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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서 료르 

가. 이온조사에 의한 중합체 구조변환[1 ，2] 

1) 중합체는 공유결합 절연체로서 이온조사에 매우 민감하며， 이옹조사에 의해 분 

자구조의 비가역변환을 유도할 수 있음. 이로서 박막 또는 후판 표면의 물리적(화학 

적) 특성을 원하는 정도로 제어， 변환할 수 있음. 

2) 에너지손실값이 작은 전자나 감마선 등 재래식 수단과는 달리 이온의 경우 소 

위 ‘high energy density chemistry r (hot chemistry)가 가능하므로 상대 적 인 화학적 

수율이 매우 큼. 

3) 이온빔과 중합체간의 주요 반응은 사슬절단， 응집， 이중결합 형성， 분자방출 등 

임. 이들 효과는 표적변수(조성 분자량 온도 등)와 이온빔변수(에 너 지， 질량， 선량， 

선량률 등)에 의해 결정되며， 여러 물리적특성(광학적， 전기적， 기 계 적 등) 변화가 

화학적 변화와 같이 나타남. 

4) 이 들 특성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온 중합체간의 반응에 대한 화학적 -물리적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나 이에 대한 근본적 인 규명이 이루어져 있지 않은 상황임. 

본 연구에서는 일차년도에 대상으로 한 몇 가지 주요 중합체의 종류를 늘리고 여러 

화학적， 물리적 특성조사 수단을 추가함으로서 고에너지 중이온과 중합체간의 반응 

기구를 보다 깊게 이해하고자 하였음. 

나. 1차년도 연구결과 

1) 폴리이미드， PS, PET 등 몇 가지 중합체에 cf 및 c+ 이온을 주입하여 RGA, 

FT- IR, XPS, UV- VIS, TOF- ERD 등의 화학분석 micro- hardness , wettability 등 

물리적 특성변화를 조사함 

2) FT-IR측정결과에 따르면 1Ol4 ions/CI112를 분기점으로 하여 본래의 특성피크가 

사라지기 시작하며， 최대 조사량인 1x1016 ions/cm2 까지 이중결합 등 새로운 분자 

구조 특성 은 나타나지 않음. 

3) 폴리이미드의 XPS측정결과는 카로보닐(c=O)과 에테르(C-O-C) 산소와 결합 

된 탄소피크가 감소되며 이는 탄소에 비해 산소손실이 상대적으로 크며 탄소의 농 

도가 증가함을 의미함. 이러한 현상은 방출가스의 측정결과가 뒷받침함. 

4) UV-VIS측정을 통해 조사량의 증가에 따라 흡수스펙트럼이 장파장으로 확장 

되며 lO15 ions/cm2 이상이 되면 광학밀도가 급증하여 흑화가 개시되며. 이후 금속 

성표면이 형성되고 아울러 전기전도도가 급증함. 

5) 이온주입에 의해 개질층의 표변경도도 큰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1 MeV 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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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주입에 의해 폴리이미드의 경도가 0.35 GPa에서 7.1 GPa로 약 20배 가량 증가 

함을 알 수 있었음. 

다. 2차년도 연구방향 

1) 이온빔과 중합체간의 반응기구를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해 PI, PS에 대한 

ERD , RBS , Raman 측정법을 활용하였으며， 가교가 어려운 테플론 및 PMMA를 대 

상소재로 추가하여 화학적， 물리적 특성을 조사함. 

2) 전 소재를 대상으로 이온주입에 따른 비저항변화를 조사하였으며 이를 위해 

링형 고저항측정계를 구성함. 중합체 및 이옹선량에 따른 표면저항 및 비저항의 변 

화를 조사하여 반응기구를 이해하고 전도성 표면층을 갖는 고분자 소재의 활용성을 

검토함. 

3) 이온빔 응용기술의 또 다른 활용분야로서 PMMA판 표면에 3차원적 미세입체 

구조를 형성하는 이온빔 리소그래피 (Lithography) 기술을 개발하고자 함. [3] 공간 

분해능을 극대화하고 및 표면조도를 극소화하는 이온빔조사조건， 현상액 및 현상시 

의 온도 등 최적 제반 실험조건을 도출하고자 함. 

4) 유기광학소재로서 널리 활용되는 PMMA를 기본소재로 하여 이온빔주입에 따 

른 광학적특성변화를 조사하였으며， 평판형 waveguide를 제조한 다음 주로 굴절률 

의 변화， 굴절률의 깊이방향의 분포， waveguide 광손실에 관해 조사함. 아울러 마스 

크를 이 용한 Line, Y - branch , Mach - Zehnder 간섭 계 등 waveguide 구조를 설 계 하 

고 선형구조를 형성한 다음 광유도특성을 조사함. 

라. 전기적 특성변화 

1) 중합체의 이온주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특성중 전기적특성을 변화시켜 원하 

는 전도성을 얻고자하는 노력이 계속되어 옴. 

2) 화학적으로 doping된 전도성 중합체의 경우 금속에 버금가는 전도성과 플라스 

틱의 장점을 갖춘 획기적인 물질로 각광을 받았으나 불용성의 문제와 공기 또는 습 

기에 대한 불안정성의 문제로 인해 산업적인 활용성이 제한됨. 

3) 이온주입을 통해 얻어지는 전기적특성은 이에 비해 매우 안정적이며， 미세전자 

회로구성， diffraction grating , EMI 및 RF차폐 ， 정전기방지제， 맛데리전극 등 다양 

한 활용이 예상됨.[쇠 

4) 본 연구에서는 폴리이미드， PS , PMMA , Teflon 둥 몇 가지 중합체에 이온주입 

을 통한 전도성 개질층을 형성하고자 하였으며， 이온의 선량 및 중합체 종류에 따 

른 비저항의 변화를 조사하였으며， 이를 다른 화학적 특성변화와 비교， 검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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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이온빔 리소그래피를 이용한 미세 3차원적 구조형성 

1) LIGACLIthographie Galvanoformung Abformung )기 술은 Karlsruhe Nuclear 

Research Centre에서 개발된 기술로서， 수백 미크론까지의 고정밀 구조물을 형성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이며 산업계에서 미세공작Cmicro-machining ) 에 널리 사용되고 있 
。

p. 

2) LIGA기술에서는 1차 미세구조물 형성을 위해 흔히 deep- etch 싱크로트론 방 

사광 노광기술을 사용하며 resist로는 분해능이 우수하고 응력부식 Cstress 

corrosion)에 강한 PMMA가 주로 사용됨 .PMMA는 positive resist로서 이옹빔조사 

에 의해 사슬절단이 일어나며， 조사부위는 비조사부위에 비해 용해도가 급증함. 이 

특성을 이용하여 조사부위만 선택적으로 제거할 수 있음. 

3) 그러나 X 선은 물질내 비정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기판위에 resisV} 도포된 

경우 방사광에 의해 기판과 resist 경계면에 변형력 Cstrain ) 이 가해지는 문제가 발생 

함. x 선 대신 고에너지 양성자나 헬륨이온을 사용하는 경우 비정이 명확히 정의됨 

과 아울러 종， 횡방향의 straggling 이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공간분해능이 크게 개선 

됨 

4) 따라서 기판이 별도로 요구되지 않으므로 resist 물질에 바로 구조물 형성이 

가능함. 또한 공정속도를 좌우하는 resist의 감도가 x-선이나 전자선에 비해 몇 자 

리 정도 큼. 대개는 양성자가 사용되므로 이를 P- LIGA (Proton- LIGA)라 명칭함. 특 

히 미세광학구조물에서 요구되는 표면조도는 λ/10Cλ: 광파장) 이하이며 P-LIGA를 

통해 조건충족이 가능함. 

5) 이옹빔조사에 의한 PMMA의 특성변화는 1980년대 초부터 꾸준히 연구되어 

왔으며 [5 131, 주로 waveguide제조와 관련된 굴절률변화연구[6 8], 기계적 또는 전 

기적 특성조사[9 11 J, 화학적변화와 사슬절단기구 규명[1 2.1 3] 등이 대상이 됨. 그러 

나 구조물의 크기가 100 μm 이하인 미세구조물 제조를 위한 MeV 이온빔 리소그래 

피는 상대적으로 드물게 연구됨. 

6) 본 연구의 목적은 ci) MeV 이온빔조사 및 현상공정의 최적조건， (ii) 미세가공 

에 활용할 경 우의 각 변수들의 범 위 , (iii) 표면조도 및 수직 벽 의 직 각성 Csteepness) 

등을 조사하는데 있음. 

바. 이온빔을 이용한 중합체의 광특성변화 연구 및 광기능 소자 

제조기술개발 

1) 비 선 형 광학CNonlinear Optics)은 광학(photonic) 및 광전 (optoelectronic) 기 술분 

야에서 주된 역할수행하고 있으며， 유기재료는 광대역 주파수특성， 초고속반응성， 

낮은 유전상수， 높은 광손상Coptical damage) 문턱값， 구조 가변성 등의 특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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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특히 주요 관심대상임. 

2) 광통신 등 여러 분야에 광섬유 network이 널리 쓰임에 따라 passive 광소자의 

수요가 급증하며， 관련 광소자 수요가 급증함. 기존 waveguide 사용물질인 LiNb05, 

InP 등은 고가이므로 범용성이 떨어지므로， 보다 가격이 저렴한 중합체의 개발가능 

성에 대한 연구를 추진해 옴. 

3) 중합체는 이온이나 uv조사에 의해 화학적변화가 유발되고 저분자 파쇄물의 

방출 및 고밀도화에 의해 굴절률이 증가하며， 특히 감도 및 광투과도 등 광특성이 

우수한 PMMA에 대한 연구가 집중됨. 

4) 본 연구에서도 일차적으로 PMMA를 대상으로 이온빔조사에 따른 광특성변화 
를 조사하고자 하였음. 저선량에서는 주로 사슬절단이 주효하므로 이온개질에 따른 

화학적변화와 수축도를 조사하였으며 ， 광특성으로서 굴절률변화， 광손실 등을 측정 

하였음. 또한 실제 선형 waveguide를 제조하여 광유도특성을 조사하므로서 광기 능 

소자로서의 실용성을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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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본 르르 
'-

제 1 절 중합체내에서 의 방사선조사 효과 

1. 반응 일반론[1，2J 

가. 이온빔조사에 의해 일차 이온화와 여기현상이 발생하며， 이는 결합파괴， 이차 

여기， 이온화 및 라디칼 형성， 결합 재정렬 등을 유기하며 이로서 화학적변환이 발 

생. 에너지 측면에서 보면 이온화에 소요된 에너지 (>20 eV)는 단순 유기분자의 결 

합에너지 (H-CH=4.3 eV, CHr CH3=3.7 eV, F - CH3=4.6 eV)를 능가함.[13] 

나. 반응후 극히 짧은 시간(_10- 13 s)내에 이온의 에너지는 이온궤적을 중심으로 

작은 체적내에 존재하는 중합체 사슬내의 전자에 전달되며， 에너지 스파이크는 단 

일 이온궤적에 대해 약 100 eV/ atom 정도에 이름. 

