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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나노패턴은 고용량 정보저장용 미디어, 광학 디바이스, 
센서 등의 다양한 응용 분야를 지니고 있어 리소그라피, 
전자빔, 자기조립재료, 등의 공정이 이용되고 있으며, 1 최
근에는 높은 가공 정밀도, 재현성, 이온 주입을 통한 복합 
공정 등의 다방면 적용으로 인해 집속이온빔(Focused Ion 
Beam, FIB) 장치를 이용하여 패턴 제작도 연구되고 있다. 
FIB 장치의 디지털 스캐닝 방식을 이용한 FIB 밀링은 빔 
조사 간격을 제어할 수 있어 다양한 형상과 피치의 패턴을 
제조 할 수 있다. 나노급의 정밀도를 가지는 높이, 형상의 
패턴 제작을 예측하고 설계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확한 밀
링 모델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빔 중첩을 포함한 재
료의 스퍼터링, 재증착 효과를 고려한 FIB 밀링 모델을 이
용하여 2, 3 나노 패턴의 높이를 FIB 공정 파라미터인 오버

랩에 대하여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측해보고 실험 결과를 
통해 검증하였다. 

  
2. 집속이온빔 밀링 

 

FIB 밀링 공정에서 빔 조사 위치와 순서는 Fig. 1 에 보
인 바와 같이 가공 영역이 L 일 경우, 첫 빔 조사 위치인 a
가 결정이 되고 오버랩(overlap) 값에 의해 빔 조사 간격인 
피치(p)가 결정이 되고 x 축 방향으로의 빔 조사 횟수(N)가 
결정된다. 또한 입력된 이온 조사량을 만족하기 위해 i=N
에서 빔 조사가 종료되지 않고 다시 i=1 로 돌아오는 과정

을 스캔 프레임 수만큼 반복하게 된다. 빔 조사는 i=n 의 
위치에서 불연속적으로(discrete) 발생하기 때문에 일정 빔 
간격의 피치에서 이온빔 형상의 중첩을 통해 패턴 가공을 
할 수 있다. 빔 조사 간격의 제어를 통해 일정 오버랩 이
하에서는 가공 밑면이 평탄하게 가공되고, 이상에서는 균
일하고 반복적 형상이 가공된다. 패턴 가공의 중요한 파라

미터인 오버랩은 식(1)과 같이 정의된다.  
 

d
pO −=1      (1) 

 

식 (1)에서 O 는 오버랩, p 는 피치, d 는 빔 직경(FWHM)
이다. 빔 조사 간격을 의미하는 피치는 오버랩과 빔 직경

에 따라 변화 된다. 오버랩 -1 은 빔 조사 간격이 빔 직경

의 2 배이며, 0.5 는 빔 직경의 절반을 의미한다. 빔간의 겹
침 정도인 오버랩을 통해 패턴의 피치와 높이를 변화시킬 
수 있다.   
 

Fig. 1 Schematics of the beam scanning sequence 
and irradiation point 

3. 집속이온빔 밀링 모델과 시뮬레이션 
 

집속이온빔 밀링 공정은 가속된 이온이 시편에 충돌하

여 야기되는 스퍼터링(sputtering), 스퍼터링된 입자가 다시 
가공된 영역에 붙는 재증착(redeposition) 등의 복잡한 과정

을 거치게 된다. 2, 3이온빔 형상의 끝단의 중첩으로 인한 패
턴 가공의 정확한 밀링 모델 수립을 위해 이온빔의 강도를 
가우시안 분포가 아닌 바이(bi) 가우시안으로 가정하여 스
퍼터링 모델을 수정하였다.4 i=n 에서의 스퍼터링 깊이는 바
이 가우시안 함수를 이용 식(2)와 같이 구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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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2)의 η는 원자 밀도, Df 는 한 프레임에서의 단위 
면적당 이온 조사량(ion dose), n 은 x 방향으로의 빔 조사 수, 
w 는 바이 가우시안 형상에 따른 가중치, σ1은 중심 영역의 
표준편차, σ2는 양 끝단(tail) 영역의 표준 편차이며 빔 직경
과의 관계는 d=2.235 σ 이다. y(x)는 입사 각에 따른 스퍼터

링 일드값으로 식 (3)과 같이 구해진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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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3)의 Y 는 입삭각 0°에서의 스퍼터링 일드이며 c, f
는 이온 고체 상호작용에 따른 물리 상수이다. 식 (2)와 (3)
에 의해 스퍼터링 값이 구해지면 스퍼터링된 양을 통한 일
부가 재증착이 발생하는 데 재증착 모델은 식 (4)와 같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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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4)의 K 는 흡착 계수(sticking coefficients)이며 s(x)는 
식 (2)의 x 지점에서의 스퍼터링 양, 0 와 L 는 가공의 시작

점과 끝점이며, ϕ , Φ  and r 은 (2)에서 계산된 형상에 따
른 각도이다. 

