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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임프린트된 나노구조물을 이용한 미세접촉 인쇄기법과이의 나노 구조물

요약

본 발명에서 제공하는 나노임프린트 리소그래피 공정을 도입한 미세접촉 인쇄 방법은, 일 태양에서 나노임프린트 리소그

래피 공정을 이용해서 기판 위에 나노 구조물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미세접촉 인쇄 방법으로 패터닝하는 단계로 이루

어지며, 상기 패터닝 단계가, 상기 나노 구조물에 금속 박막을 증착하는 단계; 자기조립 단층막(SAM: Self-Assembled

Monolayer)이 잉킹(inking)된 스탬프와, 상기 금속 박막이 증착된 나노 구조물을 접촉시켜 상기 자기조립 단층막을 나노

구조물에 선택적으로 인쇄하는 단계; 상기 자기조립 단층막을 마스크(mask)로 상기 금속 박막을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단

계; 나노 구조물에서 상기 자기조립 단층막을 제거하는 단계; 그리고, 상기 나노 구조물에 잔존하는 금속 박막을 마스크로

사용해서 상기 기판을 패터닝(patterning)하는 단계;를 포함해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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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도

도 1

색인어

미세접촉인쇄, 임프린트, 리소그래피, 나노, 스탬프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이 도면들은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설명하는데 참조하기 위함이므로,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첨부한 도면에 한정

해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나노임프린트 리소그래피 공정을 도입한 미세접촉 인쇄기법을 설명하는 순서도이다.

도 2a는 본 발명에 따라 스탬프로부터 레지스트에 패턴을 전사하고 여기에 금속 박막을 입히는 공정(a∼d)을 설명하는 공

정도이고,

도 2b는 도 2a에 연이은 공정으로, 금속 박막이 도포된 나노 구조물에 대한 수회의 식각 공정을 통해 최종 나노 구조물을

생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공정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미세접촉 인쇄 방법에 관한 것으로, 특히 수십 나노미터 크기의 패턴을 전사할 수 있도록 나노임프린트된 나노

구조물을 이용한 미세접촉 인쇄 방법과 관련된다.

나노임프린트 리소그래피 기술은 나노 구조물(nanostructure)이 각인된 스탬프(stamp)를 기판 위에 코팅된 고분자 소재

의 레지스트(resist) 표면에 가압하여 나노 구조물을 반복적으로 전사하는 기술이다

1996년 미국 프린스턴 대학의 Chou 교수가 최초로 개발한 나노임프린트 공정에서는 전자빔 리소그래피 공정을 이용하여

제작한 나노 크기의 부조 구조물을 가진 스탬프를 polymethylmethacrylate(PMMA) 재질의 레지스트가 코팅된 기저 표

면을 고온 조건에서 가압한 후 냉각 과정을 거쳐 분리하게 된다. 이에 따라, 레지스트에는 스탬프에 각인된 나노구조물이

정반대 형태로 임프린트되고, 이방성 식각 작업을 거쳐 레지스트 표면에서 눌려진 부분에 잔존하는 레지스트를 완전히 제

거하는 공정으로 이루어진다.

이후로, 나노임프린트 기법의 일종인 Laser-Assisted Direect Imprint(LADI) 기법이 개발되었는데, 이는308 nm 파장의

Single 20 ns Excimer laser를 사용하여 실리콘 웨이퍼(silicon wafer) 또는 실리콘 웨이퍼 위에 코팅된 레지스트를 순간

적으로 녹여 임프린트하는 방법이다., 유사한 방식으로 고분자에 적용한 Nanosecond Laser-Assisted Nanoimprint

Lithography(LA-NIL)가 개발되어 고분자 소재의 레지스트에 100 nm 선폭과 90 nm 깊이의 나노구조물을 임프린트하였

다.

그리고, 텍사스 오스틴 대학의 Sreenivasan 교수등은 1999년에 Step & Flash Imprint Lithography (SFIL) 공정기술을

제안하였다. 이 공정은 자외선 경화 소재를 사용하여 상온 저압으로 나노구조물을 제작할 수 있는 기법으로, 자외선이 투

과할 수 있는 재질(quartz, Pyrex glass 등)을 스탬프 소재로 사용하여 나노 구조물을 임프린트하고, 자외선으로 이를 경

화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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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미세 접촉 인쇄는 소프트 리소그래피 공정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 탄성중합체(PDMS: polydimethylsiloxane)

스탬프를 제작하고 패턴부분에 기능성을 부여하여 기저 위에 전이시키고, 식각공정 또는 증착공정을 통해서 몰드(mold)와

동일한 패턴을 얻는 기술이다.