다. 일차년도에 언급한대로 궤적의 크기는 일차적으로 이온의 속도에 관련되며 결 

국은 2차전자( a -선)에 의해 결정됨 약 100 eV의 전자의 비정은 약 50 A 정도이 

며 , 1 MeV/ amu 정 도의 에 너 지 를 갖는 이 용의 궤 적 반경 (track radius)은 약 100 A , 

50 MeV/amu의 경우 궤적반경이 500 A에 이름. 이에 의한 중간생성물(이온화 및 

여기물， 라디칼 등)들은 확산효과에 의해 이온궤적보다 훨씬 넓은 공간내에서 재결 

합 또는 반응에 참여함. 따라서 이온궤적내의 이온화반응간의 거리가 반응의 주요 

변수가 되며 고에너지 이온의 경우 약 1• 10A 정도가 됨. 이처럼 이온-중합체간의 

반응은 수많은 1차 및 2차 효과를 수반하는 복잡한 양상을 멈. 

2. 에너지밀도에 따른 구분 

가. 에너지밀도(De=φSe eV/cm3)가 -1023 eV/cm3 정도로 낮을 때는 새로운 결합 

(crosslinks) 또는 사슬절단이 발생하며 용해도와 분자량분포에 변화가 개시됨. 불포 

화현상이 발생하며 단순한 분자방출이 관찰되고 이 영역에서는 궤적 (track)간의 겹 

침은 불가능함. 

나. 에너지밀도를 -1024 eV /cm3 정도로 증가하면 연속적인 결합의 재배치로 인해 

분자구조가 완전히 변화하며 새로운 관능기 다른 골격구조 및 물리적특성을 보임. 

새로운 분자의 형성 및 방출에 따라 중합체 조성이 변화함. 

다. 에너지밀도가 ~1025 eV/cm3 정도에 이르면 이온궤적들이 완전히 겹쳐지며，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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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 전기적특성， 경도， 내화학성 등이 수소화(hydrogenated) 비 정질 탄소의 특성과 

유사해짐. 이 경우 초기의 사슬구조 및 조성비는 거의 남아 있지 않음. 

3. 이온주입에 따른 조성변화 및 가스 방출 

가. PE와 같은 선형 중합체의 경우 이옹조사에 의해 두 가지 효과가 유기됨. 

1) 첫째는 다른 사슬의 두 탄소원자의 결합에 의한 가교형성임. 

-CH2- CH2-CH2- - CH2-CH. - CH2- + H . -CH2-CH -CH2-

~ --l’ 

- CH2-CH- CH2-

+ H2 (1) 

-CH2-CH2-CH2- -CH2-CH. -CH2- + H. 

2) 둘째는 동일 사슬내의 두 인접 탄소원자간의 transviny lene결합(c=C) 형성임. 

CH2-CH2-CH2- • -CH2-CH. -CH2- + H . • -CH2-CH=CH-CH2- + H2 (2) 

두 반응 모두 수소방출이 따르며， 유사한 효과가 대부분의 중합체에서 관찰되 

나 표 1 및 그덤 1에서 알 수 있듯이 중합체구조마다 독특한 양상을 보임. PS나 

PE처럼 가교가 우세한 경우 수소와 소량의 아세틸렌(C2H2) 계 가스가 방출되는 반 

면， PTFE의 경우 복잡한 분자가스의 방출이 관찰됨. 

나. 가스는 원자나 곁가지의 결합파괴에 기인하므로 중합체의 조성에 따라 종류가 

다르며， 표 l과 같이 가스의 종류는 곁 그룹의 특징을 반영함. 만일 이온조사시 표 

적온도가 유리전이온도(glass transition temperature) 이하인 경우 생성된 가스의 

확산배출속도가 매우 느리므로 매 질내 축적되어 압력을 유발하며， 결과적으로 변형 

에 의한 파괴가 발생함. 주사슬이 절단되 는 중합체의 경우 생성된 저분자가스가 기 

포상(foamed) 구조를 형성할 수도 있으며 PMMA의 경우 이런 효과가 관찰됨. 

다. 분자방출의 척도는 화학적수율 G로 나타내지 며 이는 흡수에너지 100eV당 생 

성된 분자나 원자의 개수로 정의됨 .G값은 =J꾀 1에서 볼 수 있듯이 중합체의 종류 

와 이온 에너지 손실에 따라 달라지며 PE의 경우 초기에 G=2 Hz/lOO e V값이 에너 

지 증가에 따라 서서히 감소함. PS에서 는 에너지손실이 작은 경우 G(H2)값이 0.04 

로 매우 작으며 약 15 eV/ Å가 념으면 G=0.5로 증가하며 ， 이 경향은 흡수된 에너지 

밀도가 충분히 커지변 다른 종류의 화학반응이 개시됨을 반증함 일 례로 낮은 에너 

지손실시 다른 트랙간에 발생할 수 있는 반응이 에너지손실이 큰 경우 동일 궤적간 

에 발생할 수 있으며 이들 문턱에너지가 15- 20 15- 20 eV / Å에 이 름 . PTFE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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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 1. Chemica1 yie1d vs energy 10ss for PE, PS and PTFE. The main 
m01ecu1es emitted from each po1ymer are a1so reported. 

CF2, CF4 등 분자량이 큰 가스들이 방출되며， 에너지손실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라. 이온주입량에 따른 중합체 조성， 특히 탄소의 변화를 그탬 2에서 볼 수 있으 

며， PE, PS에서는 손실률(erosion yie1d, Y) 이 거의 없음. PMMA의 경우 조사초기 

의 높은 손실률(103 C-atoms/ion) 이 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급히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며， 이는 PMMA내의 적으나마 가교가 일어나기 때문으로 판단됨. PTFE는 절 

단반응이 아주 우세한 대표적인 물질로서 104 C- atoms/ ion 정도의 매우 높은 손실 

률을 유지함. 

마. 이온조사에 따른 중합체별 가교 절단 화학적수율을 표 2에 정리하였으며， 이 

를 전자나 감마선조사의 경우와 비교하였음. 가교와 절단의 대표적인 중합체는 PE 

와 PTFE이며， PS의 경우 적으나마 일부 절단반응이 존재함. 중합체의 경우 전자나 

감마션에 비해 이온의 화학적 수율이 크며 이 차이는 에너지손실값과 궤적내 이온 

화반응의 공간적인 분포차이에 기인함. 전자나 감마선의 경우 반응은 단지 여기분 

자와 기저분자간에만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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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l. Molecular chain structure of carbon chain polymers, and 
gases formed with ion ir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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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y( methylacrylate) H2, CO, C02, CH4 

Polytetrafluoroethylene 

Polystyrene 

~H3 

CH2 ”H-
COOCH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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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 

-CFr CF2-

-CH2잭-

C강-i6 

H2. CO, C02, CH4 Poly(methylmethacrylate) 

Poly( vinylchloride) HCl 

CF2, CF4, C2F6 

H2, C2H2 

4. 가교(cross - linking) 및 분해 ( degradation) 

가. 여기서 분해는 ‘주사슬절단’을 의미하며， 중합체 사슬의 가교 또는 분해여부는 

일차적 으로는 중합체 의 구조에 달려 있음. 일 반적 으로 가지 화(branching)에 의 해 구 

조상 취약한 부분이 생성되므로 PE는 주로 가교반응이 일어나며， PP는 두 가지 반 

응이 모두 일어나는 반면 polyisobutylene의 경우 분해현상만 발생함. 가교， 분해 어 

느 경우이든 파쇄된 가스방출은 관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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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외 하고 보면 가지 화(branching)가 증가할수록 

polJ언obutylene의 경 우 tetra- substituted 탄소원자가 

PS의 벤젠고라는 이온화에너지를 흡수하므로서 구조를 

양상은 달라 PVC는 가교가， Polyvinyldene chloride는 

PTFE의 경 우는 심 각한 주사슬의 Polyvinyldene fluoride 및 

나. 표 l에서 PS, PTFE를 

향이 커짐.PMMA 및 

절단에 기여하는 반면， 

화함. 할로겐화 중합체의 

해가 일어나는 반면 

해는 겪지 않음. 

산소는 자유 라디 칼과 반응하여 산화분해 (oxidative degradation )를 

진공이 아닌 산소분위기에서 조사를 하는 경우 가교가 주된 중합체 의 

분해가 일어날 수 있음. PP나 PVC에서 이 런 현상이 발견되며， 테플론의 

대기중에서 분해되어 분말상으로 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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ι
 

다. 일반적으로 

유발하므로 

경우에도 

경우에도 



Table 2. Chernical yield of cross- link and scission of different 
polymers for ion, electron and r irradiation. 

10n irradiation electron or r irradiation 
Polymer 

Gcl Gsc Gcl Gsc 

PMMA 0.1 l.2 0.04 0.03 

PTFE 0 4- 20 0 10- 20 

PS 0.08- 0.3 0.01 0.04 0 

PE 1.2 0 l.4 0 

제 2 절 이온주입에 의한 광특성변화 및 waveguide 광학 

1. 광특성변화 

가. 중합체의 광학특성 

1) 광통신 등 여러 분야에 광섬유 통신망이 널리 쓰임에 따라 waveguide, 

coupler, multiplexer, demultiplexer 등 passIVe 광소자 수요가 급증함. 기존 

waveguide 사용물질은 LiNb0 5, 1nP 등 주로 고가이므로 범용성이 떨어짐. 

2) 상대적으로 저가인 중합체는 비선형광학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다음과 같 

은 특징을 가지고 있음.[1 4，1 5] 

가) 광대역 주파수특성， 초고속반응성， 낮은 유전상수， 높은 내광손상성， 광대역 

투명성을 가짐. 

나) 연마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고품질의 광학변 가공， 두께 조절 등이 용이 

함. 다층막 형성 가능이 가능하고 기계적， 열적 손상에 강함. 

다) 또한 다음과 같은 다양한 비선형성을 보임 

O 전기적 비공명 비선형성 ps 시간대부터 

O 열적 비선형성 ns - ms 

o configuration & orientation 비 선 형 성 ms - s 

o photochernical 비 선 형 성 ps - s 

3) Doping을 이용한 광소자 제조[1테 

기존에는 확산법 (solvent-assisted indiffusion) 또는 casting방법으로 광학적 비 

선형성이 강한 중합체를 doping하므로서 양질의 waveguide 제조가 가능함. 그러나 

이 기술에 비해 본 연구에서 시도된 이온주입법은 단일 기판에 광구조를 직접 형성 

할 수 있으므로 공정이 매우 단순하고， 대량생산이 가능함. 

- 10 



4) 특히 PMMA는 광투과도 등 광학특성이 우수하므로 일반 광학재로서 널리 활 

용될 뿐 아니라 이온빔에 대한 반응성도 뛰어나므로 이온빔개질 대상시료로 집중적 

으로 연구되고 있음. 

나. 이온주입에 의한 광특성변화 

1) 이옹주입에 의한 광소자 제조[1 7] 

가) 이온빔 공정의 장점 

(1) 표적의 결정성에 무관함. 

(2) 이온빔 선량， 에너지， 결함을 정확히 제어할 수 있음. 즉， 제어성 및 재현성이 

특히 뛰어남. 

(3) 많은 비선형광학재(KNb03， BaTi03 등)들의 열 (heat) ， 상(phase) 안정범위가 매 

우 제한되어， 고온공정이 요구되는 확산법 등은 사용이 극히 제한됨. 

(4) 표준 lithography법과 병용하여 waveguide 구조형성이 가능함. 

나) 이온 주입시 에너지에 따라 waveguide층의 깊이가 결정되고， 이온 주입량은 

waveguide의 mode(single or multi-mode)와 관련됨. 