식 (2)-(4)에서 확인 할 수 있는 것처럼 각 모델은 다른 
현상에 의해 계산된 값들에 영향을 받아 계산이 수행된다. 
즉 스퍼터링 값은 스퍼터링이 발생하기 전의 형상에 의해 
식 (3)이 계산이 되고 재증착 값은 식 (2)의 s(x)가 계산이 
되어야 계산이 된다. 이런 과정이 반복 된 후(i=1) 이온빔 
조사는 i=2 에서 N 까지 반복된다. (Fig. 1) 즉 i=n 에서의 스
퍼터링과 재증착을 고려한 집속이온빔 밀링 모델은 식 (5) 
과 같이 구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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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5) Pn, Sn, Rn 은 각각 n 번째 빔 조사에서의 최종, 스
퍼터링, 재증착 프로파일이다. 즉 n 번째 빔 조사의 최종 형
상은 n-1 번째의 형상에 n 번째 스퍼터링양과 재증착양을 
더해주면 구해진다. 위와 같은 집속이온빔 밀링공정의 모
델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시뮬레이션은 연
속적인 빔의 조사가 이루어지는 실제의 현상을 최대한으로 
근사하기 위하여 빔의 조사 바로 직전의 표면형상을 고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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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imulation result 

 
(b) Experiment result 

Fig. 2 Comparison of the simulated and the experimental results 
 

나노 패턴의 최종 형상을 예측하기 위해 식 (2)-(5)의 
집속이온빔 밀링 모델을 이용하여 오버랩의 변화에 따른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시뮬레이션 파라미터는 이온원

은 갈륨을 사용하였으며, 가속전압은 30 kV, 빔 전류는 700 
pA, 빔 직경은 60 nm, 단위 면적당 이온 조사량은 1.0 × 1018 
ions/cm2, dwell time 은 150 μsec, 가공 영역은 5 × 5 μm, 가공 
시편은 실리콘을 사용하였다. 이온원, 가속전압, 가공 시편

을 통해 식 (3)의 입삭각에 따른 스퍼터링 일드 데이터를 
구한다. 가공영역과, dwell time, 오버랩에 따라 Df-, n 이 계
산되어 시뮬레션을 스캔 프레임 수만큼 반복이 되어 최종 
형상이 나오게 된다. 

Fig. 2 는 오버랩 -7 에서의 시뮬레이션 결과와 실험결과

이다. 피치는 빔 직경과 오버랩의 관계에 의해서 480 nm 이

며 가공된 패턴의 단면 분석을 위해 Fig. 2 (b)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1.5 μm 의 탄소를 증착(deposition)하여 분석 영역

의 단면 가공 시 재증착 등으로 인한 형상 왜곡 오차 발생 
요인을 차단하였고 또한 실리콘과의 스퍼터링 일드 차이로 
인한 명암 대비 효과로 인해 정확한 분석을 가능하게 하였

다. Fig. 2 에서 볼 수 있듯이 패턴 높이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는 1.07 μm 이며 실험 결과는 1.115 μm 이며 패턴 폭 
(FWHM) 은 300 nm로 실험결과와 거의 일치하였다. 

Fig. 3 은 나노 패턴 높이를 오버랩 변화에 따라 시뮬레

이션과 실험 결과를 비교한 그래프이다. 음의 오버랩 증가

에 따라 이온 형상의 겹치는 영역이 줄어들게 되어 패턴 
높이가 증가함을 확인 할 수 있다. 시뮬레이션 결과와 실
험 결과의 오차율이 오버랩 -7 이상의 경우에서는 3 % 이
하이며 오버랩 -9 의 경우 9 %이다. 또한 오버랩 -2 이상에

서는 입사각에 따른 스퍼터링 효과와 재증착 현상으로 인
해 밑면의 형상이 물결 모양의 패턴이 아닌 평탄함을 유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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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Results of the experimental and simulated nano pattern 
fabrication: pattern height with respect to overlap values 

 

4. 결론 
 

집속이온빔 밀링 모델을 통해 실리콘 웨이퍼에 나노 패
턴 높이 예측을 수행하였다. 밀링 공정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로 이온빔의 강도를 기술하기 위해 바이 가우시안 함
수를 사용하였고 입사각에 따른 스퍼터링 일드와 재증착 
현상을 순차적으로 고려한 모델을 수립하였다. 패턴 높이

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와 실험 결과를 통해 모델의 타당

성을 확인 할 수 있었고 700 pA, 빔 직경 60 nm 의 경우 오
버랩 -2 이상에서는 평면 가공이 되었다. 정확한 패턴 높이 
및 형상을 통해 고용량 정보저장용 미디어, 광학 디바이스, 
센서 등의 다양한 응용분야에 적용 가능 할 것으로 기대된

다. 또한 시뮬레이션 가공 결과를 통한 이온 조사 위치 제
어를 통해 보정 가공도 수행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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