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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나노 기술에 관한 연구는 현재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나노 기술을 실생활에 활용하기 까지는 아직

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 최근의 기술 발전에도 불
구하고 응용 분야에서의 실제 적용은 여전히 병목으로 남
아있다. 그 이유의 한가지로 가공의 어려움을 들 수 있다. 
여러 가지 가공 방법 중에서 집속이온빔 장치는 마스크가 
필요없고 나노 스케일의 가공이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널리 사용된다. 집속이온빔 장치를 사용해서 웨이브 가이

드나 나노 사이즈 패턴, 마이크로 렌즈어레이 등이 제작되

었다. 또, 집속이온빔 장치는 RIE(Reactive Ion Etching), PE-
CVD(Plasma Enhanced Chemical Vapor Deposition) 등과 같은 
다른 공정과 혼합되어 다양한 가공 방법들을 제시했다. 특
히, 습식 식각과 집속이온빔 장치를 이용한 가공은 여러 
차례 연구되었다. 하지만, 습식 식각은 온도에 민감하고 프
로세스 컨트롤이 힘든 점, 결정구조의 방향에 따라서 언더

컷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1 이러한 한계점들을 극복

하고자, 우리는 집속이온빔 장치를 이용한 이온조사와 자
기유변연마를 복합한 새로운 미세가공공정을 제안하고자 
한다. 자기유변연마는 자기유변유체를 이용하는 초정밀 표
면 후처리 기술이다. 자기유변유체는 외부에서 가해지는 
자기장의 세기에 따라 자화도와 유변학적인 성질이 제어되

는 smart material 로서,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carbonyl iron 입
자들이 비자성 매개유체 속에 분산돼 있는 현탁액이다.2 

Fig. 2 Illustration of magnetorheological finishing machine setup. 
Permanent magnet is used to stiffen magnetorheological 
fluid. Silicon sample moves in horizontal direction in order 
to increase relative velocity to magnetorheological fluid. 

 
2. 실험 장치 및 결과 

 
Figure 1 은 새로 제안하는 가공방법의 공정진행 순서 

개략도이다. 첫째로, 실리콘 샘플을 준비하고 갈륨 이온을 
원히는 영역에 선택적으로 주입한다. 갈륨 이온은 집속이

온빔 장치(SMI 3050, SIINT)를 이용해서 30kV 의 가속전압으

로 조사하였다. 이 공정에서 사용될 수 있는 이온 단위 면
적당 이온 조사량은 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다. 실리콘 샘
플이 스퍼터링 되지 않는 적은 단위 면적당 이온 조사량부

터 실리콘 샘플이 수십 나노미터 이상 스퍼터링 되는 양의 
단위 면적당 이온 조사량까지 모두 이 공정에서 활용될 수 
있다. 둘째로, 선택적으로 이온이 조사된 실리콘 샘플을 자
기유변연마한다. 연마 공정을 마친 실리콘 샘플중 이온이 
조사된 영역은 남아있는 반면 이온이 조사되지 않은 영역

은 제거가 된다. 자기유변연마 중 재료의 제거는 자기유변

유체와 재료간 기계적인 상호작용으로 발생한다. 자기유변

연마시 실리콘 샘플의 재료제거율이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

는 이온이 조사된 영역의 기계적인 물성이 변했기 때문이

다. 
Figure 2 는 자기유변연마 실험에 사용한 기계구성장치

의 개략도이다. 실리콘 샘플은 비자성체인 알루미늄 플레

이트에 부착되었다. 알루미늄 플레이트는 영구자석의 회전

방향을 따라서 측면으로만 움직이도록 디자인하였다. 장치

에 사용된 자석과 실험 조건들은 Table 1 에 명시하였다.  
제안하는 공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단위 면적당 이온 

조사량을 알아보는 실험을 실시했다. Figure 3 은 실리콘 샘
플에 이온을 조사한 후 자기유변연마를 거친 결과이다.  

  
Fig. 1 Schematic diagram of fabrication process: (a) Silicon wafer 

sample, (b) Gallium ion implantation using FIB, and (c) 
Magnetorheological finishing process. Ion implanted region 
shows resistance to magnetorheological finishing. 