이러한 미세 접촉 인쇄 공정에서는 스탬프를 만들기 위해 패턴이 가공된 엘라스토머(elastomer) 스탬프를 마스터로부터

복제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단층막 형성 잉크(monolayer forming ink)에 적시게 되는데, 이때 웨트 잉크(wet ink)나

콘택트 잉크(contact ink)를 이용한다. 이렇게 적셔진 스탬프는 패턴을 인쇄하는데 사용되고, 이 패턴은 이어지는 식각 과

정에서 중요한 금속 기층을 보호한다.

그러나, 미세 접촉 인쇄 공정은 공정상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독립적인 공정 조건을 가지기가 힘들다는 문제가 있다.

즉, 엘라스토머를 이용한 고해상도(20nm 이하) 적용 과정이 실험적으로 검증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엘라스토머 물질과 연관된 일그러짐이나 변형 등이 해결되어야 하는데, 현재 패터닝 몰딩 공정 중에서는 중력,

접착력, 모세관 힘이 엘라스토머 형태에 가해짐으로써 그 형태가 붕괴되거나 결함이 발생하는 페어링(paring) 문제, 패터

닝된 형태의 비율이 나머지 패터닝 되지 않은 부분에 비해서 그 비가 낮을 경우 스탬프를 누를 때 압력을 견디지 못해 뭉그

러지게 되는 새깅(sagging) 문제, PDMS가 유연하기 때문에 정확한 기록을 할 수 없게 되는 쉬링킹(shrinking) 문제 등이

발생되고 있다.

나아가, 패턴 전송은 정학한 재현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생성된 패턴과 구조물의 품질이 개선되어야 하나, 미세 접촉 인

쇄 공정에서 좁은 선들의 패턴은 아직 복잡한 전자기기의 미세패턴 형성기술에서 요구하는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있

다.

상술한 종래의 미세 접촉 인쇄 공정에서는 탄성중합체의 특성상 300㎚까지 미세패턴의 구현이 가능하지만 해상도가 나쁘

고 결함이 많아 100㎚ 이하의 미세 패턴 구현이 거의 불가능하다.

더욱이 다층(multi-layer)으로 제작할 경우, 적층화 공정에서 패턴의 변형과 구조물의 비틀림에 의한 정렬의 부정합이 발

생할 우려가 크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이러한 배경 하에서 창안된 것으로, 상술한 미세접촉 인쇄 기법의 문제점을 나노임프린트 리소그래피 공정으로

해결하여 100nm 이하의 임계치수(CD: critical dimension)를 요구하는 나노구조물을 제작할 수 있도록 개선한 나노임프

린트된 나노구조물을 이용한 미세접촉 인쇄 방법을 제공하는 그 목적이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의 일 태양에서 제공하는 임프린트된 나노구조물을 이용한 미세접촉 인쇄 방법은

나노임프린트 리소그래피 공정에 미세접촉 인쇄 방법을 도입하여 패터닝(patterning)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상기 나노임프린트 리소그래피 공정을 이용해서 기판 위에 나노 구조물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미세접촉 인쇄 방법으로 패터닝하는 단계로 이루어지며,

상기 패터닝 단계가,

상기 나노 구조물에 금속 박막을 증착하는 단계;

자기조립 단층막(SAM: Self-Assembled Monolayer)이 잉킹(inking)된 스탬프와, 상기 금속 박막이 증착된 나노 구조물

을 접촉시켜 상기 자기조립 단층막을 나노 구조물에 선택적으로 인쇄하는 단계;

상기 자기조립 단층막을 마스크(mask)로 상기 금속 박막을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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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 구조물에서 상기 자기조립 단층막을 제거하는 단계; 그리고,

상기 나노 구조물에 잔존하는 금속 박막을 마스크로 사용해서 상기 기판을 패터닝(patterning)하는 단계;를 포함해서 이루

어진다.

