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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면 가공용 이온 밀링 장치의 이온 빔 크기 측정 방법 연구
A design of Ion-miller for ion beam measuring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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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집적도가 높아짐에 따라 미소한 구조의 관찰, 

보다 미소한 영역의 분석, 보다 얇은 막의 관찰에 

대한 필요성이 생겼다.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한 장치의 분해능뿐만 아니라 대상

이 되는 시료의 구조 혹은 조성을 충실하게 표현하

는 시료제작도 필요하다. 시료 제작 방법에서 시료

의 내부 상태를 자세히 조사할 경우 단면 시료 

제작이 필요한데 복합재료와 같이 경도가 다른 

재료로 구성된 시료에 대해서는 이온빔에 의한 

방법이 효과적이다. 여기서는 FIB가공 방법보다 

정밀도는 낮지만 넓은 범위를 높은 정밀도로 관찰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인출 효율이 높은 이온빔

을 사용하여 단면을 가공하는 이온밀링 방법을 

이용한다. 

최근에는 폭 넓은 이온빔을 조사하고 차폐판을 

사용하여 차폐판이 깎임에 따라 그 단면을 따르는 

형태로 단면을 만드는 이온밀링법 이온빔이 시료 

단면에 평행하게 입사하므로 선택적 에칭이 발생

하지 않아 매우 평탄한 단면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해서 만든 단면에 대하여 수직 방향에서 SEM관찰 

혹은 분석을 실행한다.

이온 밀링 장치는 이온빔의 크기에 따라 시료의 

단면이 깎여지는 크기가 달라진다. 원하는 위치에

서 시료의 단면을 얻고자 한다면 이온밀링 장치의 

이온빔의 크기를 정의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6~8kV의 전압을 사용하는 이온

밀링 장치에서 가속전압의 변경과 이온빔 방출지

점에서부터 시료까지의 거리에 따른 이온빔 크기 

측정 연구를 시행하였다.

2. 실험 장치 구성

Fig. 1 Ion beam size test instrument

Fig. 2 SiO2 Thickness 별 Color

 이온건 소스에서 발생된 이온빔의 크기 측정을  

위하여 진공 챔버와 3축(x, y, z)스테이지 그리고 

Wafer를 고정시킬 수 있는 Wafer Holder를 구성하

였다. Fig. 2 SiO2 Thickness 별 Color는 이온빔이 

Wafer에 조사되었을 경우 이온빔에 의한 스퍼터링

(Sputtering) 현상에 의하여 Wafer 표면이 원형으

로 가공되게 된다. 이때 Wafer의 Thickness 별 

Color로 빔 크기를 측정 할 수 있는 장비를 구성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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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방법 및 결과

Fig. 3 Ion beam measurement

           
실험에 사용된 이온건은 hollow anode type으로 

가속전압 0~8k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이온건 끝단

의 이온 빔 인출 구경은 2.5를 사용하였다.

 실험에서 플라즈마 방전전류는 MFC를 이용, 

유량을 조절하여 가속전압에 변경되어도 2.0mA의 

고정값으로 사용하였고 가속 전압을 6~8kV를 변경

하며 이온빔 인출 부분부터 Wafer까지의 거리를 

스테이지를 가변하면서 10분 단위로 이온빔을 wa-

fer에 조사시켰다. 

실험진행 후 wafer를 확인한 결과 거리가 25mm인 

경우 wafer의 포토레지스트(PR: photo resist)부

분이 이온 빔 크기만큼 모두 사라져 금속색인 은색

이 뚜렷한 원형으로 나타났고 은색부분위에 보라

색(1.21um)의 테두리를 확인하였다. Fig. 3에서 

이온빔의 크기 측정은 은색의 원형으로 측정하였

다. 가속전압이 높아짐에 따라 이온빔의 크기가 

줄어드는 것은 이온빔이 가속전압에 따라 선형적

으로 집속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0mm 지점과 35mm 지점의 wafer역시 PR부분이 

사라지고 금속색인 은색 원형 부분이 발생하였지

만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타원형이 발생하여 35mm

지점에서 가장 심한 타원이 발생하였다. 0.2mTorr

의 진공에서 실험 진행시 거리가 10mm 늘어남에 

따라 이온빔의 크기가 늘어나고 이를 통하여 이온

빔의 에너지가 거리가 늘어남에 따라 점점 줄어드

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가속

전압의 증가와 wafer에 이온빔 주사시간을 늘려야 

한다. 또한 실험에 사용된 SiO2 wafer에 장시간(1

시간) 이온빔을 주사시 Fig. 3에 측정된 실험값보

다 큰 이온빔 크기를 측정하였다. 이는 이온빔이 

wafer에 열변형을 일으켜 PR이 사라짐을 확인하였

다.

4. 결론

  SiO2 wafer를 사용하여 가속전압과, 거리, 열에 

대한 이온빔 크기 변화를 측정하였다.  SiO2 wafer

에서는 한부분에 장시간 이온빔이 주사되었을 경

우 열에 의한 PR이 사라짐과 동시에 이온빔의 크기

가 커짐으로 타원형이 아닌 원형모양의 크기를 

얻고자 한다면 가속전압에 따른 시간을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험결과 단면 가공용 이온밀링 

장치에서 시료를 원하는 위치에 가공하고자 할 

경우 이온빔 크기에 따라 시료의 위치가 틀려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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