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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on beam surface ana1ysis 

Light elements in semiconductors, superconductors, magnetic or optica1 

storage devices and surface hardened meta1s may have serious effects on the 

electric려， chemic머 and physica1 prgperties. Nevertheless, it is extremely 

difficult to quantitatively ana1yze their contents with conventiona1 surface 

analysis tools 파ce SIMS, AES, ESCA. The ERD-TOF (Elastic Recoil 

Detection - by Time Of Flight) method has recently been develo야d in a few 

prominent accelerator laboratories and proved to be veη useful for such 

quantita디ve depth profiling of light elements. It is the aim of this project to 

construct an ERD-TOF system which can provide routine service of light 

elements ana1ysis of thin films. The TOF spectrometer used in the system 

can be a1so utilized in HIRBS (Heavy Iön Rutherford Backscattering 

Spectrometry) for the better resolution and sensitivity than the convention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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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 RBS in certain cases. The ERD-TOF and HIRBS research spans from 

1995 to 1997 and this paper rep야ts the final results. 

The works performed this year are : 

1. Optimization of the ERD-TOF system for the practical use 

2. Construction of a separate HIRBS line 

3. Development of the an외ysis computer program and improvement of the 

data acquisition system 

4. Consσuction of the new vacuum chamber with an automatic 떠rget 

controller 

The optimization has been done by considering such parameters as mass 

resolution, depth resolution, accessible depth, detection sensitivity. All these 

parameters have strong correlations with the sort, energy and dose of the 

beams to be used, the detection angle, target angle and flight length. In a 

practical analysis system, one cannot change the system parameter every 

time athough there exists only one optimum condition for one measurement. 

Therefore, a condition is deduced which is applicable to majority of general 

semiconductor samples. 

For the practic머 analysis service a separate HIRBS line has been 

constructed. The line use the same TOF spectrometer as ERD line but the 

shape of the chambers are slightly modified. 

A computer program DoERD is written for the rapid analysis of the 

ERD-TOF measurement. Since one has separate spectrum for each element, 

there is no need for the deconvolution process unlike RBS analysis. The 

program uses the ascii output of the display program and the result is 

visualized by plotting the concentration profile of each element as a function 

of the . depth. The data acquisition system has been revised for easier 

-2-



manipulation. The display program is upgraded to allow the spectrum 

an머ysis during data taking. 

A new 않rget manipulator is constructed together with a new chamber. 

The chamber is made of stainless steel for better vacuum. The chamber is 

designed for the multiple analysis purpose inc1uding channeling experiment 

which wil be studied from next year. A target manipulator is installed in the 

ch와nber which consists of three manual linear transition stages and three 

motorized angular transition stages. Multiple samples can be measured 

without breaking the vacuUffi. A new charge collection system with a new 

concept of electron suppressor has been designed. 

Laser Induced Plasma Spectroscopy 

When the pulsed laser is focused onto a small spot of a solid surface, an 

optically induced plasma is formed at this surface. This plasma will be 

formed when the laser power density exceeds the breakdown threshold value 

of the solid surface. The interaction of high power laser light with a target 

or s이id materials have been an active topic not only in plasma physics but 

머so in the field of an외ytic외 chemistry. Recent1y, LIPSOaser induced plasma 

spectroscopy) has been applied many kinds of sample analysis inc1uding solid, 

liquid and gas an려ysis. 

LIPS has a advantage of the minimal sample preparation required for a 

solid sample and ability to analyze conducting as well as nonconducting 

materials, multi-elemental analysis. But this method has a poorer sensitivity 

than several competing atomic spectroscopic methods and se때quantitative 

analysis. 

Numerous factors affect the ablation process, inc1uding the laser pulse 

properties, such as pulse width, spatial and temporal f1uctuations of the pu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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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laser power fluctuations. The mechenical, physical and chemical 

properties of the sample also influence the ablation process. 

We studied LIPS with Nd:YAG second harmonic 532 nm and the 

induced plasma characteristics was studied by analyzing Cu plate sample. 

The plasma temperature was studied by observing the emission intensity of 

Fe(I} line and the plasma temperature of the different kind of samples were 

calculated using Boltzmann plotting method under same laser condition. 

U sing the above experimenta1 results, LIPS has been applied for the 

an외ysis of the elementa1 distribution mapping of the polished rock section. 

For the elementa1 mapping an외ysis ， XY stage controlled by step motor and 

PC were used and 5 x 5 mm element image was obtained. For the 

QU때tita디ve an려ysis， rock standard samples were analyzed and Ba, Cu, Fe, 

Mn, Si and Sr calibration curve were obta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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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 이온빔표면분석법 

저11 장 서론 

본 보고서는 이온빔을 이용한 비파괴표면분석법 연구의 3차년도 연구수행 내 

용을 수록한 것이다. 아울러 3년간 실용화를 목표로 수행한 ERD-TOF (Elastic 

Recoil Detection by Time-Of-Flight 탄성산란-비행시간 측정법) 및 HIRBS 

(Heavy Ion Rutherford Backscattering Specσomeσy 중이온 러더포드후방산 

란 측정법) 시스템 개발익 최종보고서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는 3년간 

의 연구수행내용이 총괄적으로 요약되어 있으며 필요한 경우 1，2차년도의 연구 

보고서의 내용이 인용되어 있으나， 분석법에 대한 소개 및 일반적인 원리에 대 

하여는 1 ，2차년도 보고서를 참고하기 바란다. 다만 여기서는 그간의 ERD 분석의 

추이변화에 대하여만 논의하고자 한다. 

여러 가지 알려진 이온빔 분석 중에서도 ERD-TOF 법은 최근 그 뛰어난 분 

해능 및 정량성으로 인하여 각광을 받고 있다. 1997년도에 개최된 제 13차 이온 

빔분석 국제학회 (IBA-13)에서의 이온빔 분석 추이는 다음의 각 분야별로 발표된 

논문의 수를 보면 짐작이 가능하다 : 

A Fundamentals of IBA range, stopping power, damage, cross sections 

: 37 

B Thin films , multilayers, interfaces : 41 

C Nuclear microprobes 17 

D : Impurity site location, defect structures 31 

E High resolution depth profiling and nuclear reaction technique 18 

F : Elastic recoil detection analysis 32 

G : Novel ion beam techniques 17 

H high energy channeling, transmission channeling 7 

1 IBA for biomedical, environmental, art, archeology analysis 

(PIXE,PIGE) : 51 

J : Evaluation of IBA and related techniques 25 

q J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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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Low 킹ld medium energy ion scattering 23 

M Computer simulations 13 

N : New development of IBA : 26 

o : IBA of new materia1s : 21 

P Characterization of electronic properties 10 

이중 session B 와 I의 논문편수가 가장 많은데 내용적으로는 이온빔분석기 

술의 활용이다. 이들을 제외하연 ERD 분석법 개발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PIXE, RBS 둥은 이미 기술면에 있어서는 거의 개발이 끝나 주로 

활용에 대한 논문들이 발표 되고 있는 반면 ERD 분석에 대하여는 많은 새로운 

분석기술들이 발표되었다. 외국의 연구기관에서는 주로 중대형가속기를 사용하 

여 수십 MeV 이상의 고에너지 업자빔을 사용하기 때문에 검출기술에서 주로 

L1 E- E 검출기 (혹은 Bragg ionization chamber) [1]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부분의 연구결과가 괄목할만 하다. 특히 Dollinger 둥은 magnetic 

spectrometer와 L1 E- E검출기를 결합하여 두께분해능이 단일 원자충 (수A)에 

이르는 검출시스템을 개발하였다. [2] 입사입자빔의 에너지가 Bragg peak의 왼 

쪽에 위치할 때에는 그러나 본 시스댐과 같은 TOF spectrometer를 사용하는 것 

이 일반적으로 유리하다고 되어 있으며 따라서 중형이하의 가속기를 시용하는 

연구기관에서는 TOF spectrometer 에 관한 논문을 많이 발표하기도 하였다. 예 

를 들어 Bohne 동은 TOF spectrometer의 단점 인 작은 효율올 보완하기 위 하여 

지름이 15 cm인 MCP와 Silicon Sσip detector를 사용하여 입체각이 2.5 msr에 

이르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3] 그러나 아직 ERD 분석용 컴퓨터프로그램은 

SENRAS [4] 정도가 범용성올 가지고 있을 뿐 각 연구기관에서 고유의 프로그 

램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부분에서는 Szilagy 둥이 DEPTH 코드를 개발 

하였지만 아직 범용성은 크게 떨어지는 형편이다.[5] 

1차년도의 시스템구성 및 성능테스트， 2차년도의 시험분석 및 정량성확보에 

이어 당해연도에는 ERD-TOF 와 HIRBS 시스템의 실용화를 목표로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를 수행하였다 : 

1. ERD-TOF 및 HIRBS 분석시스템의 최적화 : ERD-TOF 및 HIRBS 시스 

-14-



댐의 최적화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Si 기판을 가정하여 질량분해능， 깊이분해 

능， 분석가능 깊이 및 검출한계를 고려하여 이온빔의 종류와 에너지， 되됩각도 

및 시료의 기울엄각도 또한 비행거리 둥을 결정함으로 이루어졌다. 물론 각 시 

료에 대하여 항상 한 개의 최적의 시스탱 조건만이 존재하지만， 시스템의 일상 

화 및 범용성을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만족되는 조건을 결정한 것이다. 

2. 별도의 HIRBS 라인의 건설 : 전년도까지는 한 개의 TOF spectrometer를 

ERD-TOF 및 HIRBS 겸용으로 사용하였지만 일상적 분석을 위하여 HIRBS 전 

용 TOF spectrometer를 제작하였다. 

3. 데이터분석 컴퓨터 프로그램의 작성 및 데이터수집 시스댐의 개선 : 데이 

터분석을 위한 컴퓨터 프로그랩 DoERD를 MS Visual Basic 5.0을 이용하여 제 

작하였다. 기존에는 SENRAS 프로그랩을 이용하였으나 데이터의 변환 및 입력 

이 까다롭고 깊이별 원소의 분포가 출력되지 않는 불편함이 있었다. DoERD는 

데이터수집시스템으로부터 ASCII 데이터파일을 입력으로 받아 fitting 과정을 거 

쳐 원소의 깊이분포를 출력해 준다. 

4. 새로운 진공표적함 및 자동 시료조사대의 제작 : 기존의 진공챔버는 시료 

를 한 개씩 장착하고 시료의 교환올 위하여는 챔버를 열어야 하므로 일상적 분 

석에는 적합치 않았다. 따라서 시료를 한꺼번에 8개까지 장착할 수 있는 새로운 

시료장착대를 새로 제작， 설치하였다. 이 시료장착대는 뿐만아니라 3 axis 

rotation, 3 밍cis linear motion 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 장차 channeling 실험에도 

사용될 수 있다. 이 새로운 시료장착대의 설치를 위하여 새로운 진공챔버를 제 

작하였다. 이 진공챔버는 RBS , ERD. NRA 및 channe1ing 둥 다양한 이온빔분석 

을 할 수 있도록 다용도로 제작되었다. 보다 좋은 진공을 위하여 스텐레스스틸 

로 만들었으며 , 가능한한 me떠1 gasket을 사용하였다. 또한 electron suppressor 

가 시료와 평행으로 위치하는 새로운 형태의 전하집적장치를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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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2장 본론 

제 1절 다목적 진공표적함의 설계 및 제작 

.Target manipulator 

Fig. 1 KIGAM multipurpose vacuum cha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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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1 Overview of the target chamber 

Photo 2 Inside view of the target cha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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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필요한 경우 HPGe 검출기나 Si(Li) 검출기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다목 

적으로 제작하였다. 그림 1은 표적합의 전체 개관도이다. 또한 사진 1은 표적함 

의 외형， 사진2는 표적함의 내부이다. target manipulator의 셜치와 고진공올 위 

하여 스댄레스스틸올 사용했으며 내부크기는 H530 X D420 이다. Collimator 

unit는 collimator와 antiscattering collimator 로 이 루어 져 있으며 실 험 목적 에 따 

라 구명의 모양 및 크기가 다른 collimator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collimator unit는 그립 2와 같이 지지대 위에 고정되어 얼라인먼트가 쉽도록 빔 

과 수직 인 면에서 자유로이 움직 일 수 있도록 하였으며 collimator를 교환하더 

라도 collimator unit가 본래의 위치로 재현성있게 위치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collimator 
holder 

SSB detector 
holder 

detector 
holder track 

detector & 
collimator 
track 

Fig. 3 : SSB detector support. 