또한, 본 발명의 다른 태양에서 제공하는 임프린트된 나노구조물을 이용한 미세접촉 인쇄 방법은,

나노임프린트 리소그래피 공정에 미세접촉 인쇄 방법을 도입하여 바이오 소자를 패터닝(patterning)하는 방법으로,

상기 나노임프린트 리소그래피 공정을 이용해서 기판 위에 나노 구조물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미세접촉 인쇄 방법으로 패터닝하는 단계로 이루어지며,

상기 패터닝 단계가,

상기 나노 구조물에 금속 박막을 증착하는 단계;

바이오 박막이 잉킹(inking)된 스탬프와, 상기 금속 박막이 증착된 나노 구조물을 접촉시켜 상기 바이오 박막을 나노 구조

물에 선택적으로 인쇄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선택적으로 상기 바이오 박막을 마스크(mask)로 상기 금속 박막을 선택적으

로 제거하는 단계;를 더 포함해서 이루어진다.

본 발명에서, 상기 나노 구조물을 형성하는 단계는,

형성하고자 하는 나노 구조물에 대응하는 패턴이 형성된 마스터를 마련하는 단계;

상기 기판 또는 마스터 중의 어느 한 곳에 레지스트리를 도포하는 단계;

상기 스탬프와 상기 기판을 서로 접촉시켜 가압하는 단계; 그리고,

상기 레지스트를 경화시키는 단계;를 더 포함해서 이루어진다.

이때, 상기 레지스트는 자외선 경화성 또는 열 경화성 수지이고, 각각 자외선을 조사하거나 열을 가하여 경화됨이 바람직

하다.

또한, 상기 금속 박막은 스퍼터링(sputtering) 방식이나 직접 가열하여 증기 형태로 나노 구조물의 양각부에 증착됨이 바

람직하다.

또한, 상기 나노 구조물에 증착된 금속 박막은 금(Au), 은(Ag), 또는 팔라듐(Pd)으로 이루어지는 군으로부터 선택된 것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자기조립 단층막(또는, 바이오 박막)이 잉킹된 스탬프가, 상기 금속 박막이 증착된 나노 구조물의 양각부 끝단

에 접촉하여 자기조립 단층막(또는, 바이오 박막)을 상기 나노 구조물에 선택적으로 인쇄함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기 스탬프가 상기 나노 구조물과 접촉되는 쪽에서 평탄면이 구비되며, 이곳에 상기 바이오 박막 또는 자기조립 단

층막이 증착되어서 나노 구조물을 잉킹함이 바람직하다.

또한, 본 발명의 또 다른 태양에서는 상술한 인쇄 방법을 이용해서 제작된 바이오 소자와, 나노구조물이 구비된 기판을 제

공한다.

이하, 첨부한 도면을 참조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대해 당업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한다. 그

러나 본 발명은 여러 가지 상이한 형태로 구현될 수 있으며 여기에서 설명하는 실시예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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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은 본 발명에 따라 나노임프린트된 나노구조물을 이용한 미세접촉 인쇄기법의 일 실시예를 설명하는 순서도이고, 도

2는 이의 공정도이다.

도시된 바와 같이, 본 실시예에 따른 복합 미세접촉 인쇄방법은 마스터(10)로부터 나노 구조물이 전사된 기판(20)을 제작

한 다음, 이에 대해서 미세접촉 인쇄방법으로 패터닝하는 공정을 수행한다.

따라서, 본 실시예에 따른 공정은 마스터(10)를 준비하는 단계로 시작한다(S11). 이 마스터(10)는 형성하고자 하는 나노

구조물에 대응하는 패턴이 형성되어 있다. UV 나노임프린트 리소그래피 공정을 따를 경우, 상기 마스터(10)는 자외선이

투과될 수 있는 소재로 제작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소재의 일 예로, 실리콘웨이퍼 또는 퀄츠 등이 될 수 있다. 이때, 상기

자외선은 마스터(10)를 투과하여 스탬프 안으로 충전된 UV 경화성 수지를 경화시킨다. 이외에도 가열 방식의 나노임프린

트 리소그래피 공정이 채택될 수도 있다.

