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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반도체 소자 제작 및 디스플레이용 소자 

제작에 있어 고성능의 디바이스 공정을 위해 

높은 수율의 수 ~ 수십 nm 사이즈의 정밀한 

패턴 공정을 필요로 하고 있다. E-beam 

lithography, Stepper 등의 방법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패터닝 기술과 함께 나노 입자들을 

원하는 위치에 배치시키는 bottom-up 방법을 

통해 defect 없는 좋은 반도체 물질을 특성을 

그대로 이용하려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 [1 ~ 3] 

본 논문에서는 화학적으로 성장된 양자점과 

같은 반도체 나노 입자를 유전체 전기 영동 

힘을 이용하여 나노 와이어 배열에 반복적으로 

위치 시킴으로써 높은 수율의 나노 입자 배치 

및 배열 방식에 대해 소개 하려 한다. 

 

2. 소자 제작 
 

유전체 전기영동 힘은 전기장의 세기와 전기

장의 변화량에 비례하여 힘이 나타나기 때문에 

나노 와이어와 같은 국부적인 부위에 나노 입

자를 배치하기에 매우 알맞은 힘이다. 강한 전

기장의 변화는 나노 와이어의 끝 부분에서 매

우 크게 생겨난다. [4]  

넓이 100nm, 높이 50nm 의 나노 와이어 전극

을 제작하여, 유전체 전기 영동 힘을 이용하여 

나노 입자가 배치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나노 와이어 전극은 실리콘 옥사이드 사이에 

위치 하여 끝 단만 열려 있어 전기장 변화의 

크기를 극대화 하였다.  

실리콘 옥사이드 측벽에 위치한 나노 와이

어 전극은 그림 1 과 같은 공정 과정을 통하

여 제작 되었다. E-beam lithography 를 통해 

100nm 넓이의 패터닝을 하고 gold 증착 후 

lift-off 로 나노 와이어 전극 배열을 형성하

였다. 또한 마이크로 전극을 형성하기 위해 

photolithography 와 lift-off 를 이용하였다. 

실리콘 옥사이드를 형성된 전극 위에 올리고 

실리콘 옥사이드를 식각 함으로써 실리콘 옥

사이드로 감싸진 나노 전극 배열을 형성 하

도록 하였다.  

 

Fig. 1 Fabrication process of nanoparticle 
manipulation device (nanowire electrode array 
fabrications) 

 

3. 나노 입자 배치 및 배열 
 

유전체 전기 영동을 여기 시키기 위한 전기

장을 형성 시 AC (Alternating Current) 신호를 

이용하였다. 유전체 전기 영동의 힘은 주파수

에 의해서 그 힘의 방향이 결정되며 3MHz, 

나노 선 배열의 유전체 전기 영동 힘을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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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Vpp 의 사인파를 이용하여 나노 와이어 전극에 

나노 입자가 붙을 수 있도록 하였다. 실험에는 

반도체 물질인 지름 25nm 의 CdSe/ZnS 양자점

(Q21301MP, 8 M, Invitrogen )이 사용되었으며 

605nm 의 emission 파장을 갖는다. 실시간 모

니터링을 통해 나노 입자를 붙인 후, 형광 사

진으로 나노 입자의 위치를 확인 하였다.  

 

 

Fig. 2 Controlled and aligned nanoparticles 
(QDs) at nanowire electrode array 

 

3MHz, 8Vpp의 AC 신호를 이용하여 나노 입자

가 붙을 수 있는 유전체 전기 영동 힘을 형성

하여 실제 나노 입자를 붙인 모습은 그림 2 와 

같다. 각 그림의 화살표는 나노 입자의 위치를 

나타낸다. 형광 사진들은 유전체 전기 영동 힘

을 5 분 정도 가해준 후 찍은 사진이다. 5 개의 

나노 와이어 전극 배열 끝 단에 각각 나노 분

자들이 결합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오랜 

반응 시간에도 불구하고 선택적으로 나노 전극

에만 나노 입자가 붙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

다. 또한 양자점은 단일 분자 일 때, blinking 이

라는 특성이 있어 반짝거리는 현상을 보인다. 

다 섯개의 나노 와이어 전극 모두에서 이러한 

현상이 관찰 되었으며, 단일 분자 수준의 나노 

입자 배열이 가능함을 확인 하였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나노 입자를 원하는 나노 스

케일의 매우 정밀한 위치에 배치시키는 기술을 

개발 하였다. 이러한 기술을 통해 현재 소자 

제작에 필요한 저가, 저 시간 소요 등의 요구

에 맞는 기술일 뿐 아니라 자가 성장된 불순물

이 적고 좋은 특성을 보이는 나노 입자들을 이

용함으로써 더 좋은 특성의 소자 제작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 있어서, 자가 성장된 질 좋은 반

도체 나노 입자를 원하는데 곳에 위치시켰다는 

것에 있어서 큰 성과 일 수 있으나 나노 입자

를 배치 시키기 위한 나노 전극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고가의 공정인 e-beam lithography 를 사

용 했다는데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따라서 앞

으로 유전 전체 전기 영동 힘 외에 광 포획, 

플라즈몬 포획, 전기 삼투 힘 등의 여러 힘을 

이용하여 나노 전극 또한 bottom-up 방식으로 

형성하여 현 연구가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기초기술연구회 (NAP), 미래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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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08951)에 지원을 받아 수행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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