Q 

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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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B 검출기는 그림 1의 detector track 위에 위치하도록 하여 시료와 빔과 검출 

기가 이루는 각도가 자유자재가 되도록 하였다. 또한 시료로부터의 거리를 가변 

되도록 그림 3과 같은 지지대를 제작하였다. 

HPGe 검출기나 Si(Li) 검출기용 포트를 그림 1과 같이 설치하여 시료의 성 

분올 신속히 정성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챔버의 뒤쪽에는 NRA 시 

료지지대를 설치하여 NRA 실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시료의 상태를 관찰할 수 있도록 CFlOO flange에 시창구를 만들었으며 

빔입구 port 밑에 CCD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Feedthru로는 BNC 

feefthru, SHV feedthru, LEMO feedthru, multiwire feedthru, 고전류 feedthru 

및 thermocouple feedthru 퉁 electrical feedthru와 시료를 냉각시킬 수 있는 

liquid feedthru를 설 치 하였 다. 

2. 진공계통 

진공계통은 그림 4와 같이 구성하였다. 진공콘트롤러는 기존의 RBS 챔버를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진공계통의 통작은 초기 진공 진공해제 빛 재진공 퉁 모 

든 동작이 자동화되어 있으며 사고에 의한 진공파괴시 범라인쪽과 터보펌프쪽 

의 gate valve가 자동으로 닫히 도록 되 어 있다. 

3. TOF spectrometer 

TOF spectrometer 는 두 개를 제작하여 ERD-TOF 및 HIRBS 에 각각 사용 

하였다. 그림 5는 HIRBS 에 사용한 TOF spectrometer이다. 챔버는 진공을 좋게 

하기 위하여 스텐레스스틸을 사용하고 metal gasket을 사용하였으며， 가공의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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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mocouple 
gauge 

Rough pump value 
Thermocouple 
gauge 

Fig. 4 chamber vacuum controller 

의를 위하여 원통형으로 제작하였다. 사용된 time detector는 ERD-TOF 시스템 

에 사용된 것과 동형이지만 탄소막의 교환올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그림 

6과 같이 약간 변형시켰다. MCP 운전 경험으로 보아 진공도는 MCP 의 성능저 

하에 상당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MCP보호를 위하여 두 번째 챔버에 cold 

finger를 장착하여 진공도를 lXlO-6이하로 유지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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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CFflange 

20nvn 

Cold trap 

2-3/4" CF flange H.v. feed thru signal feedthru 

Fig. 5 : M。이fied TOF spectrometer 

20mm 

Fig. 6 : Modified time det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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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떠rget manipulator 

가. target holder 

분석시료를 최대 6개까지 동시에 장착할 수 있는 시료지지대를 그림 7과 같 

이 제작하였다. 시료지지대는 goniometer의 rotation stage에 부착되어 회전에 

의하여 시료를 바꿀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이때 전하량 측정올 위하여 지지대 

- 600V 

/기 

charge 
measurement insulator 

goniometer rotation stage 

Fig. 7 : target holder 

” 
ω
 



의 측면에 용수철올 이용하여 시료와 전기적으로 접촉이 되도록하였다. 또한 이 

차전자의 방출에 의한 전하량 측정의 오차를 방지하기 위하여 동심원 형태의 전 

자방출억제장치 (electron suppressor)를 설치하였다. 이러한 형태의 장점은 당연 

히 이온빔의 입사각이 작올 때 suppressor7r 입사빔의 진로에 방해가 되지않는 
다는 것과 제작이 쉽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림 8은 electron suppressor의 작동시 전기장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보여 

준다.600 V 정도를 인가하면 100eV의 에너지를 갖는 이차전자도 억제되는 것 

올 볼 수 있다. 

그림 9의 위는 1000의 A의 백금이 도금된 Si wafer에 10 MeV Cl을 조사하면 

서， 아래는 500A의 Ti이 도금된 Si wafer에 여러 에너지의 He을 조사하면서 

electron suppressor의 전압에 따른 집적전류의 변화를 측정한 것이다. He의 경 

우 전압이 100 V 이상이 되면 집적전류가 포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Cl 

의 경우는 1α)()V 이상이 되어도 집적전류가 포화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 

것은 He의 경우 방출되는 전자의 개수와 Cl의 경우 방출되는 개수가 현격히 차 

이가 있기 때문에 전기장의 변형이 일어나기 때문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이유 

는 좀더 실험올 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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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낱 

Fig. 8 Contour plot of the electric potential arround the 

target holder. 

나. target manipulator 

본 실험과 장차의 channeling 실험올 대비하여 3축의 linear motion과 3축의 

rotation이 가능한 target manipulator를 제작하였다. 각축에 사용된 motioner의 

제원은 표 1과 같으며 전체의 조감은 그림 10과 같다 

-25-



2.5 

2.0 

요 1.5 
“ m -I 
그 8 1.0 

.5 

0.0 

50 

40 

<...? 20 
그-

10 -1 

o 

• 10 MeV CI on PUSi02 

-••• 
• • • • • • • • • • • • • • • 

o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1600 1800 

Bias voltage (negative) 

。

on Ti/Si 

, 
• 
。

。 o 0 。

’ 。
。 。

‘’ ............ ... ... 
• • • • • • • • 

。

。

’ ’ ’ 
• • 

• He 3.0 MeV, 8nA 
。 He 3.6 MeV, 4.5 nA 
... He 2.4 MeV, 15 nA 

。 。
。 o 。

... ......... ’ , 
• • • • • 

o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1600 1800 2000 

Bias voltage(negative) 

Fig. 9 Variation of the measured current as a function of the suppres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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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pecification of the 6-axis target manipulator 

축방향‘ 1f!-%~남 최대변이 

UMR8.25V6 
25mm X 

BM17.25V6 

y 11 25mm 

MVN120VB 
20mm z 

M25.40V 

6 URM80pp ::t 180。

￠ URM80APP ::t 180。

(f) VBG80PP ::t 45。

* Definition of the axis 

X 

측은--슴늦 

Y 

정확도 drive home type 

1μm rrucrometer 

1μm rrucrometer 

1μm rrucrometer 

0.001。 rrunìstepper switch 

0.001。 rrucrostepper switch + index 

0.001。 rrunìstep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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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 Perspective of the 6-axis 없rget manipu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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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rget manipulator는 MM3000이라는 motor control1er에 의하여 제어된다. 

MM3000에 의 하여 수동으로 각각의 stage를 움직 일 수도 있으나， MM3000을 

MN3000 

ConlroU PC 

Driver I RS232 

LEM。

m때삐re 

feed Ihrough 

Fig. 11 Target manipulator control system 

RS232C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pc에 연결， 구동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움직일 수 

도 있다. 그림 11은 이러한 target manipulator의 제어계통올 보여준다. 

- 29 -



제 2절 데이터 수집시스템 및 분석 컴퓨터 프로그램 

1. 데이터수집시스댐의 개선 

기존의 프로그랩의 경우 기본적인 기능은 다음과 같았다.1) 에너지와 시간 

에 따른 count값올 명암이나 색조로 표현한다. 2) 모든 data의 에너지 축 영사 

스펙트럼을 그려준다. 3) 모든 데이터의 시간 축 영사 스펙트럼을 그려준다. 4) 

필요한 부분올 ROI(Region Of Interest)로 설 정 하여 셜 정 구간만의 2-D, 에 너 지 

및 시간 스펙트럼으로 그려준다. 5) ROI로 선정된 부분의 에너지 스펙트럼 및 

시간 스펙트럼의 data를 파일로 저장시킨다. 

이번에 이러한 기본적인 기능 외에 몇 가지 기능을 추가하였다. 우선 Data 

collection 프로그랩과 display 프로그램올 통합하였다. Data collection을 같은 

program상에서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메뉴를 첨가하였다. 

Data collection에 필요한 루틴은 이전 프로그햄의 host computer program의 

루틴을 똑같이 사용하였으며， 기계적 control 명령인 INP, OUT 명령은 MS 

assembler 6.0으로 만든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였다. 데이터는 1000개 단위로 읽어 

들여서， 에너지와 시간에 대한 2-D 기본 데이터인 RawData array와 에너지 스 

펙트럼 데이터인 EnergyData array 그리고 시간 스펙트럼 데이터인 MassData 

array에 각각 관련 계측수를 추가하면서 동시에 2-D display frame , 에너지 스 

펙트럼 frame 및 시간 스펙트럼 frame에 각 사건들을 추가 표시하여주게 하였 

다. 

데이터 수집 시 조건들을 입력하여 그 내용들을 파일에 같이 저장하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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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입력에 필요한 자료로는 입사 업자의 종류 및 에너지， 검출기 각도 및 시 

료 디l디ng 각도를 선정하였으며， 입력하는 양식은 다음 그림과 같다. 이 입력 자 

료들은 RawData array와 함께 같은 파일에 저장하여 보관하게 하였다. 

이 외에 화면 표현에 사용된 여러 결정사항들을 저장하여 매번 같은 작업 

을 반복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다. 결정사항으로는 2-D 스펙트럼올 color, 흑백 

또는 gray scale로 선택할 것이냐가 있으며， colorY- gray scale의 경우 scale 

factor 값의 선택이 있다. 이러한 결정사항들을 한 메뉴로 묶어서 사용이 편하도 

록 하였으며 펼요하면 ERD-TOF.ini에 저장하여 다음 프로그램 수행 시에 기본 

선정 값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 외에 전 프로그램에서는 ROI를 설정하여 작업을 한 후 기본 데이터 

(RawData)의 2-D 스펙트럼으로 돌아올 때 매번 새로 512x5127H 의 데이터를 새 

로 그려주었으나 이 작업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므로 

ROI 선정시 선을 그리는 명령을 XOR mode를 사용하여 매번 데이터를 새로 그 

리는 수고를 줄여주었다. XOR mode를 사용하여 1차로 선을 긋게 되면 반전된 

색의 선을 그을 수 있으며 이 위에 2차로 XOR mode의 선을 다시 긋게되면 원 

래의 색으로 환원을 시킬 수가 있다. 즉 매번 새로 데이터를 그려줄 필요 없이 

단지 선의 색만을 지울수 있게 하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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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I로 지정하여 저장한 에너지 스펙트럼을 분석하기 위해 주로 RUMP나 

SENRAS 프로그랩 코드를 사용한다. RUMP의 파일 형식으로 에너지 스펙트럼 

올 저장할 수 있으면 쉽게 RUMP나 SENRAS에서 파일을 읽어드려 사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저장 명령에 RUMP 파일 형식 저장 방법을 추가하였다. RUMP 

파일 형식은 다음과 같다. 