S12 단계에서, 임프린트로 제작될 기판(20)에 레지스트(21)를 도포한다(도 2a의 (a) 참조). 이때 레지스트(21))로는 채택

되는 나노임프린트 리소그래피 공정의 종류에 따라 자외선 경화성이나 열경화성 고분자 소재를 적용할 수 있고, 기판(20)

으로는 실리콘웨이퍼를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S13 단계에서, 소정의 패턴이 형성된 마스터(10)를 상기 레지스트(21) 상면에 접촉시켜 소정의 압력으로 가압한 후, 자외

선으로 노광하거나 열을 가한다(도 2a의 (b) 참조). 이 때, 자외선은 상기 마스터(10)를 투과하여 레지스트(21)에 조사된

다. 이에 따라, 자외선에 노출되거나 열을 받은 레지스트(21)는 경화된다 (도 2a 의 (c) 참조).

이후, 상술한 S11 ∼ S13 과정의 나노임프린트 리소그래피 공정을 사용해서 제작된 나노 구조물이 형성된 기판(20)을 사

용해서 미세접촉 인쇄 공정을 연이어 수행한다.

S14 단계에서, 식각 공정에서 마스크로 사용되는 금속박막(23)이 나노 구조물(21)에 소정의 두께로 증착되며(도 2a의 (d)

참조), 금속 박막(23)으로는 도전성이 좋은 금(Au), 은(Ag) 또는 팔라듐(Pd)이 사용될 수 있다. 이때, 상기 금속들을 나노

구조물에 증착(deposition)하는 기술로는 스퍼터링(sputtering) 방식이나 직접 가열하여 증기 형태로 증착하는 방식이 있

을 수 있다. 금속을 스퍼터링 방식에 의해 증착하는 방법은 플라즈마를 발생시키는 방법과 증착을 유도하는 방법에 따라

DC, RF, 마그네트론, 그리고 반응성 스퍼터링 등이 있다. 그리고, 금속을 증발시켜 증착하는 방법은 증발 방식에 따라 열

증착(thermal evaporation) 방법과, 전자빔 증착(E-beam evaporation) 방법, 그리고 RF 유도가열 방식 등 여러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이처럼 금속 박막을 증착한 다음에, 다음의 식각 공정(S16)에서 마스크로 사용될 보호막을 양각부에 인쇄한다. 이에 대해

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S15 단계에서, 상술한 금속 박막(23)과 상호 작용이 뛰어난 소수성 물질인 단층막(SAM: Self-Assembled Monolayer) 또

는 바이오 박막이 평탄면에 잉킹된 스탬프(30)를(도 2b의 (e) 참조), 나노 구조물(21)의 양각부가 아래로 향한 상태로 상

호 접촉시킨다. 따라서, 나노 구조물(21) 중 양각부의 끝단에만 상술한 단층막 또는 바이오 박막(21)이 인쇄된다(도 2b의

(f) 참조).

또한, 자기조립 단층막 용액은 확산(diffusion) 억제와 고해상도 패턴 구현 등을 고려하여 기판(20)에 코팅된 금(Au), 은

(Ag) 또는 팔라듐(Pd) 등의 금속 박막(23)과 우수한 표면 접촉력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S 16 단계에서, 나노 구조물(21)의 양각부 끝단에 인쇄된 자기조립 단층막(또는, 바이오 박막)(21)이 마스크 역

할을 하므로, 양각부 중 홈(H)의 바닥면(A)에 대해 선택적으로 식각을 행하여, 바닥면(A)에 도포되어 있던 금속 박막을 식

각한다(도 2b의 (g) 참조), 특히, 상기 나노 구조물(21)의 양각부 끝단에 바이오 박막을 형성할 경우에는 이전 단계(S 15단

계)나 본 단계(S 16단계)까지 실시하여 제조된 결과물을 바로 바이오 소자 개발에 적용할 수 있다.

한편, 식각은 그 방법에 따라 주로 액체 상태의 화학 방식을 이용한 웨트 식각(wet etching)과 플라즈마를 이용하는 반응

성 이온 식각, 즉 건식 식각(dry etching)으로 나눌 수 있으며, 본 발명에서 사용되는 식각은 이러한 것들을 포함하는 개념

으로 사용된다.