다)굴절률변화 

(1) 이온주입에 의한 굴절률의 증감은 예상이 어려우나 굴절률변화 요인으로는 화 

학조성 변화， 방사선상해에 의한 원자 packing density 및 결합 편극성 변화， 구조 

이 완(structural relaxations ) 또는 상전환 등을 들 수 있음. 

(2) 표 3에 중합체간의 굴절률 변화를 예로 들고 있으며 [18] 몇 가지 경향을 다음 

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o PMMA, PVA 등 지방족(aliphatic) 화합물의 경우 굴절률 변화가 크며 ， PC, 

PI 등 방향족(aromatic) 화합물의 경우 상대적으로 변화가 적음. 

o PMMA의 경 우 +0.06의 변화가 있으나 이 를 가교나 residual 중합으로 보기 

어려우며 ， residual 중합에 의한 굴절률 변화는 약 10-3 정도로 예상됨. 

Table 3. Refractive index changes, obtained by ion implantation in 

different polymers. For PV A and PI the TE values are given. 

polymer Li ':PMMA N+:PMMA Li ':PVA N+:PC L(:PI 

N。 1,548 1.550 1.563 1.586 1.584 

ns 1.490 1.490 1.528 1.584 1.582 
ζ':. n 0 ,058 0.060 0.035 0.002 -0.002 

1 , 4 
-’ 
4 



(3) Lorentz- Lorenz 관 계 식 

O 유리상 퉁방성 중합체에서 물리화학적 성질과 굴절률과의 관계는， 

(n2 - 1) (n2 + 2) = (6 . R)!M, (3) 

로 나타낼 수 있으며 여기서 n=굴절률 6=밀도 M=분자량 R=molar refractivity 
。1

O 식 (3)에서 화학적 특성은 R로서 대변되며， R은 실험적으로 측정된 분자내 

각 결합의 편극도(polarizability)의 합으로 나타남. 

o C- C 결합이 이온주입에 의해 이중결합 C=C나 방향족 Car- Car 결합으로 바뀌 

면 R이 증가하며 결과적으로 굴절률의 증가가 일어남. 

Table 4. Bond refractions. 

2) PMMA의 특성 변화um 

가) 저 선량에서는 절단반응이 우세하므로 positive resist로 사용되며 (절단율> 

가교율) , 문턱값 이상에서는 negative로 역전됨. (가교율>절단율) 

나) 기 존에 100 keV- 300 keV 영 역 에 서 보고된 Gs 값(G-value for scission)은 

0.4- 1.8임. 

다) 이온조사에 의해 화학적변화 유발되며， 저분자 파쇄물 방출 및 고밀도화를 

통해 굴절률이 증가함. 

라) 광소자재로서 PMMA의 광특성은 우수하나， 사용온도가 최대 80 0C 이므로 

실내목적으로 사용이 제한됨. 이런 측면에서 보면 PMMI나 BCB가 대안이 될 수 

있으며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감도， 광투과도가 PMMA와 유사함.[20] 

3) Waveguide 형 성 

가) optical waveguide 

(1) 주변보다 굴절률이 높은 투명 한 영 역 즉 optical well이 며 , 0.1% 정 도의 굴절률 

변화로도 빛을 가둘 수 있음. 

(2) 공정상 guide내의 굴절률을 증가시키거나， 역으로 낮은 굴절률을 갖는 barrier 

층을 guide와 bulk사이에 위치함. 

” “ 



Tab1e 5. Physical constants of glass transition temperature, index of 

refraction, and attenuation 10ss for PMMA, PMMI, and BCB. 

Polymer ‘ 
Glass transition lndex of refraction Attenuation loss 

temperature. T Il( .C ) at 633 nm at 1300 nm (dB/ cm) 
PMMA 105 1.489 0.5 

PMMI (8805-F) 150 l.526 0.6 

PMMI (8817-F) 170 l.534 1.1 

BCB 350 1.566 0.3 

* manufacturer: 
1) PMMA, PMMI: Roehm Company, Germany 
2) BCB (Divinyl-siloxane-bis-benzocyclobutene): Dow Chemicals 

T ab1e 6. Material properties of PMMA (Po1ymethy1methacry1ate). 
Common Brand Names: Diakon, Lucite, Oroglas, Pers~x， Plexiglas 

Physical Properities 
Density 
Refractive lndex 
Resistance to Ultra-Violet 
Water Absorption - over 24 hours 

1.19 g/cm3 

l.49 
Good 
0.2 % 

Electrical Properities 
Dielctric Constant at 1MHz 
Dielctric Strength 
Surface Resistivity 
Volume Resistivity 

2.6 
15 kV/ mm 
1014 Q/[그 
2-14x1015 Qcm 

Thermal Properties 
Heat-Deflection Temperature - 0.45MPa 
Heat- Deflection Temperature - l.8MPa 
Lower Working Temperature 
Specific Heat 
Thermal Conductivity at 23.C 
Thermal Expansivity 
Upper W orking Temperature 

105 .C 
95.C 
-40.C 
l.4- l.5 kJ/kg . K 
0.17-0.19 W/ m' K 
70-77x lO-6/ K 
5O-90.C 

M echanical Properties 
Elongation at Bre려〈 
Hardness-Rockwell 
Tensile Modulus 
Tensile Strength 

2.5-4 % 
M92-100 
2.4-3.3 GPa 
80 MPa 

Chemical Resistance 
Acids-concentrated 
Acids-dilute 
Alcohols 
Alkalis 
Aromatic Hydrocarbons 
Greases and Oils 
Halogens 
Ketones 

Fair 
Good 
Fair 
Good 
Poor 
Poor 
Poor 
Poor 

” 
ω
 



(3) waveguide 제조시 선량은 1014 #/cm2 이하가 바람직하며， 이 이상 선량이 증가 

하면 시편의 색이 연노랑 노랑-갈색으로 변하고， 1016 #/cm2 이상이 되면 흑색으로 

변함 

나)신호감쇄 

(1) 감쇄원인으로는 불순물에 의한 흡수， 이온주입시 생성된 color center에 의한 

흡수(annealing으로 제거 가능)， 표면의 거칠기， 결정체의 경우 결함 및 밀도의 불균 

일성 등을 들 수 있음. 

(2) 광통신용 광섬유는 길이가 수 km에 달하므로 광 손실률이 dB/km 정도로 광 

투과도가 아주 높음. 

(3) 광통신망에서의 waveguide 소자의 광손실 허용값은 3 dB(50 %)이하이며， 소 

자의 입력， 출력단에서의 총 coupling 손실이 대개 1 dB 수준이므로 소자자체의 손 

실 1 dB 정도는 허용이 가능함.낀1] 이온주입 결함에 의해 유발되는 광손실을 극소 

화하기 위해 결함정도를 적절히 제어하면서 굴절률 변화를 꾀함. 

(4) 선량이 1014 #/cm2 이하인 경우 대개 광손실은 2 dB 이하로 유지되나， 실제 

광학계의 요구수준은 1 dB/cm 이하이므로 이온주입에 의해 부가되는 손실문제 뿐 

만 아니라 광손실이 극히 적은 소재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 관건이 됨. 

2.Waveguide에 이 용되 는 광학이 론 

가. Snell 의 법칙 

1) 빛이 굴절률이 서로 다른 두 개의 매질을 통과할 때는 진행 속도가 변화되며， 

이 때 진동수의 변화는 없으므로 파장이 변화함. 

2) 이러한 빛의 파장의 변화는 두 개의 매질의 경계변에서 진행방향의 변화를 초 

래함. 즉 첫 번째 매질에서 두 번째 매질로 업사하는 과정에서 빛의 진행하는 방향 

이 달라지고， 달라지는 정도는 두 매질간의 굴절률 차이와 관계되며 ， Snell 의 법칙 

에 의해 정의 됨 

n1 sin 81 = n 2sin θ2 (4) 

여기서， nr , n2는 각 매질에서의 굴절률， e 1, e 2는 각 매질에서의 빛의 진행방향과 
경계변에 수직한 방향이 이루는 각도임(그덤 3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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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efinitions of symbols used in eq. (4). 

나. 전반사와 임계각 

1) 식 (4)에서 알 수 있듯이 빛이 굴절률이 큰 매질에서 작은 매질로 진행하는 

경우， 즉 nl> n2 인 경우， sin f) 2가 1 이상이 되어야 하는 각도 f) l 이 존재하며， 이런 

각도로 경계면에 도달하는 빛은 두 번째 매질로 입사되지 못하고 경계면에서 모두 

반사됨. 

2) 이러한 현상을 전반사 (total reflection) 2.} 하며 전반사가 일어나는 입사각을 

임 계 각， f) c(critical angle) 이 라 함. 

6κc S뼈m끼꽃 ) (5) 

3) 특정물질의 굴절률을 위치에 따라 변화시켜， 그 물질을 통과하는 빛을 특정 방 

향이외로는 전반사를 일으켜 진행하지 못하게 하고， 원하는 방향으로만 진행시킬 

수 있으며 , 이 러 한 굴절률 구조를 갖는 소자를 waveguide 라 함. (그 럼 4 참조) 

π
 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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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n띠
 

o 
d 

Z 

n1 > nO. n2 
n2 

g짧쉰냈i\/\ 
n2 

Fig. 4. Structure of a slab waveguide. It is formed by three different refractive 
index in a sandwich structure. Kx = K:ηjsinBm. K z = KnjcosBm. 

다. Maxwell equation 에 의 한 wave mode 이 론 

1) 그림 4에서 알 수 있듯이， mode angle, e m (m 0, 1, 2 .. J이 작을수록 

waveguide 내에서의 빛의 x-축방향 진행속도는 느려짐. 따라서 거시적으로 mode 

angle에 따라 x-축 방향의 굴절률이 다르게 느껴지며， 이런 굴절률을 유효굴절률 

(effective mode index)[22] 이 라 함. 
2) 유효굴절률 nm은 다음과 같이 주어지며 o mode에서 최대치를 갖고 높은 

mode로 갈수록 감소함. 

n m - η1 smθm (6) 

3) Waveguide내에서 진행하는 빛을 나타내기 위하여 식 (7)과 같은 Maxwell 방 

정식을 풀어야 하며 그때 의 일반해는 식 (8)로 나타내어 짐 

[짧 + 짧 + 짧]Ej = [쓸][뿔]. j = (7) 

전 기 장， El = A exp i( ωtI kxfX jI k }jY jI k zjZ) (8) 

4) 일반적으로 waveguide에서는 guide 단면의 높이가 폭에 비해 훨씬 작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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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축 방향으로는 전기장이 일정하다고 보면，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 

옳 =::t빠::t샘yl = ::t싹 =0 (9) 

5) 따라서 TE (Transverse ElectriC) mode에 관한 Maxwell 방정 식 의 해 는， 빛 이 

진행하는 매질의 순서에 따라， 공기층， waveguide, 기판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됨. 

