 1016 ions/cm2)

3 .  생 체   나 노  물 질 과  개 질 된  표 면 과 의  흡 착 특 성  연 구

   생체  나노 물질과 양성자 빔에 의해 개질된 표면과의 흡착특성은 연구하기 하여 속 

마스크를 이용하여 선택 으로 양성자 빔이 조사된 기 을 이용하 다. 그림 18는 (b)gold 

nanoparticles이(5 nm) 양성자 빔에 의해 개질된 표면에 선택 으로 흡착된 결과와 (c)silver 

이온이 양성자 빔으로 개질된 기 에서 환원된 결과를 보여 다. Gold nanoparticle는 물에 분

산되어 있으며, 친수성을 가지는 양성자 빔에 의해 개질된 표면에 더 많이 물리흡착 되었다. 

앞서 양성자 빔에 의해 형성된 실리콘 산화 구조물 패턴에 선택 으로 silver 이온이 환원됨을 

보인 것처럼 마이크로 패턴에서도 silver 이온이 선택 으로 환원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H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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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식각되지 않은 실리콘 산화 구조물 패턴의 표면을 이용하여 다양한 나노 물질을 실리콘 표

면에 선택 으로 패터닝 할 수 있음을 보여 다.  

 

[그림 18.] 속 마스크를 이용하여 양성자 빔이 선택 으로 조사된 기 에서 HF 식각을 통한 

나노물질의 선택  흡착. (a)HF 식각에 의해 자연 산화막이 제거된 실리콘 기  (b)양성자 빔

에 의해 형성된 실리콘 산화 구조물 패턴 기 에 선택 으로 흡착된 gold nanoparticles과 

(c)silver 이온이 환원된 silver nanop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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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목표달성도  련분야에의 기여도

제 1  연구개발 목표의 달성도

양성자 빔에 의해 개질된 항막에 생체  나노 물질을 선택 으로 고정화하기 하여 

속 마스크  polystyrene nanosphere 배열를 마스크로 이용하여 다양한 나노 패턴을 실리콘 

기 에 형성하 다. Polystyrene nanosphere 배열의 삼각형 빈 공간에 조사된 양성자 빔은 산

화물 패턴과 polymer nanoring 패턴을 동시에 형성하 으며, 실리콘 산화 구조물 패턴은 

polystyrene nanosphere의 배열 구조에 따라 삼각형   모양의 hexagonal 패턴을 형성하

다. 양성자 빔 조사에 의해 형성된 실리콘 산화막이 HF 용액에 식각되지 않는 화학  특성을 

이용하여 다양한 나노 물질을 실리콘 기 에 선택 으로 흡착시켰다. 한 선택 으로 흡착된 

Fe-Mo 나노입자를 이용하여 carbon nanotube(CNT)를 실리콘 기 에서 선택 으로 합성하

다. 한, 양성자 빔이 조사된 기 에서 AFM 리소그래피를 이용하여 실리콘 산화  패턴을 

형성하 으며, 이 게 형성된 실리콘 산화  패턴만을 선택 으로 식각함으로써 양성자 빔이 

조사된 실리콘 기 에서 깊이가 일정한 hole 패턴을 형성하 다. 

제 2  련 분야에의 기여도

빔 조사를 통하여 개질된 표면 분석과 그 표면에서의 나노  바이오 물질의 흡착에 한 

연구는 양성자 빔이 실리콘 기 에 미치는 향에 한 더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기 과

학  재료 물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한 양성자 빔으로 개질된 표면 특성에 한 

이해를 바탕으로 표면 련 연구 분야와 반도체 소자 제작에 필수요소인 리소그래피 기술 향

상에 일조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표면에 양성자 빔을 조사하여 기존에 연구되지 않았던 새

로운 나노패턴 형성에 한 연구  양성자 빔이 조사된 기 의 물리 ·화학  특성 변화에 

한 연구가 이루어짐으로써, 양성자 는 이온 빔이 나노패턴의 형성에 새로운 향을 끼칠 

수 있다는 가능성 제시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가속기 이용 분야 확 에 이바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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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양성자 빔이 조사된 기 의 특성 변화를 이용한 다양한 나노 물질을 흡착시킴으로써, 나

노바이오 기술에서 나노  바이오 물질을 표면에 흡착시키기 한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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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제 1 . 연구 개발 결과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마스크를 이용하여 양성자 빔을 선택 으로 조사함으로써 실리콘 기

에 다양한 나노  마이크로 패턴을 형성하 다. 양성자 빔 조사에 의해 형성된 실리콘 산

화막은 기존의 실리콘 산화막과 다른 물리 ·화학  특성을 보 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특성 변화를 이용하여 다양한 나노 물질을 선택 으로 기 에 물리흡착 시켰다. 기존에 보고