특히, 반응성 이온 식각은 자기조립 단층막과 증착된 금속박막과 선택비가 높은 가스를 이용하여 이방성 식각을 하는 것이

다. 식각의 메커니즘은 식각 하고자 하는 부분에 플라즈마를 형성시키고 외부에서 전위를 형성하여 스퍼터링 시키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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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시작된다. 플라즈마 내에서의 방전은 주입된 가스로부터 화학적인 반응물들을 만들어낸다. 식각용 가스는 식각될 재료

와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 휘발성의 부산물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가스로 선택이 된다. 화학적인 방법에 기초를 둔 이상적인

건식 식각의 과정은 크게 플라즈마 내에서의 반응과 식각이 이루어지는 표면에서의 반응으로 분류될 수 있다. 위의 과정은

매우 빠르게 챔버 내에서 발생하며, 이러한 과정 중 부산물의 방출과정이 매우 중요한데, 이는 생성물에 적절한 압력을 갖

고 있지 못하면 식각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식각과정에서 자기조립 단층막(21)은 식각 마스크 역할을 하게

되며, 식각 비를 높여 나노크기의 패턴이 기저상태로 전사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반응성 이온 식각은 자기조립

단층막과 증착된 금속박막과 선택비가 높은 가스를 이용하여이방성 식각을 하는 것이다.

S 17단계에서는 양각부의 끝단에 인쇄된 자기조립 단층막(21)을 제거하게 된다(도 2b의 (h) 참조).

S18 단계에서, 상술한 S 16 및 S 17 과정을 통해서 나노 구조물에는 금속 박막(23)만이 선택적으로 잔존하게 된다. 즉, 나

노 구조물(21)의 요철 중 양각 부분에는 금속 박막(23)이 잔존하는 반면에, 홈(H)의 바닥면에 도포된 금속 박막은 박리된

상태이다. 따라서, 금속 박막(23)을 마스크로 사용해서 원하는 부분, 즉 바닥면(A)에 대해 선택적 식각이 가능하며, 이때

홈(H)의 옆면에 코팅된 금속 박막(23)은 식각되지 않도록 이방성 식각을 행한다. 이로써 원하는 패턴이 인쇄된 기판(20)을

얻을 수 있게 된다(도 2b의 (i) 참조).

이와 같이, 나노 구조물들을 이용한 미세접촉 인쇄 방법은 나노급 Metal-Oxide-Semiconductor, Field-Effect

Transistors(MOSFETs)와 Metal-Semiconductor Field-Effect Transistors(MESFETs), 고밀도 자기저장장치, 고밀도

Compact Disk(CD), 나노급 Metal-Semiconductor-Metal photodetectors(MSMPDs), 초고속 Single-electron

transistor memory, 나노 바이오 소자 등에 적용될 수 있다.

이상을 통해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예에 대하여 설명하였지만, 본 발명은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특허청구범위와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첨부한 도면의 범위 안에서 여러 가지로 변형하여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 또한 본 발명의 범위

에 속하는 것은 당연하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르면, 나노임프린트 리소그래피 공정으로 제작되며 기판 상에 형성된 나노 구조물을 사용하므로, 이를 이용한

바이오 소자의 효과적 제작이 용이하고, 상술한 미세접촉 인쇄 방법의 스탬프 유연성으로 인해 발생하던 임계치수(CD)의

한계를 극복해 100nm 이하의 미세 패턴을 구현 가능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나노임프린트 리소그래피 공정에 미세접촉 인쇄 방법을 도입하여 패터닝(patterning)하는 방법으로,

상기 나노임프린트 리소그래피 공정을 이용해서 기판 위에 나노 구조물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미세접촉 인쇄 방법으로 패터닝하는 단계로 이루어지며,

상기 패터닝 단계가,

상기 나노 구조물에 금속 박막을 증착하는 단계;

자기조립 단층막(SAM: Self-Assembled Monolayer)이 잉킹(inking)된 스탬프와, 상기 금속 박막이 증착된 나노 구조물

을 접촉시켜 상기 자기조립 단층막을 나노 구조물에 선택적으로 인쇄하는 단계;

상기 자기조립 단층막을 마스크(mask)로 상기 금속 박막을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단계;

나노 구조물에서 상기 자기조립 단층막을 제거하는 단계;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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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나노 구조물에 잔존하는 금속 박막을 마스크로 사용해서 상기 기판을 패터닝(patterning)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임프

린트된 나노구조믈을 이용한 미세접촉 인쇄방법.