E }Û = Ae- δz (air) 

E yJ = A cos êZ + B sin êZ (waveguide) 

E씨 = (A cos êd - Bsin ê，찌e r<z+ 이 (substrate) 

여 기서 ， ß= 1m1 sin 8, ð= ([1- η5k2) 112, é= (ηik2 - t)써 r= (β2 η~ k2) 1/2 

(10) 

6) 식 (10) 에 각 층간의 경계에서의 2차 경계조건 E'ω = E' yJ, (at z = 이， 

E' yl = E' }2 (at z = d)를 적용하여 계수 A, B를 결정하고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짐. 

l l 

kzd= mπ + tan -11 챈 - 했 l 2 + t뻐 -l| ; - ~~ 1 2 

L ni - n~ J L ηi - n~ J 
(11) 

7) TM mode 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을 적용하면 ， 

π t없 -I[줬 ] [ :r ~잖 ] ~ + t없 -l [혔][ :r ~잖 ] (12) 

8) 식 (10)에서 알 수 있듯이 waveguide 내에서의 Z 축 성분은 정상파가 되어， 

그럼 5 와 같은 모양이 됨 . 

9) 매질과 개질층의 굴절률을 알면， 깊이별 시율레이션를 통해 식 (ll) , (12)를 이 

용하여 유효굴절률 nm 을 얻을 수 있음. 실제로 유효 굴절률 계산에는 다음에서 소 

개되는 WKB method 나 RCM 이 주로 사용됨 

U 



\v \\/ l> m =0 

\/\/\/ ζ七 m = 1 

\/\/\^ ζ료 m=2 

λ진\AN 듣흡 m =3 

Fig. 5. Relation between mode and transmitted light profile. 
The 0 mode has the largest mode angle. 

라. WKB method 

1) Waveguide 내부에서의 빛의 파형 
t'lJ.;져 λ1 
。 0 ，

및 유효굴절률을 실제로 계산하는 방법으 
/、 /、 /、 /、

로， 위에서 설명한 Maxwell 이 외 에 , WKB (Wentzel .- Kramers 

Brillouin) method[ 퍼，241가 있음. 

2) 에너지가 E인 전자가 square 모양의 potential 

Schroedinger 방정 식 은 Vl>V2>VO 일 때 다음과 같음. 

ò2rþj 

òz2 + 짧(E- κ) </Jj = 0 

3) Waveguide 의 경 우는 

ò 2써 ? / ? ? 
그향 + k~(- 따 + 껴)</J j = 0 

j=O ,1. 2, 3 ... 

j=O ,1. 2, 3 ... 

well에 잡혀있는 경우의 

(13) 

(14) 

4) 식 (13)과 식 (14)룹 

때의 개념을 그램 6에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이 대응됨을 알 수 있으며， 대응시켰 

비교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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끽짝ξ • _ b 2'YJ 2 
2 ’‘ ’‘”’ h ‘ (15) 

2??zVj 、 12 “ 2 
-→ -νγ.， . 

h ι j 

5) 양자역 학에 서 알려 진 square well에 잡혀 있는 전자의 파동함수를 이 용하여 

waveguide 내에서의 빛의 파동함수를 구할 수 있음. 

(a) (b) I Air Guide Substrate 

V。 n; 

V n2 

V2 r----

1-------1 n.: m 

n; 

Z Z 

Fig. 6. Analogy between a planar waveguide and a quantum potential 
well: (a) quantum potential well; (b) planar waveguide. 

6) Waveguide내의 빛의 전자장은 정상파의 형태를 띄므로， guide내를 한번 왕복 

할 때 생기는 위상차는 다음 식 [25]으로 주어짐. 

i d k/z)dz + rp lO + rp12 = mπ m= 0, 1, 2 . .. (16) 

여 기 서 , ψ 10, CP 12 phase change at boundary, k;(z) = k2사(z) + k2샤(z) cos 8m 

7) Mode angle 8 m을 측정하면 ， 뒤에서 소개되는 mode index curve에 의해 유효 

굴절률을 얻을 수 있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시율레이션을 통해 개질층의 깊이방향 

굴절률 분포를 구할 수 있음. Mode angle은 뒤에서 소개하는 M - line method 

(dark-line method)를 이 용하여 측정 함. 

8) WKB method는 굳절률이 완만히 변화하고， 단순증가 혹은 단순감소 등의 한 

쪽방향으로만 변화하는 경우에는 실제와 잘 일치하나， 이온주업에 의해 만들어지는 

waveguide와 같이 굴절률이 끝 부분에서 급격히 변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어려움. 

9) WKB method의 또 하나의 문제점은 실제의 waveguide의 potentia1은 유한한 

- 19 



데 반해， WKB method에서 는 무한한 높이의 potential 을 가정한다는 점임. 따라서 

실제로는 적은 양의 빛이지만 waveguide와 기판사이의 경계를 투과하여 기판으로 

누설되는 빛이 존재함. 

마. RCM (Reflectivity Calculation Method) 

1) RCM은 mode angle로부터 유효굴절률 및 갚이방향 굴절률분포를 계산하는 또 

다른 방법임. 그럼 7에 나타낸 바와 같이 빚은 pnsm , 공기 층， 개 질층， 그리고 작은 

양의 빛 이 tunneling 효과에 의해 기판으로 투과됨. 

2) 각층을 보다 작은 여러 층으로 나누어 생각하는 경우 ( :' .. L 힘 S 참조) , 각 층에서 

의 빛의 파동함수는 다음 식으로 나타남. 

Screen 

Guide 

Substrate 

Fig. 7. Experimental arrangement for the observation of a 
back- ref1ected intensity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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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sm Air Guide Substrate 

B, 
A, 

‘ t 
뀌
 

----z 

Fig. 8. Travelling wave components in the mode for a non- bound 
waveguide system. 

E/z) = Aexp (뻐zZ) + Bexp( - ikzz) for TE mod e 

H j(z) = A' exp(ikzz) + B ' exp( - ikzz) for TM mod e 

4 
여기서 ， kz = k[ n2 (z) - η~] 2 , j ::: 1, 2, 3 . 

(17) 

3) 식 (17 )은 kz가 실수값을 갖는 범위 (waveguide 내부)에서는 단진동을 나타내 

는 삼각함수꼴로 되며 허수값을 갖는 범위에서는 진행파의 모양을 함. 

4) 식 (17 )로 나타나는 각층의 파동함수가 층의 경계 에서 연속이라는 경계조건은 

다음 식으로 주어짐 . 

E j(z) = E j+ 1 (z) 

H/z) = H j+1(z) 
(18) 

for j = 1, 2, 3 ... 

or 

[횟] = [설MJ] [활] = [ 앓 월~] [활] (19) 

여기서， 행렬 Mj는 j층과 j+1층 경계에서의 경계조건을 나타내는 행렬들이며， Plj는 

그 곱으로 나타나는 행렬의 요소임. 

5) 식 (19)에 의해 프리 즘 층과 기판에서의 파동함수의 관계를 구할 수 있으며， 

이
 μ 



waveguide에서 기판으로 들어간 빚은 다시 돌아오지 않으므로， 식 (19)에서 Bs는 O 

임 . 

6) 따라서 반사율 R 은 다음 식과 같이 주어짐 

R= I찮 I W = I 활| (20) 

7) 반사율을 측정함으로써 식 (2이을 이용하여， 유효굴절률과 굴절률의 깊이방향 

분포(mode index profile)를 반복계산에 의한 시율레이션을 통해 얻을 수 있음. 

바 Mode index curve와 index profile 

1) 양자역학의 potential well 경우에서의 potential energy와 양자수의 관계와， 에 

너지와 양자수와의 관계를 비교하면 그림 9와 같음. 

2) 식 (16)은， waveguide가 공기 및 기판과 이루는 경계변에서 전반사가 일어난 

다고 가정하고， 그때의 위상변화 π 를 대입 한 다음， k z = kn 1 cos B m (k = 2π/ A) , 

η￡ = %l sin 6nz 관계를 이용하여 정 리하면 다음과 같이 됨 

앓 = ηî-Cm+ 1) 2 (옳f (21) 

3) (m+ 1)2과 nm의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을 mode curve2.} 하며， 그럼 10에 mode 

index curve의 예를 나타냈음. 

4) Mode index curve는 굴절률 profile을 구하기 위한 시율레이션을 할 때， 초기 

굴절률 profile을 예상할 때 이 용되며， 그럼 10에 나타낸 P 값들의 의미는 다음과 

같음. (그템 11 참조) 

가) Pl profile 의 최대치를 갖는 깊이， 

나) P2 : 표면에서의 굴절률， 

다) P3 : profile 의 최 대 치 , 

라) P 4 : profile 의 증가하는 쪽의 표준편차， 

마) P5 : profile 의 최대치가 갖는 폭， 

바) P6 : profile 의 감소하는 쪽의 표준편차， 

사) P7 profile 의 기본모양 (Gaussian or exponential) , 

아) P8 : profile 의 증가하는 모양이 나타나는 폭， 

? 
]

? 
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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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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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tential well Waveguide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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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Comparison of the relations of electric field versus mode 
with the relations of potential energy versus quantum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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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The mode curve corresponding to an implanted buried wave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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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l. A typical analytic index profile for an implanted barrier waveguide. 

드물고， 대개 rI 0 '-_ 
òTτr 

자) Pg : profile 의 sloping base의 높 이 , 

5) 실제 계산을 할 때 ， 이 9개의 parameter 전부를 사용하는 

4-5 개 가량 사용하는 것 이 보통임. 

절에서 설명한대로 mode angle 

깊이방향분포를 알 수 있으며 ， 

m- line method Cdark- line method) 임 . 

2) 그펌 7에서 알 수 있듯이 레이저광을 

입사하면， mode matching이 일어난 빚은 

어남. Matching되지 않은 빛은 표면에서 

어두운 선이 나타남. 

3) 이 흑선이 나타나는 각도를 측정함으로서 

4) 이 외 에 Refracted Near- field Technique[2fì]은 

이저빔을 입사시켜 깊이방향으로 scannmg 하면서 

반사율을 측정함으로써， 유효굴절률과 

mode angle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ul 

^ 

method λ}. M- line 

1) 앞 

굴절률의 

프리즘을 통하여 waveguide 표면으로 

waveguide 내부로 들어가 guiding 이 일 

반사되어 스크린에 는 guide된 빛에 의한 

있으 

단변에 집속된 레 

측정하는 방법으 

계산할 수 

waveguide의 

직접 

mode angle을 

있는 신기술임. 

굴절률을 

얻을 수 굴절률의 깊이 방향분포를 

- 24 

않고도 로서， 시율레이션을 하지 



제 3 절 장치 및 실험 

1. 중합체 표면개질기구 규명 

가. 중합체별 가스 방출 특성조사 

1) 일반적으로 고분자에 이온빔을 주입하면 고분자를 분해하고 가스를 방출하며 

고분자표면에 새로운 탄소-탄소 이중결합을 형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2) 방출되는 가스를 측정 분석하면 중합체가 이옹에 의하여 분해되는 과정과 개 

질된 고분자 표면의 구조를 예측하는 것이 가능. 

3) 본 실험에서는 PMMA, Kapton 및 Teflon등에 1 MeV Cl이온을 주입하여 방 

출되는 가스를 분석. 

4) QMS200 M2(Balzers 회사)를 사용하여 방출 가스를 측정하였으며 사양은 

표 7과 같음. 

Table 7. Specification of residual gas analyzer. 