Table 1 Specification of permanent magnet and 
 experimental condition 

Permanent magnet Experimental condition 

Diameter 4 cm Amount of 
magnetorheological fluid Spindle speed 

Magnetic 
field 0.2 T 50 ml 300 R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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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mount of ion dose used in basic experiment 첫째로, 집속이온빔 장치를 이용해서 실리콘 샘플에 갈

륨이온을 선택적으로 조사한다. 이온을 조사한 실리콘 샘
플을 Scanning white-light interferometer (NV6300, Zygo)를 이
용해서 측정한 결과가 Fig. 3(a)에 나타나 있다. 9 개의 정사

각형을 각기 다른 단위 면적당 이온 조사량으로 가공하였

다.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30μm 이다. 단위 면적당 이
온 조사량은 Table 2 에 명시하였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갈수록 이온 단위 면적당 이온 조사

량양이 순차적으로 2 배씩 증가한다. 실험에 사용한 집속이

온빔 장치의 빔 전류는 96.680 pA 이고 빔직경은 22 nm 이다. 
5×1012 ions cm-2 의 단위 면적당 이온 조사량에서는 실리콘 
샘플이 스퍼터링 되지 않았고, 1.28×1015 ions cm-2 의 단위 
면적당 이온 조사량에서는 2 나노미터 스퍼터링 되었다. 이
와 같이 이온을 조사한 실리콘 샘플을 6 분 동안 자기유변

연마한 결과가 Fig. 3(b)이다. 이온이 조사되지 않은 영역은 
제거가 되었고, 이온이 조사된 영역은 남아서 돌출된 형태

의 구조물을 형성했다. 돌출된 높이는 단위 면적당 이온 
조사량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4×1013 이하의 단위 면적당 
이온조사량에서는 돌출부의 높이가 10nm 이하였고, 8×1013 
이상의 단위 면적당 이온조사량에서는 높이가 약 40nm 였

다. 자기유변연마를 더 많이 할 경우, 8×1013 이상의 단위 
면적당 이온조사량으로는 150nm 의 돌출 형상을 얻는 것이 
가능하다. 반면, 4×1013 이하의 단위 면적당 이온조사량으로

는 10nm 이상의 높이를 얻을 수 없었다. 적은 양의 단위면

적당 이온조사량으로도 재료제거율의 차이는 나타났지만, 
8×1013 이상의 단위 면적당 이온조사량을 사용하는 것이 보
다 큰 재료제거율 차이를 보였다.  

(ions cm-2) 

5×1012 1×1013 2×1013 
4×1013 8×1013 1.6×1014 
3.2×1014 6.4×1014 1.28×1015 

 
등의 물성이 변한다. 다이아몬드 팁을 장착한 주사탐침

현미경을 이용해서 이온이 조사된 실리콘의 경도, 스크래

치 저항(scratch resistance), 마멸 저항(wear resistance) 등을 
측정한 결과, 실리콘에 조사된 이온이 경도와 마멸 저항 
(wear resistance)을 향상시킨다는 것이 밝혀졌다. 5 요약하면, 
이온이 조사돼서 기계적 물성이 강화된 실리콘 샘플의 영
역이 자기유변연마를 하는 동안 마스크 역할을 한 것이다. 
단위 면적당 이온조사량에 따라서 재료제거율이 다른 이유

는 단위 면적당 이온조사량이 증가함에 따라 실리콘의 물
성도 증가했기 때문이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이온조사와 자기유변연마를 이용해서 구

조물을 제작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였다. 제안하는 방
법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 진다. 첫째는 실리콘 샘플에 
이온을 선택적으로 조사하는 단계이고, 둘째는 이온이 조
사된 실리콘 샘플을 자기유변연마하는 단계이다. 자기유변

연마를 거친 후 이온이 조사된 영역은 남아있는 반면 조사

되지 않은 영역은 제거가 된다. 이 현상을 이용해서 돌출 
형상 구조물을 제작했다. 이처럼 이온이 조사된 영역이 조
사되지 않은 영역과 다른 재료제거율을 보이는 이유는 조
사된 갈륨이온이 경도, 마멸 저항(Wear resistance)등의 기계

적 성질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단위 면적당 이온 조사량이 
공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실험을 실시했다. 이온 조
사량이 적은 경우와 많은 경우, 자기유변연마 공정 후 서
로 다른 재료제거율을 보였다.  

 

 3. 가공 메커니즘 
 

실리콘 샘플이 자기유변연마 공정에서 제거되는 메커니

즘은 연삭마멸(abrasive wear) 이다.3 따라서, 우리가 제안하

는 공정에서 나타나는 재료제거율의 차이는 이온이 조사된 
영역의 기계적 성질이 강화 되었기 때문이다. 실리콘에 이
온을 조사하면 격자구조는 비정질화 된다.4 또한,경도, 스크

래치 저항 (scratch resistance), 마멸 저항(wear resistance)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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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Basic experiment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ion dose for 
proposed fabrication process: (a) Gallium ion implantation 
into silicon by FIB with increasing amount of dose, and (b) 
Magnetorheological finished surface topography of ion 
irradiated silicon. MRR difference during 
magnetorheological finishing changes according to ion d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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