- Record 형식 

1) Sequentia1, binary 형식이어야 할 것. 

2) 모든 records는 word boundaries로 시 작하고 끝나야한다. 

word1 Record length in words Oong integer) 

word2 Record type Oong integer) 

word3 First data element of record (arbi떠η) 

word 3+N-1 Last of N data elements in record (arbit따y) 

word 3+N Checksum Oong integer) 

record의 모든 값Oength， type, cheksum 포함)의 합이 OOOOOOOOh이 어 야한다. 

3) 다음 record들은 che아‘sum 다음에 바로 붙게 된다. 

4) record의 한계는 1024 data words이며 type, length 그리고 checksum을 포함 

한 총 크기 는 1027 words이 다. 

5) 파일에서의 삶st record는 α뼈h이어야한다. 

- Record Type 

1) Tγpe OOOOh 사용 프로그 랩 및 Version 지 정 

Wordl : Program 지 정 (1021121Oh - > RUMP) 

m “ 



Word2 Version number (ex. 00100003 -> ver 2.03) 

2) Type 000lh : Printed comment. 프린터 에 이 record를 프린트한다. 

W ord 1-n Character sσucture 

Word 1 string length in bytes (integer) 

Word 2-n : packed string 

3) Type α)()2h : Unprinted comment. 프린터에는 출력하지 않음 

W ord 1-n Character structure 

Word 1 string length in bytes (integer) 

Word 2-n : packed string 

4) Type 00lOh : Data field initiator 

W ord 1 : Data packing format 

00 unpacked real values 

01 unpacked integer values 

02 differential integer format 

Total number of elements Word 2 

5) Type 00l1h : Actual data record 

Word 1-N : Data items 

- RUMP description 

1) Type 0101h : Identifier 

Word 1 string length (]ong integer) 

m J 



W ord 2-n : Identifier (string) 

2) Type 0102h : Livetime/Clocktime 

W ord 1 : string length 

Word 2-n : Livetime!Clocktime 

(long integer) 

(string) 

3) Type 0103h : Date 

Word 1 : s머ng length 

Word 2-n : Date 

(long integer) 

(string) 

4) Type 0110h : Correction factor 

Word 1 : Correction factor (real) 

5) Type 0111h : Accelerator parameter 

Word 1 

Word 2 

Word 3 

Word 4 

Word 5 

Word 6 

: Beam energy 

: Z of incident beam 

(re머) 

(integer) 

: Mass of incident beam (real) 

: Charge state of beam (integer) 

: Tota1 integrated charge (real) 

Beam current (re떠) 

6) Type 0112h : Data collection parameter 

W ord 1 : ke V / channel 

Word 2 

Word 3 

Word 4 

: ke V on channel 0 

: St따ting channel of data 

FWHM detector resolution 

% 

얘
 



7) Type 0120h : RBS spectrum type 

Word 1 Scattering Geometry (integer) 

Word 2 : Theta {incident 떠rget angle) (re머) 

Word 3 : Phi (l80-scattering angle) (re머) 

Word 4 : Psi (exit target angle) (real) 

Word 5 Omega (detector s이id angle) (real) 

2. 분석 컴퓨터 프로그랩 

Visual Basic 5.0을 사용하여 ERD-TOF 의 time data를 분석하는 프로그램 

인 DoERD를 제작하였다. 이 프로그램의 개관도는 그림 12와 같다 TOF 

spectrometer를 사용하여 이차원 스펙트럼올 얻은 후(step 1) 입자의 비행시갇 

(f1ight time)-에너지 관계식을 이용하여 질량올 구하게 된다(step 2). 물론 이 단 

계에서 계측기의 효율과 되됨반웅단면적의 보정이 이루어진다. 원소별 스펙트럼 

상에서 임의로 층올 구별하여 표시한다(step 3). 층별 초기조건- 즉， 조성과 두께 

정보-올 가정한다(step 4). 가정된 조성과 구조로부터 각 층의 평균저지능정보를 

마련한다(step 5). step 5에서 준비된 평균저지능값(혹은 대표값)과 원소별 에너 

지 스펙트럼으로부터 조성과 두께를 계산한다(step 6). 이 렇게 계산된 결과를 초 

기 혹은 전단계의 값과 비교하여 기준에 맞으면 계산을 종료한다. 그러나 기준 

올 벗 어 나면 step 5로 회 귀 한다(step 7). 이 프로그 램 을 이 용하여 Si02 박막시 료 

를 분석한 예가 그림 13, 14에 나타나 있다. 

% 

ω
 



@이차원 스펙트럼 

@질량 분별 후 에너지 

스펙트럼 작성 

(계측효율 및 반응단면적 보정) 

@충간구획 

@충벌 초기 조성과 두께 입력 

@충별 평균조성으로부터 

저지능계산 

@원소별 에너지 스펙트럼으로 

부터 조성과 두께정량 

@전 단계의 조성과 비교 

@정량결과 

Fig. 21 : Flow chart of the data ana1ysis program DoE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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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Example of the resu1t of ERD analysis for Si in 
Si02 sample. 

윈
 



Fig. 14 Example of the result of ERD 없alysis for Si in 
Si02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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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분석 시스템의 최적화 

분석 시스템의 최적화는 중요한 분석 파라메타들 즉， 질량분해능， 깊이분해 

능， 분석가능 깊이， 분석감도 퉁이 실험조건 즉 이온빔의 종류 및 에너지， 시료 

의 기울임각， 검출기의 각도 및 비행거리， 범전류 및 조사량에 따라 어떻게 달라 

지는가를 보고 현실적으로 얻올 수 있는 조건을 도출하는 것이다. 물론 주어진 

시료에는 하나의 최적조건이 존재할 것이므로 시료마다 최적의 조건은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일상분석 시스댐에서는 시료마다 조건올 달리하는 것이 불가능 

하므로， 여기서는 Si 기판올 주 대상으로하여 탄소， 질소， 산소 동의 경원소를 분 

석하는 경우에 대하여 시스댐을 최적화 하였다. 

고려되는 입사업자로는 ERD-TOF 경우 분석대상원소가 주로 질량 6 - 20의 

경원소이기 때문에 recoil geometIy와 이온생성의 용이성을 감안하면 l~ 과 35C1 

혹은 아주 좋은 깊이분해능이 요구될 때는 보다 무거운 이온일 수 있다. 또한 

가속기의 최대전압이 1.πt1V밖에 되지않기 때문에 최대로 얻을 수 있는 입사에 

너지가 항상 Bragg maximum 왼쪽에 존재하므로 최고의 분석가능 깊이 및 깊 

이분해능올 위하여 최대에너지만올 고려하였다. 검출기의 각도는 spectrmeter의 

구조상 300와 65。를 고려하였다. 기타 실험조건은 가변적이다. 

1. ERD-TOF 시스댐의 최적화 

가. 질량분해능 

본 실험에서 사용된 TOF spectrometer의 고유 질량분해능은 그림 15와 같다. 

이 그림에서는 비행거리 0.745m, SSB 검출기의 분해능은 E1/3 법칙 [6]을 따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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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량분해능이 에너지에 입자들의 아주 가벼운 것으로 가정한 것이다. 그림에서 

따라 단조증가하는 것은 시간분해능이 점점 더 나빠지낀 때문이다. 반대로 아주 

분해능이 좋아지는 속도가 시간분해 무거운 입자의 경우 SSB 검출기의 에너지 

능이 나빠지는 것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단조감소한다. 기타의 경우는 복합적 

인 작용의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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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Mass resolution of the TOF spectrometer as a function of the 

energy and mass of incident particles 

질량 

peak를 육안으 

그림 16은 spectrometer의 질량분해능을 입사입자와 검출하고자하는 입사의 

스펙트럼상에서 서로다른 2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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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완벽하게 식별해내려면 pe와 사이가 pe밟폭(10")의 3배 (99.27%가 포함되는 

폭) X 2 이 상이 되 어 야 한다. FWHM은 o 의 2.35배 이 므로 FWHM의 2.5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석하려는 질량이 질량수 1차이로 존재한다면 

10 

- - 10 MeV 19F, ðE/E = 2% 
-- 10 MeV 35C1 , ðE/E = 4% 
_.- 30 MeV 35CI , ðE/E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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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ight length : 0.745 m 
At j : 312 p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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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s of recoiled particle [u] 

Fig. 16 Mass resolution of the TOF spectrometer as a function of the 
mass of the surface recoiled particles for incident particles of 
맴 and 35Cl. 

이것은 spectrometer의 질량분해능이 0.4 이하가 되어야 한다는 것올 의미한다. 

그림 16에서 보면 F의 경우와 30MeV Cl의 경우는 이러한 조건을 대체로 만족시 

킴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0MeV Cl의 경우에는 질량수 20에서 분해능이 0.8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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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는 되지않는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가 동위원소의 분리까지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대상원소 Li, Be, B, C, N, 0 , F 의 질량은 각각 6, 7, 10(1), 

12, 14, 16, 19 이므로 이들은 현재의 분해능으로서도 충분히 육안에 의한 분리 

가 가능하다는 것올 알 수 있다. 그러나 Cl보다 무거운 입사업자를 사용할 경우 

질량분해능이 너무 나빠질 수 있다는 것올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되휩각올 크게 

할 경우 되명에너지가 작아지므로 질량분해능이 더 나빠질 것도 예상할 수 있 

다. 질량분해능은 주로 SSB검출기의 에너지분해능에 의하여 지배되어지므로 비 

행거리를 늘이는 것은 의미가 없다. 

결론적으로 질량분해농올 고려한 일상적 실험조건은 대략 다음과 같다 : 

입사이온의 질량 <35 

입사이온의 에너지 > 10 MeV 

되휩각 < 33。

비행거리 : 관계가 적음 

나. 깊이분해농 

깊이분해능은 곧 에너지분해능올 깊이로 환산한 것이다. 본 TOF 

spectrometer의 에너지 분해능은 그림 17와 같다. 이 에너지분해능은 시간분해능 

올 에너지분해능으로 환산한 것으로 SSB검출기로부터 직접 얽어 들이는 값과 

비교될 수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 입자와 전 에너지 영역에 걸쳐 시 

간분해능으로부터 환산한 값이 SSB측정치보다 작다. 따라서 본 가속기와 같이 

터미날 전압이 작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비행시간측정치를 에너지로 환산하여 사 

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에너지값으로 환산 

한 시칸측정치를 사용하였다. 이 경우 깊이분해능은 그림 18과 같다. 30 MeV Cl 

의 경우 energy loss factor가 10MeV 의 경우 보다 크지만 SSB검출기의 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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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Time deducc..-d energy resolution of the TOF spectrometer 
compared with the SSBD resolution 

능이 time detector의 분해능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깊이분해능은 떨어진다.F 

의 경우는 energy loss factor 가 작기 때문에 분해능이 떨어진다. 따라서 일반 

적으로는 입사업자의 질량이 클수록 분해능은 좋아진다고 할 수 있다. 

깊이분해능은 표면분석장비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다. 본 연구의 ERD-TOF 

system의 설계목표치는 깊이분해능이 기존의 SIMS보다 같거나 좋은 것이다. 따 

라서 약 50A의 분해능올 목표로 하고 있다. 경원소들에 대하여 이 조건을 만족 

시키는 입사이온범은 Cl 밖에는 없다. 되됨각 입장에서는 되됨각이 커질수록 되 

휩업자의 에너지는 작아질 것이고 따라서 비행시간이 커져 상대 에너지 분해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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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Surface depth resolution of the spectrometer as a function of 

incident particle and atomic number of the target elements. 