기 기 명 사 。C〉t

Mass Range 1 - 200 u 

Detector type channeltron/faraday 

Detector Limit <10- 14/10-11 

QMS200 M2 Unit Resolution at 10% peak height 
adjustable to 

10%. 0.5 - 2.5u 

Sensitivity for argon >3x10-4 mbar 

Reproducibility of the peak ratio ::t 0.5% 

나. 화학적 조성 및 구조분석 

1) 고에너지 이온빔으로 개질된 고분자의 정확한 구조를 밝히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지만 분광학적 방법으로 상당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음. 그 중에서도 비파괴 

적으로 기능기의 변화를 규명할 수 있는 적외선분광법과 라만분광법이 흔히 사용되 

고 있으며， 변화된 H, C, F의 형태 파악을 위해서는 NMR이 사용되기도 함. 본 실 

험에서는 IR, Raman, UV - VIS 및 RBS 방법을 이용하여 개질된 고분자 표면분석을 

수행함. 

2) FT-IR과 Raman 스펙트럼은 각각 기초과학지원연구소 서울 분소의 FTS쉰O 

잃
 



(Bio-Rad사)과 NR1100 (J asco사)을 이용하였으며， 양성자를 조사시키는 경우 변화 

가 표면에서 수 pm 이내에서 일어나게 되므로 FT-IR의 경우 표변에서의 IR 흡수 

를 강화하기 위 하여 A TR(Attenuated Total Reflectance) 방법 을 사용함. 

3) FT- IR ATR 측정에 사용된 장비의 사양. 

o Spectral Range 

Near IR : 3,OOO ~ lO,OOO cm l 

Mid IR : 4,400 - 400 cm~ l 

o Resolution 0.25 cm ~ 1 

o Accuracy 0.01 cm~ l 이 상 

o Accessory A TR (Attenuated Total Reflectance) 

4) Raman 측정 장비의 사양은 다음과 같다. 

O 이 중 회 절 분광 기 (Double Monochromator) 

초점거리 : f = 1,000 mm 

구동파수 범 위 : 31 ,000 - 11,000 m~ l (330 - 910 nm) 

분해능 0.145 cm~ l 

Micro Raman System(배율 1,500 X ) 

Mapping 및 Multi - channel Detector System 

o Ar Laser 

power : Max. 2 W(multi - line) , 800 mW(514.5 nm) , 700 mW(488.0 nm) 

5) 분석 시료로는 Kapton , Teflon, PS를 1 MeV Cl 이 옹을 주입하여 사용함. 

6) Kapton과 Teflon의 경우 FT-IR을 이용하여 작용기들의 변화를 측정， PS의 경 

우 Raman을 측정 하여 흑연화되는 현상을 관찰하였음. 

7) Kapton의 RBS 측정 Kapton에 Cl beam을 조사시 킬 때 일 어 나는 조성 의 변 

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RBS를 이용하여 C, N, 0 상대비의 변화를 측정함. 이와 같 

이 C, N, 0 상대 비의 변화를 측정하게 되면 Cl 이 온 조사시 일어나는 반응 경로의 

유추에 도움이 됨 RBS 분석을 Cl 이온을 조사시키지 않은 Kapton film과 각각 

lx1014, lx1015, 4x1015 ionslcm2의 1 MeV Cl 이 온을 조사시 킨 Kapton film들에 대 

하여 시행하였음. 

다. micro- hardness 측정 

1) Nano Indenter II(Nano Instruments, USA) 사용 

o 최 대 하중 및 indentation 깊 이 : 500 mN, 40 pm 

O 연속 하중 이송 분해능 : 50 nN, 0.04 μm 

O 공간 분해 능 : 0.5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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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하중 인 가율 : 1 μN/s - 7x1010 ]1N/s 

o Diamond indentation tip: Berkovich indenter 사용 

2) 측정 시 료 Cross-li며이ng이 잘 일 어 나지 않는 Teflon과 PMMA에 Cl 이 온을 

조사량을 변화시켜 주입하여 준비. 

o Cl 조사 량 1x1014, 1x1015, 4x1015 ions/cm2 

라. 전 기 적 특성 변화 측정 

1) 중합체의 전기적 특성[:27] 

가) 전도 기구 

(1) 중합체내의 전기전도성은 폴리머 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많은 결함 때 

문에 단순 밴드이론으로는 해석이 불가능함. 

(2) 전하이동은 주로 polaron, bipolaron, soliton 등의 여기에 의하며， 몇 가지 가능 

한 반응기구중에 i) 폴리머 체인(또는 골격) 방향의 일차원적 'hopping' 과， ii) 3차원 

적 hopping 또는 전도대 (conducting islands) 또는 ’blob' 간의 삼투(percolation) 현 

상 등 두 가지 기구가 주로 고려되고 있음. 

(3) 지금까지의 실험결과를 종합한 바에 따르면 이온주입된 중합체내의 주요 반응 

기구는 , one- dimensiona1 variable range hopping'모넬을 따르는 것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이는 실험적으로 측정된 DC 전도도의 온도특성과 AC 전도도의 

주파수특성이 각각 a(T) -exp[( - To/ T ) 112, a - ω2로서 상기 모델의 경향을 따르고 있 

기 때문임. 

나) 전하운반자 농도 및 이 동성 (mobility) 

(1) 이온 조사시 이온 에너지와 선량에 따른 전기저항의 변화는 광학밀도의 변화 

경향과 유사하며， 비저항변화요인은 i) 불포화결합상의 비편재 n전자의 증가， ii) 사 

슬가교에 의한 전하이동성 증가로 대별됨. 

(2) 전기전도도는 a neμ (n: carrier density , ]1 : electron mobility)로 표시됨. 초 

기 중합체의 경우 공액결합특성으로 인해 자유전자가 극히 적고 사슬길이가 제한되 

어 상호 연계가 불충분하므로 전기전도도가 지극히 낮음. 이온빔 조사시료에서는 n 
전자에 의해 전하운반자 밀도는 증가하나 이동성이 ]1 -10 • 7 m2/volt-s 정도로 낮기 

때문에 전도도는 제한됨. 반도체의 경우 전하운반자 밀도는 1022- 1024 /m3로 낮지만 
이 동성 이 10 2 1Ol m2/volt-s로 큼. Venkatesan 등은 2 MeV Ar이 온을 1021 Ar/ m2 

조사시킨 중합체 (HPR-204， Hunt's Positive Resist)내에서 Hall측정을 통해 운반자 

밀도가 1028 /m3 이상임을 밝힌 바 있으며， 이는 흑연의 경우 n~1024- 1025/m3 보다 

매우 높은 수치이고 비저항이 1-5x106 Q- m <il 금속들의 운반자밀도 n-

1028- 1029/m3 에 버 금가는 값임 . 

(3) 중합체에서의 가교밀도가 전하 이동성을 좌우하는 주요 변수가 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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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됨. 이전의 연구에서 이옹주입 중합체의 전도현상은 흑연과 연관을 지어 

하고자 하였으며 가교밀도는 고려가 되지 않았으나 결합구조와 전기전도성의 

한 관련성은 흑연의 경우 잘 증명됨. 단결정 흑연에서 기준면 (basal plane)에 

비저항은 4x lO-7 Q- m <{l 반면， 육각형 C 축에 대한 비저항은 8x10-5 Q -m임. 

2) 비저항측정 

가) 링형 3 전극장치 사용 

(1) 4- point probe방법은 반도체소재의 비저항측정에 널리 쓰이는 표준측정법이기 

는 하지만 GaAs(p= 107 - 109 Qcm)와 같이 비저 항이 큰 물질측정은 곤란함.[28J 

(2) 본 연구에서는 상용의 링 형 3 전극장치 (Keithley Model 6105 Resistivity 

Adaptor)를 사용하였으며， 전원 및 전류측정계로는 Keithley 617 Programmable 

Electrometer를 사용함. 그립 12와 같이 중앙전극 (guarded electrode)을 guard 전극 

으로 감싸고 두 전극의 전위를 거의 같게 함으로써 표면누설전류를 극소화함.[29J 

(3) ASTM(ASTM D257 Standard Test Method)이나 기타 시험관련 국제규격에 

서도 링형 3-전극방식을 권장하고 있음. 전극의 재질은 Cu, Al , Ag , stainless steel 

등이 많이 쓰이며， Pt, Au 등은 고온용으로 사용됨. 

나) 표면저항 및 비저항 

(1) 표변층의 비저항이 기판의 

口)，

경우의 三ì
'-비저항보다 상당히 

(22) 

Rs = p . (Dz-Dj)/{(Dj+D2) . πt} = V /l, 

Ps = p/ t = (Dj+D2) . rr/ (D2- Dj) . V /l = 15.7 V /l, 

(D2=15 mm, Dj=10mm), 

p = Ps . t , 

여기서 표면층 두께 t는 비정값을 사용함 

(23) 

(2) 균일한 비저항을 갖는 시편의 volume resistivity, p(Q) ,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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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Resistivity measur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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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변화 조사 u1 
^ 광기능소자 

가. 이온빔조사에 의한 물리，화학적 특성변화 조사 

이온주입에 의한 광특성변화조사 대상시료로 PMMA(Goodfellow)와 PMMI 
(Roehm)를 확보했으나 1차년도에는 우선 PMMA를 기본시료로 사용하였으며， 350 
keV의 수소 이온빔을 각각 2x1014, 6x lO14, 1xlOl5 ionslcm2 조사한 다음 각종 물리， 
화학적 특성조사에 임함. 

1) FT - IR, Raman, RGA 3-1절에 사용한 방식에 의함. 
2) Spin coating 

스핀코팅 이란 고분자를 유기용매에 용해하여 고분자 용액을 만든 후에 기판에 가 

한 후 이를 회전시켜 용매를 휘발시켜 기판에 앓은 박을 도포하는 과정을 의미함. 

경우에 따라서는 회전하는 기판 위에 용액을 가하여 박막을 만들기도 하며， 이런 

유기고분자 박막을 제조하는 장치를 Spin Coater라 함. 박막의 두께와 직경은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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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자용액의 점도， 회전가속도， 회전속도 등에 의하여 좌우되며， 막 생성과 두께 

결정에 대한 이론적 배경은 다음과 같음.[;30-32] 

가) 스핀코팅시 중요한 흐름효과 

기본 가정은 원심력과 유체의 점성력 (viscous force) 이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 막 

이 생성된다는 것엄. 이 가정은 가속할 때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기본식은 다음과 

같음 

a2v 2 
-η a강 =pω r (25) 

여기서， z와 r은 기판의 회전축과 일치하는 원기둥좌표상 수치이며， v는 방사상 방 

향의 유체속도임. 또한 p 는 유체밀도， ω 는 회전속도(rad/s) 이며， 낀 는 pOlse단위의 

점도임. 적절한 흐름 및 속도 경계조건 하에서 막이 처음부터 균일하다고 가정하면 

막의 두께 h(t)는 다음과 같은 시간의 함수로 주어짐 . 

새
 -빼
 

J 
= + --’n (26) 

여기서， ho는 시간이 0인 점에서의 막 두께이고， K는 시스램 상수임. 

K 
(27) 

위의 식은 K가 상수일 때만 적용되지만 용액을 회전시켜 도포할 때 K값은 항상 일 

정하지는 않음. 또한 점도와 밀도 모두 용매가 휘발하면 증가하므로 위의 식을 적 

용할 때는 이점을 고려하여야 함. 용매의 휘발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 단계에서 앓 

아지는 속도는 다음과 정의할 수 。1 ..2.
λ>'0. 

dh "rT7 3 ~:~ =- 2Kh J 

dt 
(28) 

용매의 휘발이 많이 일어나는 단계에서는 회전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한 휘발 

이 일정하다는 단순한 가정을 도입하여 막의 두께를 예측하는 방법이 제안됨. 

dh "rT7 3 ~:~ = - 2Kh J - e 
dt 

(29) 

여기서， e는 휘발속도임 (mVs!cm2). 또한 초기단계에는 유체의 흐름이 주로 일어나 

고 나중에는 휘발이 주로 일어난다고 가정하고， 휘발속도와 점성흐름 비율이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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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조건에서 전이가 일어난다고 설정하면， 최종 도포두께 (hf)는 다음과 같이 표시 

됨. 

hf= co{ 2(1 fco)K }l/3 (30) 

여기서， CO는 용액에서 고체 농도임. 