청구항 2.

나노임프린트 리소그래피 공정에 미세접촉 인쇄 방법을 도입하여 바이오 소자를 패터닝(patterning)하는 방법으로,

상기 나노임프린트 리소그래피 공정을 이용해서 기판 위에 나노 구조물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미세접촉 인쇄 방법으로 패터닝하는 단계로 이루어지며,

상기 패터닝 단계가,

상기 나노 구조물에 금속 박막을 증착하는 단계; 그리고,

바이오 박막이 잉킹(inking)된 스탬프와, 상기 금속 박막이 증착된 나노 구조물을 접촉시켜 상기 바이오 박막을 나노 구조

물에 선택적으로 인쇄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임프린트된 나노구조물을 이용한 미세접촉 인쇄방법.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바이오 박막을 마스크(mask)로 상기 금속 박막을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임프린트된 나노구조물

을 이용한 미세접촉 인쇄방법.

청구항 4.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나노 구조물을 형성하는 단계가,

형성하고자 하는 나노 구조물에 대응하는 패턴이 형성된 마스터를 마련하는 단계;

상기 기판 또는 마스터 중의 어느 한 곳에 레지스트리를 도포하는 단계;

상기 스탬프와 상기 기판을 서로 접촉시켜 가압하는 단계; 그리고,

상기 레지스트를 경화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임프린트된 나노구조물을 이용한 미세접촉 인쇄기법.

청구항 5.

제3항에 있어서,

상기 레지스트가 자외선 경화성 또는 열 경화성 수지이고, 각각 자외선을 조사하거나 열을 가하여 경화하는 임프린트된 나

노구조물을 이용한 미세접촉 인쇄기법.

청구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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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에 있어서,

상기 금속 박막이 스퍼터링(sputtering) 방식이나 직접 가열하여 증기 형태로 나노 구조물의 양각부에 증착(deposition)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임프린트된 나노구조물을 이용한 미세접촉 인쇄기법.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나노 구조물에 증착된 금속 박막은 금(Au), 은(Ag), 또는 팔라듐(Pd)으로 이루어지는 군에서 선택된 어느 하나인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임프린트된 나노구조물을 이용한 미세접촉 인쇄기법.

청구항 8.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스탬프가 탄성 중합체(PDMS)로 제작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임프린트된 나노구조물을 이용한 미세접촉 인쇄기법.

청구항 9.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자기조립 단층막이 잉킹된 스탬프가, 상기 금속 박막이 증착된 나노 구조물의 양각부 끝단에 접촉하여 자기조립 단층

막을 상기 나노 구조물에 선택적으로 인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임프린트된 나노구조물을 이용한 미세접촉 인쇄기법.

청구항 10.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바이오 박막이 잉킹된 스탬프가, 상기 금속 박막이 증착된 나노 구조물의 양각부 끝단에 접촉하여 바이오 박막을 상

기 나노 구조물에 선택적으로 인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임프린트된 나노구조물을 이용한 미세접촉 인쇄기법.

청구항 11.

제9항 또는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스탬프가 상기 나노 구조물과 접촉되는 쪽에서 평탄면이 구비되며, 이곳에 상기 바이오 박막 또는 자기조립 단층막이

증착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임프린트된 나노구조물을 이용한 미세접촉 인쇄기법.

청구항 1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자기조립 단층막을 마스크로 사용해서 나노 구조물로부터 금속 박막을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단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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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나노 구조물의 양각부 사이의 홈에 증착된 금속 박막만을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임프린트된 나노

구조물을 이용한 미세접촉 인쇄기법.

청구항 1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바이오 박막을 마스크로 사용해서 나노 구조물로부터 금속 박막을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단계가,

상기 나노 구조물의 양각부 사이의 홈에 증착된 금속 박막만을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임프린트된 나노

구조물을 이용한 미세접촉 인쇄기법.

청구항 1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기판을 패터닝하는 단계가,

이방성 식각을 통해 상기 나노 구조물의 양각부 사이의 홈 바닥면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임

프린트된 나노구조물을 이용한 미세접촉 인쇄기법.

청구항 15.
삭제

청구항 16.
삭제

청구항 17.
삭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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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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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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