이 좋아질 것이므로 되휩각이 클수록 좋다. 또한 비행거리는 커질수록 좋다. 따 

라서 깊이분해능 입장에서 본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입사이온의 질량 > -30 

입사이온의 에너지 < 10 MeV 

되휩각 > 33。

비행거리 > 0.745m 

다. 분석가능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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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가능 깊이는 거의 입사이온의 질량에 반비례하고 입사에너지에 비례한다. 

따라서 본시스템에서는 질량이 작은 빔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업사이온 

의 질량이 분석대상 원소의 질량보다 작을 때는 되됩입자의 에너지가 감소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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닫 1600 \ ðt j : 312 psec 
I \ ..... ‘ 1400 

j*C-=i’ 12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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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 、~

、、

、~ “‘-400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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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9 Accessible depth of the spectrometer as a function of incident 

particle 없ld atomic number of the 떠rget elements. 

로 역효과가 생기게 된다. 따라서 분석대상 원소의 질량을 일반적인 조건인 20 

이하로 봤을 때 F 이하의 입사이온을 사용하는 것은 크게 유리하지 않다. 그림 

19에서와 같이 입사입자가 Cl인 경우 질량20인 대상원소에 대하여 분석가능 깊 

이는 대략 4000 A이고， F인 경우 5000 A으로 그리 큰 차이는 없다. 따라서 이 

π
 
% 



분석가능 깊이에 의하여는 다음과 같은 정도의 제약을 두는 것이 타당 할 것이 

다. 

입 ^t입 -^t의 질량 -10< < 35 

입사이온의 에너지 > 10 MeV 

비행거리 < 0.745m 

되휩각 <33。

라. 분석감도 

분석감도는 당연히 실험시간 즉 조사량이 많올수록 좋아진다. 그러나 조사시간 

올 무작정 길게 할 수는 없으므로 어느정도의 제약조건을 제시해야 한다. 일상 

분석의 경우 실험시간이 1시간이상되면 참기 어려우므로 실험시간올 1시간이하 

로 제약하고 또한 분석시스템의 목적상 경원소의 분석한계를 0.1% 정도라고 할 

때 이러한 조건올 만족시키는 입사이온올 찾으면 된다. 분석한계를 0.1%로 하는 

이유는 %급올 청량할 때 상대오차를 5%미만으로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이다. 그 

림20에서 검출한계는 상대오차 10%를 기준으로 얻은 값이다.(즉 계측수 100올 

기준으로 얻은 값이다.) 실제 실험시 얻올 수 있는 beam current 는 대략 20 nA 

이므로 그림20는 약 500초정도 측정했올 때의 검출한계이다. areal density 

1x1013은 1 atomic layer내의 원자수가 대략 1016개 정도임올 가정할 때 0.1%의 

농도검출한계로 환산할 수 있다. 그림으로부터 탄소를 검출할 경우 lOMeV CI올 

이 용하면 0.1%를 검 출하기 위 하여 대 략 똥00초가 소요되 며 ， F의 경 우 25000초가 

소요될 것올 알 수 있다. 따라서 F의 경우 요구되는 정량의 정확도를 얻기 위해 

서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됨올 알 수 있다. 되휩각이 커지면 반웅단면적이 커 

지므로 분석감도는 좋아질 수 있다. 따라서 분석감도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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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올 수가 있다. 

입사업자의 질량 > 35 

입사입자의 에너지 : 작올수록 유리 

비행거리 < -1m 

되됩각 > 300 

마.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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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고찰한 결과들을 요약하면 표 2과 같이 된다. 

Table 2: Summary of the optimum ERD-TOF experimenta1 conditions 

for various viewpoints 

고려사항 업사이온의 질량 업사이온의 에너지 비행거리 되휩각 

질량분해능 <35 >10 MeV <33。

깊이분해능 > -30 <10 MeV >0.745m >33。

분석가능 깊이 -10< <35 >10 MeV <33。

분석감도 >35 작을수록 유리 <-1m >33。

Table 3: Optimum ERD-TOF experimenta1 conditions for various 
purposes 
* Lower lirnit of energy is deterrnined rather by the 

Rutherford window[7] 

최대의 관심 업사이온 입사이온의 에너지. 비행거리 되됨각 

질량분해능 F 5 MeV 33。

깊이분해능 Cl 8 MeV 1m 600 

분석가능 깊이 F 10 MeV 33。

분석감도 Br 10 MeV 0.745m 600 

표2올 전체적으로 보면 입사이온의 질량은 Cl 이 적합하고， 그 에너지는 

lOMeV 정도 또한 되됨각은 대략 330로서 본 실험조건이 거의 최적임을 알 수 

있다. 다만 실험목적에 따라 본 설비의 허용범위내에서 표3와 같은 실험조건이 

제시될 수 있다. 

깊이분해능， 분석가능 깊이퉁은 물론 시료의 기울임각의 조정에 의하여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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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화 할 수 있다. 그러나 시료의 기울임각은 현재의 기하학적 조건으로는 이 

온빔의 크기 때문에 약 75001 상 키우기가 곤란하다. 

바. 기타 기하학적인 최적화 

상기한 최적화이외에 효율적 실험올 위해 최적화 할 것으로 입사이온빔의 모양， 

즉 콜리메이터의 모양 및 시간검출기의 모양과 그 콜리메이터의 모양 둥이 있 

다. 입사이온범은 ERD-TOF 실험의 경우 대개 시료의 기울임각이 크기 때문에 

시료에 투영된 모양은 범 진행방향으로 심한 경우 약 1 cm 까지 길어진다. 이로 

인한 각도분산은 시료로부터 SSB 검출기까지의 거리가 1m인 경우 약 10에 해당 

한다. 이 경우 kinematic factor의 차이는 

A 
4 m M ___ 2 1 

(m + MJ2 w.::> 'f' 

식으로부터 cp=300 인 경우 0.015이다. 따라서 되됩입자의 에너지가 3 MeV 인 

경우 45 keV의 분산이 생기게 된다. 산소등 경원소의 SSB검출기 분해능이 대략 

80 keV인 것올 감안하여 이 정도는 질량분해능에는 별 영향올 주지 않는다. 깊 

이분해능의 경우 산소의 실리콘에서의 energy loss factor는 kinematic factor가 

0.65이므로 다음식에 의하여 

11.. SI S? 
[외 =효꿇+김꿇 

= 0.65 . 3.5/ cos75 0 + 1. 7/ cos75 0 = 15 .4 keV /nm 

이므로 약 3nm의 깊이분해능 분산올 야기한다. 이 역시 그리 염려할만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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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그러나 시료에서의 빔의 크기가 그이상이 되면 영향올 미칠 것이 분명 

하다. 한편 ERD-TOF 실험의 경우 계측율이 작아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능한한 시료에 떨어지는 범량올 크게하는 것이 유리하다. 기하학적 

인 분산을 최소화하고 계측율올 올리는 방법은 따라서 시료에 투영되는 빔올 가 

능한한 원형에 가깝도록 하거나 혹은 세로축 즉 챔버의 위아래방향으로 길게 하 

는 것이다. 그 까닭은 이 방향의 분산이 되휩각에 미치는 영향이 옆방향보다 훨 

씬 작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본실험에서는 콜리메이터의 모양올 수직방하으 

로 긴 직사각형 형태로 만들었다. 

위와 같은 맥락에서 시간 검출기 및 SSB검출기에 사용하는 콜리메이터들도 

비슷한 모양을 가지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SSB검출기는 

창의 크기가 lcm 미만이므로 원형의 콜리메니터를 그대로 사용하여도 큰 문제 

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엄밀하게는 좀더 큰 SSB검출기를 사용하고 수직방 

향으로 바나나 형태의 콜리메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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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ffiBS 시스템의 최적화 

가. 질량분해능 

2차년도 보고서 로부터 TOF spectrometer를 사용하는 HIRBS의 경 우 질 량분 

해능은 

… K 3/2 EOl/2 야 
OM2 = - (36. 1) ./.M}β τ효효r 

뻐12 

와 같다. 이 식이 의미하는 바는 크게 보아 다음과 같다. 즉， 산란입자의 속도 

(KE.!Ml)가 작을수록 되휩입자의 질량차이에 의한 kinematic factor의 차이가 

커질수록 질량분해능이 좋아진다는 것이다. 이 중 산란입자의 속도가 늦올수록 

분해능이 좋아지는 것은 TOF spectrometer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kinematic factor의 차이는 입사입자와 표적핵의 질량이 같올 때 최대로 된다. 

따라서 최적조건을 찾는 것은 TOF spectrometer의 길이를 얼마로 할 것인가와 

입사입자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로 귀결된다. 즉 

입사입자의 질량 : 표적핵과 비슷할 것 

입사입자의 에너지 : 가능한 작을 것 

산란각 1800에 근접할 것 

비행길이 : 가능한 길 것 

HIRBS의 경우 ERD-TOF와는 달리 경원소가 아닌 무거운 원소가 주로 분석 

대상이다. 따라서 입사입자의 에너지를 낮추는 것은 곧바로 정량성의 문제를 야 

기할 수 있다. 따라서 입사에너지를 Rutherford window로 제한하는데에 특히 

1 
l 
i 

F h u 



주의해야 할 것이다. 그림 21는 이러한 Rutherford window를 가시적으로 보여 

준다. 그립에서 예를들면 10 MeV의 Cl올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5MeV인 

경우 정량성에 대한 확신이 어렵다. 이 문제는 중이온일수록 심각하여 Br~ 경 

우는 당 가속기의 최대 에너지인 약 15MeV를 여용하여도 정량성올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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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nergy at which the ERO cross section becomes non-Rutherford can be 
estimated from this projectile-energy versus atomic-number plot. Above the dashed line, the 
projcctile may ha\'e suffjcient energy to penetrate the coulomb barrier and possibly cause 
deviations from the Rutherford formula IEq. (5.4)). Below the solid line, the pr이ectiles have 
such low energy that significant screening of the nucJear charge occurs and again the cross 
sections w iJl deviate from the Rutherford formula . The values for 2.8 MeV He ERO, 28 MeV Si 
ERO, and 12 MeV Au ERO are also shown for comparison 

Fig. 21 : The Rutherford wiri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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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 Mass resolution of HIRBS as a function of target mass 

나. 깊이분해능 

깊이분해능은 2차년도 보고서로부터 

R δE 
OX = [S] 

여 기 서 [S] 는 energy loss factor이 다. Energy loss factor는 kinematic factor가 

클수록， stopping power7} 클수록 커진다. 그런데 stopping power는 입사입자의 

질량이 작을수록 작아지고 kinematic factor는 반대로 질량이 작을수록 커지므 

로， 입사업자의 질량에 따른 깊이분해능의 효과를 간단히 말할 수는 없다. 그림 

m 

ω
 



23에 업사업자의 질량의 변화에 따른 깊이분해능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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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 Depth resolution as a function of the projectile mass (charge) 

for several impurities in silicon. Incident beam energies are 

4.528 MeV which is the output energy for positive double 

charge state when the terninal voltage is 1.5 MV. The 

scattering angle and sample tilt angle are assumed 140 degree 

and 60 degree respectively for IBM geometry. TOF 

spectrometer was assumed for the energy detection. The flight 

length of spectrometer is 0.745 m and intrinsic time resolution 

is assumrned as 312 ps. 