연구결과 휘발속도는 전체 기판에 대하여 일정하고 이는 회전속도에 의존한다는 

사실이 밝혀짐. 

e= of깅 (31) 

여기서， C는 상수이고 실험조건에 따라 변함. 그러나 위의 식은 용액 도포시 고려하 

여 할 중요한 사항을 무시한 식임. 휘발과정은 최종의 도포 두께가 어떻게 되는지 

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과정임. 휘발은 표면의 위에서부터 일어나며 경우에 따 

라서는 용액의 극히 일부만이 휘발하는 경우도 있음. 따라서 스핀도포시 도포용액 

의 표면 층에 비휘발성 성분이 풍부하게 되어 표면층의 휘발속도를 느리게 하며， 

휘발과 용액의 흐름 두 과정 모두 막형성에 영향을 줌. 

나) 스핀코팅 과정 

스핀코팅에는 4개의 과정이 있으며， 첫째 과정은 혜이퍼나 다른 기판위에 코팅하 

고자 하는 액체를 도입하는 과정임. 이 과정에서 코팅 용액을 붓거나 분사하는 노 

즐을 사용하며， 통상적으로 원하는 두께의 막보다 많은 양의 용액을 사용함. 또한 

막에 결함을 줄 수 있는 입자를 제거하기 위하여 미크론 이하씌 펼터를 사용하여 
여과함. 또 한가지 중요한 사항은 결함방지를 위해 도포과정에서 용액으로 기판을 

완전히 적셔주는 것이 중요함. 

두 번째 과정은 기판을 회전시켜 최종의 원하는 속도까지 가속하는 과정이 되며 ， 

이 과정에서 회전운동으로 인하여 웨이퍼 표면으로부터 액체가 튀어나가게 됨. 용 

액 주입시 웨이퍼 표면에 용액이 불균일하게 도포되어 있기 때문에 나선모양의 소 

용돌이가 생기며， 이런 현상은 기판이 더 빨리 회전함에 따라 용액 상층부의 관성 

에 의하여 뒤틀리는 운동에 기인함. 액체의 두께가 충분히 앓아지면 워l 이퍼와 같이 

회전하게 됨 . 

세 번째는 기판이 일정속도로 회전할 때 액체의 점성으로 도포된 액상의 막이 앓 

아지게 되는 과정이며 네 번째 과정은 용매의 휘발로 막이 앓아지는 단계임. 세 번 

째와 네 번째 단계는 대개 동시에 일어나는 과정이지만 점성이 있는 액체의 흐름이 

용매의 휘발보다 먼저 일어남. 

다) 스핀코팅시 발생하는 결함 

스핀 코팅시 발생하는 결함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지만 일반적인 결함은 아래와 

1 ’ 
4 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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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9.. 
1드 o. 

(1) 백화현상 

막 생성 후에 막이 뿌떻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현상을 백화(blushing) c} 함. 

이런 현상은 고분자 용액 중에 수분의 함량이 많은 경우 회전에 의해 용매가 휘발 

되면서 냉각되어 용액중의 수분이 응축되어 막이 뿌떻게 되거나， 다습한 경우 막과 

접촉하고 있는 공기가 이슬점 이하로 냉각되고 공기 중에 있는 습기가 막에 응축되 

어 생김.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스핀코팅시 용매중의 수분을 제거하고 기기 주변 

의 습도를 조절하거나， 서서히 휘발하는 용매를 첨가하여 방지 할 수 있음. 반면 습 

도가 너무 낮으면 용매에 따라 생성된 막이 부서지기 쉬운 상태가 되기도 함. 

(2) 막의 불균일성 

막생성 후에 막의 두께가 균일하지 않은 경우임. 막이 생성되면서 용매가 고분자 

로부터 제거되기 때문에 고분자용액은 점점 점도가 높아지게 되는데 이런 현상은 

형성되는 막의 끝 부분에서 특히 심함. 회전하는 기판에 있는 고분자용백은 회전하 

는 기판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에 비례해서 더 큰 가속도를 가지고 회전하게 되며， 

기판의 속도가 커질수록 더 큰 힘이 고분자에 가해지게 됨. 이런 원인으로 발생하 

는 박막의 두께차이는 휘발속도를 조절하거나 막 생성 후에 열처리를 통하여 제어 
할 { 이 。T λj， p. 

(3) 혜성형 결함 

이는 비교적 큰 업자가 회전하고 있는 워1 이퍼 위에 있는 용액의 정상적인 흐름을 

방해했을 때 생성되고 가속될 때를 제외하고는 용액의 흐름은 완만하며 방사상 형 

태임. 이런 결함은 용액을 여과하고 청결한 환경에서 도포 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 
。

O. 

(4) 줄 결함 

이 결함은 막 도포시 두께 변화가 방사상으로 나타나서 생긴 결함이며， 통상적으 

로 이런 결함은 50- 200 미크론 범위에서 완만한 두께 변화를 가지는 선 모양으로 

나타남. 이런 줄 결함의 방향은 액체 흐름에 수직한 방향을 가지며 이는 용매의 휘 

발로 인한 표면장력 차이 때문에 일어난다고 추정됨. 좀 더 휘발성이 강한 용매가 

먼저 휘발되고 나면 표면 층에 휘발성이 작은 용매가 풍부해지고， 만약 이 층의 표 

면 장력이 최초의 용액(혹은 표면층이 아닌 깊이 있는 층)보다 크다면 표면장력이 

큰 부분이 일정한 간격으로 물질을 잡아 당겨 그 사이에 있는 공간에서는 더 쉽게 

휘발될 수 있음. 

(4) 척마크 결함 

이런 패턴은 웨이퍼 위의 용액과 혜이퍼 뒷면에 있는 금속의 진공척과의 열교류 

에 의하여 생기므로 기판재의 열적 전도성이 결함정도에 깊이 관련됨. 

(5) 환경적 영향 청정실이 아닌 환경에서 도포를 하면 주위 환경이 막의 질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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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주며 ， 특히 중요한 변수가 주변환경의 습도임. 습도를 적절히 조절하면 양질의 

도포된 막을 얻을 수 있는 반면， 습도를 잘못 조절하면 도포된 막이 거칠어지거나 

도포시 줄결함이 심해지고 도포 후 건조과정에서 막에 미세한 금이 가는 경우가 발 

생함. 

(6) 웨이퍼 주변 영향 

기판의 가장자리는 항상 관심의 대상이 되며 이는 가장자리가 좀 더 균일하게 유 

지된다면 수율변에서 유리해 지기 때문임. 그러나 가장자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 우선 표면장력 때문에 용액이 웨이퍼로부터 방사상으로 분리되는 것 

을 어렵게 하며， 작은 방울 모양의 액체가 가장자리에 붙게 되어 가장자리가 두껍 

게 도포됨 . 기판이 원형이 아닌 경우에는 모서리 부분에서 공기의 흐름이 방해를 

받게 되고 가장자리에는 불균일 막이 형성됨. 

라) 기판의 종류와 하드 베이킹 

박막을 만들 때 기판을 고정하는 지지판은 기판의 형태에 따라 원형， 정사각형 ， 

직사각형으로 가공 사용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회전속도가 4000rpm 이하일 때 

알루미늄을， 이보다 높은 회전속도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티타늄금속을 사용함. 기판 

은 목적에 따라 실리콘 웨이퍼， 유리판， 수정판 등을 사용하며 이들 표면의 상태에 

따라 형성되는 막의 질이 결정됨. 

스핀코팅으로 만든 박막에는 미량이지만 용매가 잔류하며 이를 완전히 제거하는 

방법을 하드 베이킹 (hard baking )이라 함. 방법상으로는 오븐이나 핫 플레이트에서 

일정시간 가열한 후에 데시케이터에서 냉각하는 방법과 상온에서 일정시간 방치하 

여 자연 건조를 시키는 방법이 있음. 

마) Spin caoter의 제 작 

본 실험에 적합한 박막을 제조하기 위하여 그림 13과 같은 스핀코터를 제작하였 

다. 아래의 그림에서와 같이 스핀코터는 기판과 이를 지지하는 지지판을 회전시킬 

수 있는 모터와 이를 조절할 수 있는 드라이버 및 조그로 구성되어 있음. 사용한 

서 보모터 의 정 격 회 전속도는 3,OOOrpm, 최 대 회 전속도는 5,000 rpm이 고， 드라이 브와 

여기에 연결된 조그(jog)를 사용하여 가속 및 감속 회전가속도와 회전속도를 조절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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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Schematic diagram of spin coater. 

바)PMMA의 분자량 측정용 박막 제조 

바로 이어서 언급되는 바와 같이 이온빔주입에 의한 PMMA의 분자량변화를 측 

정 하 기 위 해 MALDI-TOF(Matrix Assisted Laser Desorption Ionization- Time of 

Flight)라는 분석장비를 이용하였으며， 이 실험에 적합한 PMMA 박막을 제조함. 

측정시료 제조 전에 분자량 분포가 광범위한 PMMA(평균 분자량 15，000)를 이용 

한 예비실험을 통해 막형성에 필요한 여러 조건을 결정함. 여기에는 PMMA의 농 

도， 온도， 습도， 스핀코팅의 회전수， 가속도 및 양질의 막형성에 필요한 최소의 용액 

부피 등이 포함되며 이를 위하여 분위기 온도를 250C로 하고 습도를 45 %로 유지 

하며 실리콘 왜이퍼 위에 박막을 제조함. 여섯 가지 농도의 PMMA/ CHCb 용액을 

제조하고 가속시간， 회전수， 사용용액 부피를 다르게 하였으며 ， 우선 육안으로 막의 

상태를 점겸한 다음 알파스템으로 막의 두께를 측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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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able 8. Status of final films for each spin coating con 

PMMNCHCb 
가속 회전 용액 육안검사 

두께 

용액， (%w/w) 
rpm 시간， 시간， 사용양， 막 도포 

(μm) 
비고 

(ms) (s) (mL) 상태 여부 

400 9000 30 1 양호 걷 님r 그 ‘E1TF 용액부족 

9.0 900 9000 30 양호 : 님를 그 ‘fLT 용액부족 

900 9000 30 2 양호 양호 2.60 
1800 400 30 양호 양호 2.35 

8.9 
양호 양호 2500 1000 30 1 1.67 

400 9000 30 2 양호 양호 1.25 
5.1 

양호 양호 2500 1000 30 1 0.82 
4.4 900 9000 30 2 불량 양호 농도 물음 

400 9000 30 2 불균일 양호 농도 붉음 
3.1 

300 9000 30 2 불균일 양호 농도 움음 

700 6000 30 1.5 양호 양호 

18 500 6000 30 2 양호 양호 
건조후 

금이감 
500 6000 30 2.5 양호 양호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4인치 워1 이퍼 위에 양질의 박막을 제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의 용액부피는 2 rnL이며， 농도는 9 % 정도가 적당하고 회전수는 
900-2500 rpm, 가속시 간은 400-9000 ms가 적 당함을 알 수 있음. 도포시 2 rnL보다 

작은 양을 사용하면 4인치 웨이퍼를 완전히 덮지 못하며 농도가 너무 붉으면 박막 

의 상태가 불량해 짐을 알 수 있었고， 농도와 도포량이 적당하면 회전수와 가속도 

는 막의 상태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으며 단지 박막의 두께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 

을 알 수 있었음. 