되지 않은 양성자 빔이 조사된 실리콘 기 의 화학  특성 변화와 나노 물질의 선택  흡착에 

한 더 많은 연구가 진행 되어야 하며,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바이오 물질과 양성자 빔이 조

사된 기  사이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나노-바이오 기술에 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제 2 . 상 활용 계획

  양성자 조사를 통한 표면 개질 연구는 AFM 리소그래피를 이용한 나노 구조물 제작과 생체

물질의 흡착이라는 두 가지 큰 테마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한, 여러 조건에서의 다양한 

재료들에 빔 조사를 통하여 물질의 물리  화학  특성 변화를 유도하고 나노 구조체를 형성

함으로써 특정 박막의 특정 부 에 나노  바이오 물질을 반응시킴으로써 바이오소자 제작이 

가능하다. 표면의 선택 , 규칙 인 패턴을 이용해서 바이오소자를 제작하는 경우 집 성 부분

에서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림 19(a)는 AFM 리소그래피를 이용하여 제조된 나노구조물을 

보여 주고 있으며, 그림 19(b)는 이러한 나노구조물을 이용하여 기 에  생체물질을 선택

으로 흡착, 고정화할 수 있음을 보여 다. 

  한편, 양성자 빔의 연구와 활용은 국내에서 아직까지 미비한 상태이지만 나노기술(NT), 생

명기술(BT)  정보기술(IT)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본 과제는 양성자  원자

력 기술을 이용해서 표면  유기박막 재료 분야와 생명과학 분야의 기술을 연구 발 시킬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여 양성자 빔의 활용분야를 넓히는 데 공헌할 것이다. 를들면, 나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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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물질의 선택  고정화를 통한 패턴화와 molecular electronic 분야와의 융합은 single 

molecule 내에서 자 흐름의 특성을 악함으로써, single molecular detection 

nano-biochip/sensor  나노 생체 소재 개발 기술을 크게 향상 시킬 수 있다. 본 과제에서의 

연구를 통해서 얻은 결과는 AFM lithography 분야, 유기박막재료 분야, 바이오센서 분야 등 

다양한 재료분야 련 산업에서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 상된다.

                     

                                    (a)

                          

(b)

[그림 19]. (a) AFM 리소그래피를 이용하여 형성된 나노구조물과 (b) 나노구조물을 이용한 생

체물질의 선택  흡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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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에 지에서 클러스터는 표면에 부드럽게 침 하거나 표면에 손상을 주지 않는다. 간 

정도의 에 지에서는 표면에 침 하지 않고 다시 되튕기거나 이탈한다. 높은 에 지에서는 클

러스터가 부서지거나 그 원자들이 고체 내에 주입(implantation)된다 [11]. 에 지의 할로겐 

이온을 이용하여 고분자  자기조립 단분자막의(self-assembled monolayer, SAM) 화학  개

질이 가능함이 제시되었다. 특히, 20 eV 이상의 분자 이온빔에 지는 alkanethiolate SAM의 

C-C 결합과 C-H 결합을 끊는다고 보고되었다 [12]. 한, 기 에 decanethiolate SAM을 

형성후 5 eV 의 O+ 이온빔을 조사하여 (a dose of 10 O+ ions / decanethiolate molecule) 평

균 3.8±0.7 개의 탄소 원자가 제거되고, 0.7±0.1 개의 산소 원자가 각 alkane chain에 축 되며, 

특히 물이 형성된 조건에서는 1.1±0.2개의 산소 원자가 축 됨이 보고되었다 [13]. 

Fluorocarbon SAM 표면 개질에 ClC(CN)2
+ 이온을 사용하여 Cl과 CN이 모두 SAM의 F 원자

와 halogen exchange 반응을 일으킴이 보고되었다 [14]. 자기 조립된 hydrocarbon과 

fluorocarbon 단분자층에 soft-landing 근법을 사용하면 분자 이온들을 자기조립막의 손상 

없이 침 시킬 수 있다. 그리고 침 된 이온들은 실온, 기 조건에서 며칠이 지나더라도 안정

함이 밝 졌다. 8 eV N,N-dimethyl-p-toluidine 양이온을 hydrocarbon SAM의 손상 없이 침

시킬 수 있음이 밝 졌다 [15]. 양성자 빔을 고분자 항막에 조사하여 고분자 항막의 물

리  특성을 변화시킴으로써 수백 나노에서 수 마이크로의 다양한 구조물을 형성할 수 있음이 

보고되었다. 일반 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polymethylmetacrylate (PMMA)는 양성자 빔에 

조사됨으로써 굴 률의 변화를 가지게 되며, 이러한 특성을 응용하여 photonic structure를 만

들거나 proton beam writing(PBW)에 의한 고분자 내의 electronic excitation 는 nuclear 

displacement damage를 이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나노 구조물을 제조할 수 있다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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