그림 23에서 보면 표적입자가 질량이 클수록 큰 입사입자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 

닮
 



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입사입자의 질량이 표적입자에 근접하면 오히려 분해 

능이 나빠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것은 산란된 입자의 에너지가 너무 작아져 

서 저지능이 작아지는데 기언한다. 그러므로 입사입자의 최적 질량은 대략 표적 

업자의 반 정도가 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4는 입사업자가 O 일 때 표적입자의 변화에 따른 깊이분해능의 변화이 

다. 위에서 논의 한 대로 표적입자가 무거워질수록 kinematic factor가 커지므로 

질량분해능은 좋아지게 된다. 그러나 표적업자의 질량이 어느 정도이상 커지면 

kinematic factor가 별로 변하지 않으므로 깊이분해능도 별 변화가 없게 된다. 

비행길이를 늘이거나 입사업자의 에너지를 작게하여 상대시간분해능을 좋게하여 

깊이분해능올 개선할 수도 있다. 이 때 한가지 고려해야 할 것은 이온빔의 시료 

내에서의 straggling문제이다. 만약 이 효과가 상당하다면 표변에서의 분해능올 

아주 좋게하더라도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분해능이 급속히 저하될 것이므로 별 

의미가 없다. 그림 25는 straggling효과가 깊이분해능에 미치는 영향이다. 표면에 

서의 깊이분해능이 약 10nm라고 할 때 0.6μm의 깊이가 되면 straggling효과가 

역시 약 10nm가 되어 결국 깊이분해능은 14nm정도로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 

다. 이것이 시사하는 것은 아주 표면층만 보고자 할 때를 제외하고는 분해능이 

lOnm이하로 내려가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행길이를 굳이 

1m이상 늘일 필요는 없올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로보아 깊이분해능의 경우 다음과 같은 최적조건올 만족하여 

야 함을 알 수 있다 : 

입사업자의 질량 : 표적핵의 반 정도 

입사업자의 에너지 : 가능한 작을 것 

산란각 : 180。에 근접 할 것 

비행길이 1m 정도 

다. 최적화 

따
 ω 



분석감도와 분석가능 깊이에 대하여 별도로 고려하지않은 것은 RBS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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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Ti Ni Y Ag In La Nd Ta 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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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 Surface depth resolutions of HIRBS for various elements in 

silicon 

대상시료에 따라 분석요구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HIRBS의 경우 분석감도는 

당연히 입사업자의 원자번호가 클수록 좋아진다. 비행길이를 줄이면 감도는 획 

기적으로 개선된다. 그러나 깊이분해능을 고려할 때 비행길이를 더 짧게하는 것 

은 좋지 않다. 분석가능깊이의 경우 본 가속기의 경우 항상 최대의 에너지를 사 

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깊이분해능과 질량분헤능의 고려로부터 도출되는 조건은 거의 유사하지만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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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질량조건만이 조금 다르다. 그러나 실제로 같은 질량올 사용하면 후방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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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5 Variation of the depth resolution of HIRBS for Au in silicon 
along the depth as a result of straggling effect 

산란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감안하면 거의 비슷한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 

라서 아래의 표 4와 같은 최적조건올 제시할 수 있다. 

표 4를 볼 때 입사이온의 질량은 대체로 표적입자보다 약간 작은 것이 최적 

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입사이온의 에너지는 대체로 작은 것이 유리하나 

Rutherford window를 유의해야 한다. 비행거리는 질량 및 깊이분해능에 직접적 

인 영향을 주므로 현재의 정도 즉 1m 내외가 적합할 것이다. 산란각 역시 큰 것 

이 대체적으로 유리하다. 실리콘이 매질인 시료를 분석할 때 대체로 실리콘보 

다 가벼운 원소는 ERD-TOF로 분석 이 가능하다. 따라서 HIRBS의 대상은 실리 

꺼
 
l F h u 



콘보다 무거운 원소가 된다. 따라서 P, S 퉁 약간 무거운 원소를 볼 때는 입사 

Table 4: Summary of the optimum HffiBS experimenta1 conditions for 
vanous Vle찌rpoínts. 

고려사항 업사이온의 질량 입사이온의 에너지 비행거리 산란각 

질량분해농 표적입자-a 작올수록 길수록 클수록 

깊이분해농 표적입자의 1/2 작올수록 1m정도 듣"'-웅각 r 료 -，츠 

분석가능 깊이 작을수록 클수록 콕"'-스 l 로 -, 

분석감도 를"'-혼각 r를 ~ 작을수록 짧올수록 작올수록 

입자로서 O 이， 그외 일반적으로는 Cl 이， 그리고 특히 더 무거운 원소를 좋은 

분해능으로 보고 싶올 때는 Br 정도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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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절 실제 시료에의 적용 

이 절에서는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ERD-TOF 분석 시스템을 현재 산업 

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몇가지 박막 시료들의 분석에 적용한 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표준시 료로 조성 과 두께 가 알려 진 Si02 (wet oxidized, 144 nm on silicon 

substrate)를 이용하여 일상적인 system check작업을 수행하였다. Wet oxidized 

silicon dioxide는 이온범 조사손실에 대한 저항력이 우수하며， 산소와 규소의 조 

성비가 잘 알려져 있다[8]. 각각 목적이 다른 세 개의 시료를 준비하여 분석하였 

다. Fluorinated silicon nitride(FSN)는 lithograghy과정에서 선폭의 해상도를 향 

상시킬 목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BARL(Bottom anti-reflective layer)층이다. 고 

집 적 소자에 서 dielectric material로 사용되 는 silicon di -oxide에 fluorine을 첨 가 

하여 유전상수를 저하시킴으로서 전체 소자의 구동속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연 

구되 고 있는 Fluorinated silicon glass(FSG) 그리 고 푸른색 발광소자로 각광받는 

G값{의 기판물질로 연구되고 있는 lithium aluminated oxide이다. 각각의 두께와 

조성은 다음의 표 5와 같다. 

그립 26, 28, 30 은 각각 Lithium aluminate와 Fluorinated Silicon Niσide그리 

고 Fluorinated silicon glass의 이차원 스펙트럼이다. 가로와 세로축은 각각 에너 

지와 비행시간정보를 나타낸다. “staπ” 신호를 지연시켰으므로 비행시간은 역전 

되어있다. 따라서 그림에서 보면 세로축의 아랫쪽 방향이 “긴” 비행시간이 된다. 

계측된 질량라인 중 염소업자는 매질에서부터 산란된 신호이다. 이러한 이차원 

스펙트럼으로부터 질량별 에너지 스펙트럼을 취한 다음 정량분석이 이루어진다. 

그림 27은 Lithium aluminate의 질량별 에너지스펙트럼올 self consistent하게 정 

량한 각 원소별 에너지스펙트럼이다. 고에너지쪽이 표면이며 저에너지측이 계 

면 쪽 방향이 된다. 그림에서 보듯이 Lithium aluminate 단일막의 경우는 

aluminum신호 외에는 back-ground free상태의 피크이다. 따라서 이들 경원소 

상호간의 평균적인 조성비는 단순히 피크의 면적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 수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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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 Analysis results of reference and test samples 

Sample 
Thickness 

[1 X 1015 atoms!cm2] 
Composition 

Si02 950 Si 1.00 o 2.01 

Si 0.65 N 0.60 
FSN αm O 0.04 H 0.15 

F 0.09 C 0.02 

Si 1.00 02.00 
FSG 1500 F 0.25 H 0.06 

H 0.56 tti 0.25 
LiAI02 2400 7Li 2.66 C 0.26 

o 5.61 Al 2.90 

터 불소까지의 탄성되됩반웅단면적은 실험적으로 확인한 바 10 MeV Cl 이온을 

사용한 33。 되휩각에서는 Rutherford rule을 따르고 있다[9]. 그러나 흔히 매질로 

사용되는 silicon의 되됩반웅단면적은 순순한 Coulomb potential의 적용이 가능 

한지는 여부는 알 수 없다. 산화실리콘의 계측하여 산소의 반웅단면적과 비교한 

실리콘의 되휩단면적은 5 MeV에서 10 MeV사이에서 Rutherford 값의 93% 수 

준이었다. 따라서 계측기의 업체각과 빔의 조사량은 매질을 기준으로 규격화할 

수 있다[10]. 그림 27의 점선들은 계측된 되됩스펙트럼이며 실선은 표 5의 결과 

치로 작성된 전산모사 스펙트럼이다.9.6 MeV의 Cl 이온빔을 조사하였으며 33。

되됨각이며 TOF spectrometer의 비행거리는 0.745 m 이다. 그림의 이차원 스펙 

트렴을 보면 알루미늄의 경우 기판물질인 실리콘과의 경계부분이 명확하지 않 

다. 이는 자원연구소의 TOF spectrometer의 질량분해능의 한계이다. 따라서 그 

림의 알루미늄 스펙트럽은 기판의 실리콘 신호와 중첩되어 있다. 탄소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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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딴 원소와 달리 lithium 계측 스펙트럼과 모사 스펙트럼의 차이가 현격하며 

분포가 균일하지 않음올 뜻 한다. aluminate내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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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6 : Scatter plot of the ERD-TOF analysis of the FSG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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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1. H 

Fig. 28 : Scatter plot of the ERD-TOF analysis of the LiAI02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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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9 : The fitted result of the LiAI02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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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 : The fitted result of the FSN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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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결론 

ERD-TOF 및 HIRBS법에 의한 비파괴표면분석법의 3차년도 연구결과 다음 

과 같은 성과를 얻었다 : 

1. ERD-TOF 및 HIRBS분석시스햄의 최적화 : ERD-TOF 최적분석조건은 입사 

입자는 10MeV Cl, 비행거리는 O.745m, 되휩각은 330임올 도출하였다. HIRBS 

의 경우 분석대상원소에 따라 입사업자는 대상원소보다 약간 가벼운 것으로， 

에너지는 정량성이 확보되는 한 작은 것이 최적이고， 또한 비행거리는 1m 정 

도， 산란각은 180。에 가까운 것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2. HIRBS를 위한 별도의 TOF spectrometer의 설치 : 일상분석올 위하여 RBS 

전용의 spectrometer를 제작， 설치하였다. 

3. 데이터분석 컴퓨터 프로그램의 작성 및 데이터수집 시스램의 개선 : 일상분석 

을 위하여 간단한 작동으로 데이터로부터 최종 결과를 깊이별 각 원소의 함량 

분포로 얻올 수 있는 DoERD 컴퓨터프로그램을 작성하였다. 또한 한 개의 데 

이터수집프로그램을 이용하여 display 및 data taking올 동시에 수행할 수 있 

도록 효율적 으로 upgrade하였다. 

4. 새로운 진공표적함 및 자동 시료조사대의 제작 : ERD, HIRBS 뿐만 아니라 

NRA, Channe;ing 퉁의 실험을 수행할 수 있는 스텐레스스틸 진공표적함올 제 

작하였다. 또한 동시에 6개의 시료를 장착할 수 있는 자동 시료장착대를 제작 

하였다. 새로운 형태의 전자억제장치를 개발하였다. 

3개년에 걸친 ERD-TOF 분석법 연구를 통하여서 국내에서는 최초로 박막 

시료내의 경원소 적층정량분석이 가능하여졌다. 이 분석법은 실로 국내 박막제 

조관련 연구자들의 가려운 곳올 긁어주는 것으로서， 단적인 예로 본 연구가 아 

직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관련 업체로부터 상당한 분석문의가 있 

다. 