실제 MALDI실험용 박막을 제조하기 위해서 분자량이 6，000인 PMMA를 사용함. 

주입한 이온빔이 PMMA전부를 개질 시킬 수 있을 정도로 막이 충분히 앓아야 하 

므로 7 %의 CHCh 용액을 제조하고 4인치 웨이퍼에 2 rnL를 도포 한 다음 3500 

rpm으로 회전함. 막의 상태는 대체로 양호하였으나 알파스랩 측정결과 중앙부분이 

9030 Å , 가장자리 부분이 9700 Å으로 다소 불균일한 두께분포를 보임 . 

3) MWD(molecular weight distribution) 측정 

가) 이온조사에 의해 변화된 고분자의 분자량 분포， MWD(molecular weight 

distribution)을 측정 하는 방법 으로는 주로 GPC (Gel Permeation Chromatography) 

가 이용됨. GPC는 간접적으로 MWD를 측정하는 방법이며 ， 본 연구에서는 

MALDI- TOF 방법을 이용하여 고분자의 질량을 직접 측정함. 

나) MALDI- TOF 측정 볍 

질량분석에는 시료의 이온화 과정이 필수적이며， MALDI는 peptides, prot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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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ymers , dendrimers 그리고 fullerenes와 같이 분자가 큰 물질을 이온화시키는 방 

법임. 이러한 물질의 경우 분자량이 매우 크므로 쉽게 기체상태로 만들기 어려우며 

다른 방법으로는 분자의 크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온화 시키기가 곤란함. 

MALDI 측정과정은 다음과 같음. 

(1) 조사시 키 는 레 이 저 광의 흡수도가 큰 matrix 물질을 시 료와 혼합함. Matrix가 

레이저광에 대한 발색단(chromophore)을 갖고 있으며， matrix가 과량으로 들어 있 

어 레이저를 대부분 흡수하여 화학적으로 시료를 이옹화시킴. 또한 matrix가 시료 

를 주위의 다른 화학물질들과 격리시켜 쪼개짐 (fragmentation) 없이 이온화가 가능 

하게 함. 

(2) 펄스 레이저를 시료 위에 집속시켜서 시료와 matrix를 가스상태로 만듬. 

(3) 고전압을 이용하여 이온을 가속， 비행관(flight tube) 에 입사하며， 이 관 내부에 

서 질량 분리가 일어남 

(4) 비행관 끝에 도달하는 이온을 검출하여 비행시간을 기 록함 사용되는 시 료의 

분자량이 매우 커서 일반적인 Quadrupole 질량분석기로는 분석이 곤란하므로 TOF 

를 주로 사용함. 

(5 ) 그램 14는 MALDI 장비의 개요도를 보여주고 있음. 본 연구에서는 기초과학지 

원연구소의 Kratos Kompact MALDI II (Kratos , England)를 이용하였으며， 사양은 

다음과 같음. 

o 질 량범 위 : 50- 2000,000 amu 

O 질량분해능: 0.1 % (400 at rnIz 12,360) 

O 이 온 화법 : MALDI with N2 Laser (337 nm) 

O 분석관 : 비행시간형 질량분석기 ， 0.65 M linear TOF 

다) 표준시료 제조 

MWD를 측정 하기 위 한 PMMA 시 료로는 Mw = 5514, Mn 5221 , Pd = 1.05인 

단순분산(monodisperse) 표준시 료(Polysciences ， Inc. USA)를 사용함. 앞에 서 언급 

한대로 실리콘 워1 이퍼 위에 7,000 Å두께의 박막을 spin coating한 다음 이 시료에 

각각 7x1Ol2, 1.5x1014, 3x1Ol4 ions/CI112의 양성 자를 조사시 킴 . 

라) MALDI 측정을 위한 시료전처리 

PMMA를 acetone에 녹여서 1x10-14 M로 만들고 0.2 M matrix acetone 

solution(2 ,5- Dihydroxybenzoic acid {DHB })과 부피 비 를 1 :5로 하여 혼합함. 

Cesium iodide를 에탄올에 녹인 포화용액을 과량 첨가한 다음， 2 ml 시료를 시료 

홀더에 담고 건조시킴 . [33] 

4) Compaction 측정 

고분자 물질에 이온빔을 조사시키면 표면에서 부피 변화가 일어나게 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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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A schematic diagram of MALDI- TOF 

PMMA의 경우 조사시킨 표면에 함몰이 일어남. 함몰 정도는 ].lm 두께로 일어나므 

로 이러한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수 A의 깊이 분해능을 갖는 surface profiler 

가 요구됨. 본 연구를 위해 KRISS의 Alpha- Step 300 surface profiler (Tencor사)를 

이용함. 이 기기는 각종 박막의 두께 및 거칠기 측정에 주로 이용되며， 측정 가능 

범위가 100 A -160 ].lm , 분해능은 5 A 임. 

나. 평판형 waveguide의 광학특성조사 

1) 유효굴절률 측정 

모드별 유효굴절률은 인하대학교 물리학과의 Dark 'm- lines ’ Spectroscopy시스템 

을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 측정시스랩의 개념도는 그럼 15와 같음. 광원으로는 

He-Ne레이저를 (파장: 633 nm) 이용하였으며， coupling 프리즘의 굴절률은 1.738이 

었음. 레이저광은 편광기를 거쳐 TE, TM 모드가 선택되며， 집속렌즈를 거쳐 프리 

즘에 입사됨. 프리즘에 의해 coupling된 빚은 waveguide에 입사되며 ， 모드정합 

(mode matching) 이 되는 빚은 waveguide를 통해 전파되고 나머지 빚은 프리즘을 

거쳐 반사됨 . 시편이 장착된 홀더를 회전시키므로서， 즉 프리즘 입사각을 변화하므 

로서 모드선택이 가능하며， 반사된 빛을 입체각이 작은 검출기 또는 스크린으로서 

측정 하여 반사각에 따른 dark band를 얻음. 

이 러 한 ‘m- line' 방법 을 이 용한 유효굴절률의 측정 정 밀도는 약 2x lO-3 정 도 
임 . [34J 앞의 광학일반론에서 전술한대로 본 실험에서 제조된 광소자의 경우 역 

WKB (Wentzel- Kramers- Brillouin) 근사를 이용한 굴절률 분포산정이 불가능하므 

로 본 실험은 단지 유효굴절률의 측정에 활용함. 

2) 굴 절 률 depth profiling 

가) 스핀코팅에 의한 시료준비 

(1) 이온빔에 의하여 개질 된 PMMA 박막의 굴절률 변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1000 

A이하의 두께를 가지는 박막이 요구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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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Experimental dark ’m- lines' spectroscopy set- up. 

(2) 일반적인 PMMA의 경우 분자량의 분포가 광범위하여 용해된 후에도 겔 상 입 
자가 다량으로 존재함 겔의 특성상 0.2 μ 크기의 겔 상 입자는 0 .1 μ 필터를 쉽게 

통과하며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매우 복잡하고 긴 여과장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분자량의 분포가 매우 작은 electronic 등급의 PMMA용액을 사용하여 박막 

을 스핀코팅으로 제작함 

(3) 굴절율 측정용 박막에 사용한 PMMA 용액， 웨이퍼 전처리， 및 박막 제조과정 
은 다음과 같으며， 아래의 모든 공정은 청정도가 1000 이하인 청정실에서 수행함 

CD PMMA용액: 분자량 496.000(제조회사 OCG)의 PMMA를 클로로벤젠에 용해 
한 후 1000 Â이하의 박막제조에 적합하게 여과한 용액을 사용. 약 500Â의 막을 

제조하기 위하여 원액과 클로로벤젠을 1:3 의 비율로 희석 

￠ 혜이퍼 전처리: 실리콘 웨이퍼의 경우 대개 공기중의 산소와 반응하여 약 50 

A 두께의 Si02 막을 형성하고 있음.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BOE (buffered 

oxide etcher, HF:H20=1:6)용액에 1 분간 담구었다가 질소 방울로 순환되는 증류 

수(DI)에 3 분간 세척한 후 질소 분위기에서 스핀 건조하여 사용함. 

@ 스핀코팅: 위의 공정으로 세척한 3 인치 왜이퍼 위에 0.1 μm의 일회용 여과 

기를 통과시킨 용액을 가한 후， 1000 rpm으로 60 초간 회전하여 박막을 제조. 

@ 하드베이킹: 1800C의 오븐에서 10 분간 가열 잔류 휘발성용매를 제거함. 

@ 제조한 PMMA박막 두께는 나노스팩을 사용하여 두께를 결정하였으며， 박막 

의 다섯 부분을 측정해 본 결과 두께가 491 :t 1Â로 매우 균일함을 확인함. 

나) 실험조건 및 이온주입 

(1) 앞 절에서 설명한대로 mode ang le을 측정함으로써， 유효굴절률과 굴절률의 깊 

잉
 ω 



이방향 분포를 알 수 있으나， 이 경우 depth profile의 모양을 어느 정도 예측해야 

하며， 계산도 복잡함. 특히 본 연구와 같이 PMMA에 이온을 주사하여 waveguide 

를 형성하는 경우， 석영 등의 경우와는 반대로 이온이 주사된 곳의 굴절률이 증가 

하므로， 기존의 계산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수정 이 필요함. 

(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 Brunnerl35] 등이 사용한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350 keV의 수소이온을 PMMA에 주입하였을 때의 굴절률의 깊이방향분포를 얻었 

(가) 500 Å 정도의 동일한 두께를 갖는 PMMA 막을， 앞에서 설명한 스핀코팅을 

이용하여 Si wafer 위에 입힌 시료를 8 장 준비함. 

(나) 350 keV의 수소이온이 PMMA에 주입되어 정지하기까지， 8 단계의 깊이별 

에너지 변화를 시율레이션을 통해 구하여 결정함. 

(다) 가속에너지를 달리 하고 7.6 μm 두께의 Kapton film을 통과시킴으로서 모 

사결과와 같은 에너지로 가속된 수소이온을 준비한 각각의 시료에 주입함. 

(라) 주입량은 공히 약 6 X 1014 ion!cm2 이었으며 준비된 각 시료의 633 nm 빛에 

대 한 평 균굴절률을 ellipsometry를 이 용하여 측정 함. 

(3) PMMA 시료의 깊이별 수소이온 에너지의 시율레이션 결과 및 그에 대응하는 

실제 이온주입조건을 표 9에 정리하였으며 수소이온의 일정깊이 도달확률은 시율 

레이션 조건과 실험조건을 비교했을 때， 깊은 곳일수록 많이 차이가 나므로， 주입이 

온의 양을 조절하여 보정하였음. 

3) 광흡수도 측정 

(1) 흡수도를 측정하는 방법에는 프리즘을 하나만 사용하는 방법 [36，37] ， 두 개 사 

용하는 방법 [38 40J 세 개 사용하는 방법 [4이 등이 있음. 