”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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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서 론 

고체시료를 직접분석할 수 있는방법으로 laser abaltion 은 1962년 Brech 1에 

의해 시도된 이후 근래에 이르러서 고체， 액체 및 기체의 분석둥 다양한 분야에 

응용이 되고 있다 Laser ablation에 의한 분석은 pulsed laser를 사용하여 좁은 

면적에 고체시료의 threshold energy를 넘는 에너지를 조사시켜 plasma를 발생 

시키는 원리를 이용하여 분석올 하게 된다. 초기의 분석장치는 laser pulse사이 

의 불안정성과 spectral emission을 증가시키기 위해 또 다른 여기원으로 spark 

를 사용하기도 했으나 현재는 laser빔 및 출력 에너지의 안정도가 증가하여 

spark에 의한 방법은 없어지게 되었다 2 

레이저에 의한 분석법은 고체시료의 micro 또는 macro 영역 분석시 m 

situ 분석에 유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ICP-AES나 ICP-MS 분석법의 

시료 도입장치로서 고체시료를 분석하는 방법으로도 각광을 받고 있다. 고체시 

료를 분석시 시료를 준비하기 위한 화학적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므로 시 

약에 의한 오염의 영향이 없으며， 미량의 시료를 분석할 경우 화학적 처리과정 

에 의한 시료의 손실에 대한 염려가 없다. 그리고 용해가 어렵거나 유해한 시 

료의 경우에도 화학적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므로 여러 가지 고체시료의 

분석에 용용이 될 수 있다. 

레이저에 의한 분석법은 1960년대에 루비레이저에 3，4 의한 실험보고가 발표 

된 이후 현재 레이저에 의해 op디cal emission상태로 물질을 여기시키며， 질량분 

리를 위해 이온화 시키는데 이용이되고 있다. 현재 원자분광학에서 레이저분석 

의 웅용이 다양한 분야에 웅용이 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연구되고 있는 분야는 

특별한 형태의 레이저의 개발， 레이저 parameter 및 직접분석시의 재현성과 정 

량성에 관한 많은 연구가 되어지고 있다. 

Laser abaltion에 의해 고체시료를 분석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고체시료는 적당한 크기로 laser ablation chambert.l1에 장착하여 x-y-z 

n 



이동장치에 장치할 수 있어야하며， 

2) 분석시료의 표면은 광학렌즈에 의해 조사한후 분석부위를 결정해야되고， 

3) 적당한 에너지의 레이저빔과 time duration에 의해 시료표면에 레이저빔을 

조사시키고， 

4) Laser beam에 의해 수ng-mg정도의 시료양올 ablation 시켜 분석올 하게 

된다. 

그리고 고체시료를 직접분석하기 위한 이상적인 분석법은 다음과 같은 조 

건올 갖추어야한다. 

1) 동시다원소분석이 가능해야한다. 

2) 넓은영역의 시료조성분석이 가능해야한다. 

3) 넓은영역의 함량분석이 가능해야한다. 

4) 소량의 시료뿐만아니라 큰시료의 분석도 가능해야한다. 

5) 시료의 교환이 간편해야한다. 

6) 기기의 조작이 간편해야한다. 

7) 분석의 재현성이 있어야한다. 

8) 측정의 정확도가 있어야한다. 

9) 정 량분석 이 가능해야한다. 

10) 장치의 유지보수 비용이 적당해야한다. 

Laser ablation에 의한 분석법은 다양한 분야에서 웅용이되고 있으며， 현재 

가장 많이 웅용이 되는 분야는 다음과 같다. 

1) 미량의 전도성， 비전도성 분말의 분석 ; 소량의( 0.1 ug - 0.1 mg) 시료 

만으로도 분석 이 가능하므로 rnicrochernical analysis 에 응용 

2) Local analysis of micro region with spati떠 resolving power of about 1 

- 100 um. 

3) 현장의 line analysis 연속적으로 움직이는 공장의 line에서 laser분석올 

실시하여 변화를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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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wo dimentional area an떠ysis 

5) Layer analysis in depth from 1 to about 100 um 

6) Bulk analysis 

이상의 특징올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분석에 이용이 되고 있는 

Laser ablation에 의한 고체시료분석법에 대한 연구를 1996년도에 시작하여 1차 

년도에 시스템구성 및 레이저 특성연구를 실시하고 토양중의 납분석 및 NIST표 

준 Al시료를 분석하여 고체시료를 직접분석할 수 있는 기초연구를 실시하였으 

며， 2차년도인 1997년에는 암석시료를 직접분석하는 방법과 laser ablation에 의 

해 생성되는 plasma 특성연구 및 2차원의 two dimentional 분석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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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본 론 

제 1 절 LIPS의 기본 원라 

펄스 레이저빔올 광학렌즈를 사용하여 시료표면에 집속시켜 조사시키면 시 

료표면에서 laser induced plasma 또는 laser ablated plasma 라고 불리는 현상 

이 발생한다. 이때 생성되는 plasma는 시료표면의 breakdown threshold 값이상 

의 에너지를 갖는 laser power density를 조사 시킬 경우에 발생이 되며， 생성된 

플라즈마를 이용해 고체시료의 원자화 및 이온화， 여기원으로 사용하게 된다. 

이러한방법을 이용하여 원자분광법으로 원소분석에 이용이되는 분석법올 

LIPS(Laser Induced Plasma Spectroscopy) 혹은 LIBS(Laser Induced 

Breakdown Spectroscopy)라고 한다. 

레이저에 의해 생성된 플라즈마는 표면압력， 플라즈마 속도， 플라즈마 온도 

둥의 영향올 받아 최종 안정상태에 도달하게 되고 생성된 플라즈마는 ablation된 

시료중의 원자， 이온， 가스사이의 충돌에 의한 inverse bremsstrahlung 

absorption에 의해 유지가 된다. 레이저범 펄스에 의해 생성된 플라즈마와 이온， 

원자들이 생성되는 상태는 그림 1과 같다. 

LIPS의 장점으로는 소량의 시료만 있어도 분석이 가능하며， 시료전처리 과 

정이 불필요하고， 도체 및 부도체 분석이 가능하며， 용해가 어려운 세라믹 및 

superconductor도 분석이 가능하다. 또한 고체시료뿐만 아니라 aerosol 및 gas 

도 직접분석이 가능한 동시 다원소 분석법이다. 그러나 LIPS는 정량을 위한 적 

당한 표준물질을 구하기 어렵고， 주매질에 의한 분석간섭현상이 심하며， 다른 원 

자분광법에 비해 sensityvity가 나쁜 단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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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플라즈마 생성에 영향을 마치는 언자 

1. 레이저에 의한 영향 

가. 레이저 파장 

레이저 파장에 의해 시료표면에서 ablation 되는 시료양은 차이가 난다. 

Fabbro5 는 Nd:YAG레 이 저 를 사용하여 1064, 532, 266 nm의 파장을 사용하여 

파장에 의해 abaltion되는 양올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관계식올 유도하였다. 

m = 110(F밴)( 10 14),1 -4/3 1) 

m : mass ablation rate(kg/s . cm2) 

À wavelength 

F l13a : absorbed flux(W/cm2) 

식 1)에서 알 수 있듯이 mass ablation rate는 파장의 역수에 비 례하므로 파장이 

짧을수록 많은양이 ablation 된다. 

나. 레이저에너지의 영향 

레이저를 시료에 조사시키면 에너지의 일부는 시료에 홉수가 되고 나머지 

는 표면에서 반사가 된다. 시료에 전달된 에너지는 열에너지로 변하여 온도가 

상숭하게 되고 표면온도가 충분히 높으면 상변화가 일어나 시료가 녹게 된다. 

대부분의 물질들은 104 _109 W /cm2 정도의 power density 를 가하면 증발이 된 

다 Selter6 의 연구에 외하면 티타늄에서 power density가 7X 107 W/cm2 이하 

인 경우 vaport.Jl에서 원자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증발된 물질의 일부는 5 X 108 

W/cm 2 이상에서 이온화가 되었다. 지금까지의 연구에 의하면 106 _10M W /cm 2 

정도의 power density 범위내에서 대부분의 물질들은 기화되어 LIPS에 의해 분 

석이 가능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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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F -excimer 레이저를 사용하여 레이저 에너지를 증가시키면서 Zn, Cu, 

Ni 합금과 Fe 합금의 plasma emission을 연구한 Sneddon7.8의 연구결과에 의 하 

면 레이저 에너지가 증가할 때 laser induced plasma로 부터 방출되는 빛의 세 

기를 heat conduction mechanism에 근거하여 정 량화할 수 있었다. 

m(t) A (alt) + B (띠)2 연12 2) 

식 2)에 의하면 mass remova1, m(t)은 금속의 열특성 (A,B) , energy coupling 

factor (a), Laser irradiation (I) 과 pulse duration ( t) 에 비 례 하는 것 올 알 수 

있다. 

2. 시료의 물리적 특성 

레이저 빔에 의해 시료의 표면에 생성되는 crater의 크기와 형태는 시료의 

물리적 특성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시료의 표변에서 일부의 에너지만 홉 

수되고 나머지는 반사되므로 시료표면의 반사율， 밀도， 비열 및 순수한 금속물질 

의 끓는점둥이 crater 크기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변수가 된다. 이상의 변수들에 

의한 crater크기와의 관계를 Allemand9 의 연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 

다. 

D= 욕U二겐 
p Cp T b 

3) 

D diameter of crater 

A: 비 례 상수(energy/unit area) 

R : reflectivity of the surface at 1 mm 

p: density 

Cp specific heat 

T b boiling temperature 

η
 



Ishizuka lO 의 금속산화물 연구에 의하면 레이저 빔에 의해 생성되는 crater의 크 

기는 매질의 조성에 상관없이 거의 일정하였으나 깊이는 매질에 따라 변하였다. 

균질한 물질의 crater 크기를 비교한 결과 열전도도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였으 

며， 열전도도가 증가할수록 깊이도 증가하였다. 따라서 같은 레이저 상태에서 

시료의 가열되는 부피는 매질의 열전도도에 의해 크게 좌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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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플라즈마 온도 

원자분광학에서 여 기 원으로서 온도는 중요한 특성이다. 여기원의 온도를 

알면 프라즈마 내에서의 일어나는 clissociation, atomization, ionization과 

excitation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온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 은 two line methodll•12 과 Boltzmann13 방법 이 있 다. 

발광세 기 가 Boltzmann분포를 따르고 self-absorption이 무시 가능하다면 

line intensity와 플라즈마온도는 다음과 같은 관계 식 이 성 립 한다. 

hc~/ HgkHA ~ ___ _ -l:!-. 
Ikl ( .fl으)( no)( ~k )(Akl)exp ~갚 

fll \ À 1\ " ' U/\ go 1\ .1. ARII'""~l-' kT ex 4) 

여 기 서 , hl line intensity for the transition between upper level k to 

the lower level of 1 of the emitting species 

T ex excitation temperature 

gk statistical weight factor of the excited state 

gl statistical weight factor of the ground state 

no population of atoms in the ground state 

Akl probability of the transition per unit time 

Ek energy of the excited state 

Boltzmann plot method에서， 여러파장에서 상대적인 세기를 측정할 수 있다연 

식 4)는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된다. 

lbl À , Eb 
ln ( _-"느~) ~~ 

gk Akl / kT 
5) 

따라서 ln(I À / gA) 에 대 해 Ek 를 plotting 하면 electronic excitation 

temperature를 알 수가 있게된다. 그리고 two line method는 two spectral 

transition intensity ratio에 의 해 식 6)과 같이 표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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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k 
1/ 

σ1 .. A , .. ,1 b 

( 갇 )(7)( ~호 )exp[(Ek - E/)/ kT] gk 1\ Ak 1\ ,1/ /~~"'L'~R ~I 
6) 

이상의 식올 이용하여 구리와 납을 분석하여 얻은 플라즈마온도 측정의 예를 그 

림 2에 나타내었다. 플라즈마 온도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시료의 조성， 균 

질성 ， 표면상태 및 업자콕에 크게 의존올 하며 대부분 5-20% 내외의 정밀도로 

측정 이 된다. 그리 고 Boltzmann식 에 의 해 구한 플라즈마 온도는 neutral atom 

line상수의 정 확도와 local thermodynamic equilibrium에 의 해 좌우되 므로 조금 

은 부정확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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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ypical Boltzmann plot [In(Ll / gA) vs. energy] for (A) Cu (I) 

spectral lines and (B) Pb(I) spectral 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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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장치 및 질험 

1. 플라즈마 분광장치 

레이저 광원은 식 1)에서 알 수 있듯이 파장이 짧올수록 많은양의 시료가 

ablation 되 므로 적 외 선 인 1064 nm의 파장올 방출하는 Nd:Y AG Q-switched 레 

이 저 (Spectron SL802G, FWHM == 10 ns, England) 를 KDP(potassium 

dideuterium phosphate) crystal을 사용하여 이 차조화파인 532 nm 를 만든 후 5 

Hz의 펄스를 사용하였다. 고에너지의 레이저빔 power density를 얻어 플라즈마 

를 발생 시 키 기 위 하여 레 이 저 빔 을 50 mm focal length를 갖는 biconvex형 의 직 

경 1" 렌즈를 사용하여 시료표면에 조사시켰다. 공기의 breakdown 현상을 억제 

하고 최대의 안정된 플라즈마를 형성시키기 위하여 시료는 집속렌즈의 초점보다 

약 10mm 앞에 두었다 14 

레이저빔에 의해 생성된 플라즈마내에서 방출되는 특정원소의 발광선을 검 

출하기 위 하여 조합렌즈(Minolta， f == 50 m, dia. == 49 mm)를 사용하여 시 료에 

서 발생한 플라즈마상이 평행하게 진행되도록한 후 planiconvex형의 직경 1.5"의 

렌즈 (f == 350 mm)를 사용하여 단색 화장치 인 monochromator(SPEX 1404, f 

0.85 m, USA)의 entrance slit(slit width 20 때) 위에 상이 맺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정확한 분석 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He-Ne 레이저를 위치 확인용 

pointer로서 사용하였다. 

측정용 시료는 1차년도에 개발한 시료이송장치를 사용하여 레이저빔이 항 

상 새로운 시료표면에서 플라즈마가 발생할 수 있도록 XY방향으로 움직이도록 

step motor를 사용하고 PCL board를 사용하여 PC로 조절할 수 있게 하였다. 

2. 신호처리장치 

단색화장치로 들어온 플라즈마 발광선을 검출하기 위하여 검출기는 PMT 

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PMT 에서 나온 신호는 Boxcar integrator(SR250, 

Stanford Research System, USA)를 사용하여 레이저 펼스가 발생한 후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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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을 위 한 delay time, gate width time을 변 화시 키 며 최 대 의 S/N ratio를 얻 

도록 하였다. 레이저 펼스와 신호처리의 동시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digita1 

delay generator(DG535, Standard Research System, USA)를 사용하여 레 이 저 

펄스의 신호를 4μs delay시 켜 signal triggering하였다. 

그리고 동시 다원소 분석을 위하여 단색화 장치에 OMA검출기(OMA m, 

spectral range 20 nm, 1024 pixel, EG&G model 1420, USA)를 장착하여 동 

시 다원소 분석을 위한 기초실험을 실시하였다. 

LIPS 실험올 위한 분광장치 및 신호처리장치를 구성한 전체 측정장치는 

그림 3과 같다. 

3. 플라즈마 발생 실험 

LIPS실험을 위해 구성된 장비를 사용하여 발생된 플라즈마로 부터 최대의 

S/N ratio를 얻기 위해 time resolved LIPS 실험을 하였다.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이 플라즈마가 생성된 후 초기에는 연속적인 bremsstrahlung radiation에 의 

해 특정원소의 파장을 분간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수 nses 또는 수 μsec 이후 

에 발생되는 이온 및 중성원자들의 여기에 의한 특성 발광파장을 검출하기 위하 

여 Boxcar integrator를 사용하고 레이저펄스에 의한 signal trigger에 의해 신호 

처리 시간을 delay시켜야만 한다. 최적의 S/N ratio 를 얻기 위해 열전도도가 

높고 비교적 발광파장의 구별이 쉬운 구리판에 레이저빔을 조사시키며 signal 

delay time을 변화시키면서 나온 스펙트럼을 관찰하였다. 또한 암석광물의 분석 

을 위해 화강암 표준시료를 펠렛으로 만든 후 함량이 높은 Fe에 의한 Fe<D 발 

광파장을 delay time을 변화시키면서 관찰을 하였다. 

4. 플라즈마 온도 측정 

Nd:YAG 레이저를 사용하여 5 Hz의 펄스， 30 mJ 의 에너지로 시료에 조 

사시킬 때 주매질의 조성에 따른 플라즈마 온도를 Boltzmann plot method 를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통일한 레이저 조건에서 주매질의 조성 변화에 따른 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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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즈마 온도 변화를 측정키 위해 두종류의 화강암， 변성암 암석시료와 알루미늄 

합금시 료에 레 이 저 빔 을 조사시 키 며 발생 되 는 Fe(I}의 발광파장올 관측하여 식 5) 

에 의해 excitation energy와 emission intensity를 plot 하여서 발생되는 플라즈 

마의 온도를 측정하였다. 

5. LIPS에 의한 원소분포조사 실험 

플라즈마 발생 실험에서 구한 최적의 분석조건올 이용하여 암석시료를 전 

처리 과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LIPS로 분석올 하였다. 시료는 표면의 상태를 

고르게 하기 위하여 앓은 박막 형태로 다이아몬드 칼을 사용하여 절단한 후 표 

면을 polishing하였다. 시료지지대인 XY stage에 암석시료를 고정 시키고 시료 

는 step motor를 사용하여 50 때 씩 이동을 시키며 5 x 5 mm 영역에서 두가 

지의 화강암시료와 망간단괴를 분석하였다. 시료내에 함유된 원소들의 정량을 

위해서 한국산 암석 표준시료를 lMPa의 압력으로 펠렛화시켜 시료의 주매질조 

성 및 물리적 구조가 비슷하도록 만든후 분석하여 검량곡선올 구하였다. 

% 



제 5 절 결과 및 논의 

1. 플라즈마의 특성 

가. Tirne resolved LIPS 

레이저 빔에 의해 생성된 플라즈마는 플라즈마의 공간적 상태에 따라 이 

온， 원자들의 분포를 달리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 LIPS 실험은 Spatial 

resolved LIPS와 time resolved LIPS의 두가지 형태로 실험이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레이저빔에 의해 생성된 플라즈마의 상이 단색화장치의 

entrance slit에 맺히도록 하여 최대의 ernission intensity를 얻는 상황에서 delay 

ψne에 따른 신호의 변화를 구리판에서 발생한 플라즈마를 이용하여 분석하는 

tirne resolved LIPS 실 험 올 실 시 하였 다. 

레이저빔에 의해 trigger된 신호를 Boxcar integrator를 이용하여 신호를 

수 nsec부터 수백 μsec 까지 지연을 시킨 후 측정한 결과는 그림 4와 같다. 

그립 4(A)에서 발광광원을 nsec 단위로 지연시킨후 측정한 결과 지연시간이 짧 

은 경우 Cu(I)의 특성파장인 510.55 nrn, 515.32 nrn, 521.82 nrn의 구별이 어렵고 

넓은영역에서 방출이 되는 연속 스펙트럼올 볼 수 있으며， 지연시간올 점차 늘 

려갈수록 피크의 분해능이 향상되며 백그라운드 신호의 크기도 점차 줄어드는 

것올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지연시간을 μsec 이상으로 늘린 그림 4(B)의 결과 

에서 피크의 분해능 변화는 크게 변하지 않으며 피크의 세기가 점차 감소되는 

것올 볼 수가 있다. 이것은 레이저펄스에 의해 생성된 플라즈마가 소멸해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upper level로 여기시킬 수 있는 온도에 도달하지 못하여 피 

크의 세기가 점차 감소해 가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Al합금시료를 분석한 

Sabsabi15 및 Cu 플라즈마 특성을 연구한 Lee16 의 실험결과와도 잘 일치하고 있 

다. 그리고 한국산 화강암 암석표준시료를 사용하여 생성된 플라즈마에서 Fe<D 

line 의 ernission intensity 변 화를 delay tirne 과 gate width tirne을 변 화시 키 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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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한 스펙트럼은 그림 5，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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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pectra of a Cu plate sample taken at different delay 

times after the impact of the laser pu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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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에서도 나타나듯이 1 μsec 의 delay time 에서도 백그라운드 신호 

의 크기가 커피크간 구별이 어렵고 S/N ratio 도 나빠진다. 그러나 delay time 

올 조금더 증가시키면 백그라운드 신호의 세기가 급격히 줄어 피크의 구별이 용 

이하며， S/N ratio도 증가하는 것올 알 수가 있다. 또한 신호를 받아 평균을 내 

는 시간인 gate width time에 의해서 피크의 세기가 변하는 것올 나타낸 그립 6 

올 보면 너무 오랜시간동안 gate를 열어두면 오히려 피크의 세기가 감소하는 것 

올 알 수가 있다. 그림 5와 6의 실험결과에 의해 실지시료를 분석할 때는 delay 

time은 3μsec를 gate width time은 9 μsec를 취하여 실험올 하였다. 

나. 플라즈마 온도 측정 

매질이 다른 물질사이의 플라즈마 온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화강암， 변성암 

표준시료를 펠렛으로 만든 시료와 알루미늄합금 시료를 30 mJ의 에너지로 5 Hz 

의 펄스로서 시료에 조사한 후 방출되는 Fe(I} 방출선의 세기를 관찰한 후 

l", À 
Boltzmann plot method에 의한 식 5)에 의해 ln( :IU ~. ) 와 Ek 에 의해 

gk A kI 

plotting 한 결과는 그림 7과 같다. 플라즈마온도를 측정하기 위하여는 사용된 

식 4)에서 neutral atom line의 분광학적 자료의 정확성에 의존하며 이상수는 

Sabsabi의 자료에서 구하였으며 각 상수값올 표 1에 나타내었다. 

두종류의 암석시료중 화강암은 Fe의 함량이 약 8 % 정도인 시료였으며， 

변성암의 경우는 약 3 % 알루미늄합금 시료는 약 2 % 정도였다. 주 매질의 

변화에 따라 동일한 레이저 조건하에서 측정된 플라즈마의 온도는 화강암의 경 

우 약 6900 K가 되었으며， 변성암의 경우 7300 K, 알루미늄합금의 경우는 8300 

K 로 측정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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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pectroscopic data of neutral Fe lines 

L1 A% Amn(1 01S) gm Em<Cm -1) EnCcm -1) Àm서nm) 

10% 0.032 7 27,395 415.9 370.55 

10% 0.163 11 26,875 0 371.99 

10% 0.049 5 27,560 704 372.25 

10% 0.902 11 33,695 6928 373.48 

10% 0.142 9 27,167 415.9 373.713 

10% 0.115 7 27,395 704 374.56 

10% 0.634 7 34,329 7728 375.82 

10% 0.540 5 34,547 7986 37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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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Boltzmann plot obtained in air at atmospheric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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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암석시료 분석 

가. 표준시료 분석 

암석시료의 정량분석올 위하여 표준시료를 분석하여 검량곡선올 구하였다. 

암석표준시료는 한국 암석 표준시료와 일본 암석표준시료를 분석코자하는 암석 

시료와 비슷한 물리적 특성올 갖도록 lMPa의 압력으로 웰렛으로 만들었다. 실 

험에 사용한 암석의 조성비는 표 2에 나타내었다. 

각 원소들의 함량이 수 ppm에서 % 까지 고르게 분포한 시료들의 레이저 

빔에 의한 플라즈마 발광 파장의 세기를 측정하여 원소들의 함량과 비교하여 검 

량곡선을 구하였다. 원소들의 검량 곡선올 얻기위해 비교적 분석간섭 영향이 

적고 특성파장의 세기가 강한 파장올 선태하였다. 각 원소들올 분석하기 위해 

선 돼 한 파장은 99.9 % 이 상의 순수한 금속분말(Johnson & Matthey Co.) 을 분 

석하여 각 원소들의 특성 파장올 조사한 후 서로 분석간섭 영향이 없고 발광세 

기가 큰 파장올 선택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파자과 원소들로는 Ba(493.4 nm), 

Cu(510.55 nm), Fe(404.73 nm) , Mn(403.07 nm) , Pb(405.78 nm) , Si(390.55 nm) 

및 Sr(407.77 nm) 올 선돼하였으며 각원소들의 분석파장에서 얻은 검량곡선은 

그림 8, 9, 10에 나타내었다. 그림 8에서 ppm급의 검 량곡선에서 Cu의 경우 함 

량변화에 따른 발광세기의 변화가 크지가 않아 상대적으로 검량곡선의 부정확도 

가 조금 크게 나타났으나 Ba과 Sr의 경우 수 ppm부터 수백 ppm까지의 영역에 

서 분석이 가능함올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암석시료중의 주원소들로서 % 급으 

로 들어 있는 Fe, Mn, Si의 경우에도 안정된 검량곡선올 구할 수 있었다. 각 

검량곡선들 중 Ba, Cu, Mn, Sr의 경우 0.1 % 까지 직선성의 검량선을 구할 수 

있었으며 ， Fe은 10 %, Si의 경우 30 % 까지 직선성의 검량선을 구할 수 있었 

다. 그러나 Pb의 경우 표준시료의 함량이 평균값만 표시되어 부정확하여 정확 

한 검량곡선을 구할 수가 없어 반정량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검량선을 얻 

기 위하여 각 원소별 50번의 분석을 실시한 결과 Cu, Fe, Si의 경우 5 %의 

RSD를 Ba, Mn, Sr의 경우 7 %의 RSD를 나타내었다. 각 운소들의 검출한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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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매질 낯 원소들에 따라 달라지는데 암석시료를 분석한 결과 각 원소들의 검출 

한계 는 Ba(lOO ppm). Cu(5 ppm). Fe(50 ppm). Mn( lO ppm). Si (O.2 %). Sr(50 

ppm) 을 얻었다. Si의 경우 주매질의 함량이 수십 %를 가져 백그라운드에 의 

한 계측수가 커서 검출한계가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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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ajor elements compostion of standard rock samples. 

e 、:leI\I、i윈 s1 atI、n\미e eleme~ KB-1 KD-1 KG-1 KG-2 KGB-1 KT-1 

SiOz 48.42 57.89 76.09 74.91 55.97 62.35 

AlZ03 15.68 16.68 12.67 13.39 17.04 18.35 

Fez03 11.20 7.65 1.18 1.08 8.55 3.86 

MgO 9.29 3.32 0.10 0.21 4.40 0.31 

CaO 8.46 6.51 0.71 1.13 7.59 2.71 

NazO 3.52 3.57 3.62 3.77 2.90 6.42 

KzO 1.54 2.38 4.79 4.58 1.99 4.33 

MnO 0.16 0.14 0.05 0.06 0.13 0.24 

PzOs 0.33 0.32 0.03 0.03 0.25 0.09 

TiOz 1.65 0.93 0.10 0.14 0.95 0.51 

Ba* 225 556 130 572 513 1210 

Cu* 54.5 36.6 5.26 4.22 45.1 3.09 

Sr* 518 여4 41.4 155 429 718 

Pb* 12.5 25.5 24.2 9.5 6.9 

* urut 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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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소분포 분석 

암석시료를 LIPS로 분석하기 위해 두종류의 화강암과 망간단괴를 분석하 

였다. 한종류의 화강암시료는 다른 암석의 맥이 통과하는 시료와 반점이 있는 

시료를 선택하고 망간단괴의 경우에 단괴안에 하얀 반점이 있는 시료를 선택하 

여 5 x 5 rnrn 영역에서 원소의 함량 변화를 측정하였다. 순수한 금속올 분석한 

결과에서 구한 특성파장에 단색화장치를 고정시키고 검출감도가 높은 PMT를 

사용하여 원소분포 분석올 실시하였다. 분포분석올 하기 위하여 표면을 

polishing 한 암석 박편 시 료를 XY stage에 고정 올 시 키 고 PC로 X와 Y방향으로 

step motor를 사용하여 각각 50때 씩 움직이며 분석올 하였다. 분석 신호는 3 

번의 발광신호를 평균한 값올 사용하여 분포분석올 실시하여 분석위치에 대한 

공간 분해능은 150때가 되었다. 

원소들의 함량변화를 알아보기 쉽도록 함량변화를 색체로 처리하였으며 제 

일 위에 함량에 따른 색깔변화치를 나타내었으며， 4종류의 암석을 분석한 결과 

를 그림 11 , 12, 13, 14에 나타내었다. 

그림 11에서 다름암석의 맥이 통과한 암석시료에서 두 암석사이에서 Fe의 

함량변화는 크게 나타나지않으나 Pb, Sr의 경우 암석맥에서 Ba의 경우 주암석에 

많이 함유되어 있음올 알 수가 있다. 그림 12의 반점이 있는 화강암시료의 경 

우 Ba과 Pb 는 불균질하게 분포가 되어 있음올 알 수가 있으며， Sr의 경우는 불 

균질성이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또한 망간단괴를 분석한 그림 13, 14에서 하 

얀 반점이 없는 망간단괴인 그림 13과 있는 망간단괴를 분석한 그림 14에서， 그 

림 13의 경우 Cu, Fe, Mn, Sr의 함량변화가 분석면적내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나， 그림 14의 경우 Fe의 함량변화는 크지 않으나 흰 반점내에 Cu와 Mn의 

함량이 적게 분포하는 것올 알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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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Elements distribution patterns of Ba, Pb, Sr, Fe on a 

polished granite rock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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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Elements distribution patterns of Ba, Pb, Sr on a sliced 

Rock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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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Elemental distribution patterns of Cu , Fe, Mn , and Sr 

on a polished Mn nou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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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Elements distribution patterns of Cu , Fe, Mn and Si on 

a polished Mn-nodule section. 

- 102 -



매결론 

LIPS(Laser Induced Plasma Spectroscopy) 분석 법 은 레 이 저 에 의 한 비 파 

괴분석법이며， 고체， 액체， 기체중의 원자， 이온 및 분자종올 분석할 수 있는 광 

학적 분석법이다. 최근에 여러분야에서 웅용이 되고 있는 LIPS는 시료의 전처 

리 과정 없 이 직 접 분석 이 가능하고 in situ 분석 이 가능하여 on-line 분석 과같 

이 정확도가 요구되지 않고 빠른시간안에 분석이 요구되는 분야에 적합한 분석 

법이다. 

고체시료를 전처리 과정없이 신속하게 직접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인LIPS 

분석법을 연구하였다. 1차년도에 레이저 광원으로 Nd:YAG 레이저를 도입하여 

레이저 세기와 파장변화에 따른 LIPS분석 조건올 구하였으며， 레이저빔에 의해 

발생한 플라즈마로 부터 방출되는 발광선올 검출하기 위한 분광계를 구성하였 

다. 또한 시료의 이송올 위한 구동계로 step motor를 이용한 이송장치를 설계 

하고 자료처리 및 시료이송을 위한 프로그램을 작성하였다. LIPS실험올 위해 

설치한 장비를 이용하여 알루미늄합금과 암석분말에 납올 오염시킨후 납올 시험 

분석하였다. 

LIPS 분석 법 은 pulsed laser를 사용하므로 여 기 특성 은 시 간에 대 한 함수 

이다. 그러므로 레이저 펄스에 의해 trigger되는 delay generator를 사용하여 

delay time올 변화시키며 측정되는 발광특성을관찰하면 플라즈마의 특성올 알 

수가 있다. 따라서 2차년도에는 LIPS 실험시 대기 환경하에서 발생한 플라즈 

마로부터 delay time올 변화시키며 최적의 신호를 얻기 위한 time resolved 

LIPS실험올 하였다. 그 결과 암석시료의 경우 3μs 의 delay time과 9 μs 의 

gate width time에서 최적의 S!N 비를 얻을 수 있었다. 

동일한 레이저 조건하에서 시료조성에 따른 플라즈마의 온도를 Boltzmann 

plotting 방법에 의해 구하였다. 화강암， 변성암， 알루미늄합급 시료에서 방출 되 

는 Fe(I) 발광선을 검출하여 플라즈마 온도를 계산하였다. Nd:YAG 레이저의 

이차 조화파인 532 nm를 사용하여 5 Hz의 펄스로 30 mJ의 에너지를 사용한 경 

우 5 x 108 W/cm2 의 power density를 가지 며 이때 발생되는 프라즈마의 온도는 

화강암의 경우 6900 K, 변성암의 경우 7300 K, 알루미늄합금의 경우에는 8300 

K 로 계산이 되었다. 

103 -



시료이송장치를 step motor로 조절하며 암석표면을 polishing한 후 표면의 

원소분포를 분석하였다. 정량분석을 하기 위하여 암석표준시료분말을 10 MPa 

의 압력으로 펠렛화시켜 분석시료와 비슷한 물리적 특성을 갖도록하여 여러함량 

범위에서 분석한 후 검량곡선을 구하였다. 미량 원소의 경우 Ba, Cu, Mn, Sr의 

경우 0.1 % 함량범위까지 직선성의 검량선을 얻을 수 있었으며， Fe는 10% 까 

지， Si의 경우 30 %까지 직선성의 검량선을 얻올 수 있었다. 표준 검량선을 이 

용하여 두종류의 암석시료인 화강암과 망간단괴 시료를 박편올 만든 후 5 X5 

mm 영역에서 공간분해는 150 때 로 원소분포를 mapping하고 함량차이를 색깔 

로 표시하였다. 

원소분포분석을 LIPS로 실행한 결과 넓은영역의 원소분포분석이 LIPS에 

의해 가능함올 알 수 있었으며， 기존의 표면분석 장비들에 비해 신속하고 간편 

하게 넓은영역에서 미량원소들의 분포분석에 웅용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또한 LIPS는 광을 이용한 분석법으로 광섬유를 사용할 경우 원격조정 분석 

이 가능하며 현장에서 제품의 공정에 직접 투입하여 quality control 에도 웅용 

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연구를 통하여 확보한 레이저 활용기술올 토대로 계속 코팅시료 

의 막두께 측정을 위한 깊이분석， 광섬유를 이용한 원격조정 분석법의 개발， 또 

한 자외선 영역인 Nd:YAG 레이저의 3차 조화파인 355 nm 에서의 플라즈마 특 

성 및 플라즈마 발생시의 대기 환경이 아닌 주변 환경올 불활성 기체하에서의 

플라즈마 특성변화 둥에 관한 연구를 계속 수행 할 예정이며， 아직까지 LIPS의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정량성의 개선을 위한 연구도 함께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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