(2) 이 중 2개 의 프리 즘을 사용하는 two- prism method가 가장 널 리 사용되 고 있 

으나， 프리즘을 이동시키면서 측정하게 되므로 프리즘과 시편간의 coupling 

efficiency의 변화가 문제됨. 

(3) 본 연구에서 는 two- prism method의 단점을 보완한 three- prism method 를 이 

용하여 광흡수도를 측정함. 주문 제작한 직각프리즘(5mmx5mmx5mm， 90-45-45)의 

재질은 FD- 60, 굴절률은 633 nm에서 1 .79885이며 ， 二l 럼 16에 측정시스템을 보이고 
01 .9... 
Mp. 

(4) 임의의 점 x에서의 빛의 세기 1(x)는 다음 식으로 주어짐 

l(x) = 1010 - xa/ lO 

α (dB/cm) = 몫 log 1O(￥) 

여 기 서 , 10 : initial power, I(x) transmitted power at x C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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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attenuation factor (dB!cm) , Q 

나타내지 식으로 다음 '-'-빛의 세기 I ’2 계측되는 16의 첫 번째 검출기에 그럼 (5) 

(33) 12 1 2 < 1 2 = 12(x) r , 

며， 

프리즘의 위치까 프 리 즘 의 coupling efficiency, 12는 두 번 째 

첫 번째 검출기에 계측되는 빛의 세기임 

번째 I二

T y 는 여기서， 

지 투과된 빛의 세기， 1 ’ 2는 

Table 9. Implantation conditions for refractive index depth profiling. 
Simulation was performed using TRIM code for 1000 hydrogen ions 
having 350 keV energy implanted in PMMA. Hydrogen ion accelerated 
to 350 keV has the range of about 4 μ m in PMMA. To make same 
energy conditions of ions as them at corresponding depths in PMMA, a 
Kapton film of which thickness is 7.6 μ m was used. 
E s simulated hydrogen energy, (J Es standard deviation of E s, Ei 

incident hydrogen energy, Et the hydrogen energy after penetratíng 
the Kapton film, σ Et standard deviation of Et. 

PMMA depth 
1.0 2.0 3.0 3.3 3.6 3.8 4.0 4.2 

(μm) 

E s (keV) 280.6 201.9 105.2 72.8 41.2 23.1 9.1 1.6 

σ Es (keV) 4.3 5.1 7.5 7.8 7.6 6.4 4.8 1.9 

reached ions 
1000 1000 1000 996 995 991 965 447 

in PMMA 

Ei (keV) 740 700 654 642 628 618 610 594 

El (keV) 281.8 205.1 105.6 73.8 41.9 23.3 10.4 1.7 

(j El (keV) 14.5 13.9 17.6 18.7 15.2 12.8 9.2 3.1 

passed ions 
1000 1000 998 996 995 980 895 177 

through Kapton 

y 가 프리즘을 이동시키면 

보정함. 

번째 

방법으로 

y 를 알아야 하나， 두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6) 투과율을 알기 위해서는 

변하므로， 세 번째 프리즘을 

(34) I 2 = 12(x) [1 - I 3 / h] 

제거 。
一E 즈

 디 팩
 

번째 빛의 세기 (두 투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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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즘의 위치까지 세 번째 여기서， 13는 



한 채로 측정)， 1' 3는 두 번째 검출기에 계측되는 빛의 세기임. 

Fixed 
Laser prism 

Detector Detector 
2 

Fig. 16. Arrangement of the three- prism method for loss measurement. 

(7) 1 mm 두께의 PMMA 판에 350 keV 로 가속된 수소 이온을 2 × 1014, 6 × 1014, 

10 X 1014 ionlcm2 주입한 다음 광손실을 측정함. 

4) 투과광 profile 

(l) Waveguide를 통과한 빛은 mode matching된 빛만이 존재하여 mode angle에 

따라 몇 개 의 탈출각 만이 가능하므로， waveguide를 통과하여 나오는 빛 을 screen 

에 비추어 보면 일정한 패턴이 존재함. (그 펌 17 참조) 

(2) 투과광을 관측하기 위해， 2mm의 PMMA 평판시료의 측면을 다음과 같이 연마 

하여 waveguide 표변 에 서 의 산란을 극소화함. 

(가) 100 #, 220 #, 600 #, 1000 #의 사포로 표면처 리 , 

s- F~~빽t숱끓 
Fig. 17. Illustration of guided light pattem on screen. 

(나) 2400 #의 사포로 약 30 분간 습식 연마함. 

(다) 0.25 μm 의 다이아몬드 연마제를 이용하여 20 분간 최종 연마함. 

(3) 준비된 세 개의 시료에 350 keV 수소이온을 2 X 1014, 6 X 1014, 10 X 1014 

10ψcm2 주입하여， 약 4 μm 위치에 두께 1 μm 가량의 평판형 (planar) waveguide 

를 제작함. 

(4) 준비된 시료에 Raman Spectrometry 장치를 이용하여 4 μm정도의 크기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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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레이저 빔을 입사시키고， 투과광의 profile을 렌즈를 통해 확대한 후， CCD로 관 

측함. 

(5) 금년도에는 시료 준비 및 측정장비의 세팅이 완료되었으며， 시험 측정을 수행 
하였으나， 수 μm의 빛이 역시 수 μm 범위의 위치에 정확히 입사되었는지를 확인 

하는데 실패하였음. 따라서 보다 정밀한 측정을 익년도에 수행하기로 함. 

다. 매입형 waveguide 구조형성 및 특성조사 

1) Waveguide의 응용분야로는 광스위치， 광신호의 분기회로， 간섭계 (inter 

ferometer) 등 범위가 다양하며， 이러한 소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리소그래피 

(lithography)에 의한 마스크 제작이 필수적임. 

2) 마스크의 설계 

가) 본 연구에서는 1 차로 선폭 7 μm의 직선， 선폭 7 μm의 Y형 분기회로， 선 

폭 7 μm의 Mach - Zehnder 간섭계， 그리고 본 연구소의 이니셜 (KIGAM)을 설계 

하였음. 

나) 도면은 단일 layer로 구성하였고 모든 선은 이어져서 단일 개체 (object)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polyline 명령을 이용하여 작성함. 마스크의 전체 크기는 5 mm 

X2.5 mm 이며 ， 여기에 4 개의 회로를 균일하게 배치함. 

다) 마스크의 모양을 J 힘 18에 나타내 었으며， 연구소 로고는 나머지 회로에 대 

해 20 배로 확대한 크기임 . 

라) Mach - Zehnder 및 Y 분기회로의 경우 굴절되는 곳에서도 전반사가 일어나 

야 하며 ， :"J. 띔 19와 같은 경우를 생각하면 분기각 Q 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켜야 함. 

a < ()o - θc ， () c : critical angle (35) 

이 때 ， 입사각 8a는 다음과 같이 주어짐. 

()a = sin - l[깡 cos ()o] (36) 

마) 본 연구에서는 기판인 PMMA의 굴절률 1.49, waveguide 층의 평균 굴절률 

1.52 를 고려하여 분기각을 α=5。 로 설계하였으며， 이 때 빛의 입사각은 

8a < 7.6。 의 조건을 만족시키면 됨. 

3) 마스크의 제작 
본 연구에서는 마스크의 설계만 이루어졌으며 ， 위에서 언급한 waveguide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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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익년도에 수행하기로 함. 금년에는 우선 직경 0.7 mm의 두 개의 퉁근 핀을 

간이마스크로 이용하고 350 keV의 수소이온을 주입하여 직선 waveguide를 제작하 

여 특성조사를 수행함. 

~ " K 11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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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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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L1 

Fig. 18. Mask patterns for waveguide and lighography. From the top, 
straight waveguide, Y - branch wavegudie, Mach- Zehnder interferometer, 
and the initial of KlGAM. 

-n ” 

n2 
no 

e a '1 =-.:::-=== 

Fig. 19. Definitions of symbols used in branching angle calc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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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온빔 리소그래피를 이용한 초미세구조 제조기술 개발 

가.PMMA의 이온빔 조사효과 및 최적현상조건 

본 연구에서는 S chrempel [3] 등이 적용한 이온빔 조사효과 및 현상조건을 이용 

하였으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1) 이온빔조사효과 

가) 수축에 의한 부피변화 

(1) PMMA 주사슬 절단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곁가지 절단에 의해 휘발성 파쇄물 

이 배출되며 이러한 반응에 의한 이온빔 개질 표면층의 수축정도를 J댐 20(a)에 

보이고 있음. 이온주입에 따른 부피감소 6Vαr는 선량 Nr= 1x1013 ionslcm2 일 때 

0.14 %, Nr=9x lO13 ionslcm2 일 때 1.85 % 임 . 또한 부피 감소 정 도는 1x1013 

ionslcm2<Nr<lx1014 ionslcm2 범위내에서 일차적으로 비례하며， 이는 주사슬 절단 
이 입사션량에 비례함을 의미함. 

(2) 주입 이온의 종류 및 에너지가 다양하므로 이온화효과를 일반화하기 위해 Nr 
에 저지능을 곱한 값 Er(kJlcm3)을 변수로 하여 그램 20(b)에 부피변화를 나타냄. 

1.0 MeV He+ 이온에 대한 값은 300 keV N+이옹의 경우와 잘 일치하나， 1.8 MeV 
H+의 경우와는 별도의 경향을 보엄. 이는 He+ 및 N+의 경우 최대 에너지 손실점이 

표면 가까이(1.4 ].lm 및 표면)에 위치하고 있어 생성가스의 배출이 용이하나， H+의 

경우 최대 에너지손실점이 비정 (52 ].lm)에 해당되어 가스방출이 용이하지 않음. 이 

로서 H+의 경우 생성가스가 내부에 축적되어 내부응력을 형성하고 부풀음 

(swelling) 효과를 일으킴 . 

나)임 계선량 

(1) 임계선량kritical dose)이란 그 이상의 선량에서는 부풀음 및 균열이 발생하는 

선량으로서， 엄계선량 이상에서는 형성된 가스방울들이 사슬절단에 기여함. 표 10에 

1.8 MeV 양성자에 대한 선량률에 따른 엄계선량 N1.c를 보이고 있으며， 선량률의 

증가에 따라 임계선량이 줄어듬을 알 수 있음. 

(2) 5x1010 Icm2s 이하의 선량률이 내부결함으로부터 안전한 영역으로 알려져 있으 
며， 1x1014 Icm2s 정도의 고선량률에서는 큰 방울들이 형성되어 시편전체가 기포상 

(foamed) 구조로 변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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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0. Lowering of the specimen surface due to 1.8 Me V proton irradiations as 
a function of the incident ion fluence NI (a) , and comparison of the relative 
volume decrease as a function of the integral electronic energy deposition for 
different irradiations (b ). The numbers in (a) give the relative volume decrease 
6 V /V (rel. %). 

resulted critical electronic 
rates JI for the irradiation 

Table 10. Critical doses NI.c and the 
energy deposition EI.C for four dose 
of PMMA with 1.8 MeV H ions. 

Critical electronic energy 
deposition EI.C<kJ cm -3) 

Critical ion dose 
NI.c(cm-2) 

Dose rate JI 
(cm-2s-1) 

13.5 

12.2 
10.8 
9.5 

1x1014 

9x1013 

8x1013 

7x1013 

5.0x lO lU 

1.2x1011 

2.4x lO11 

4.0x1011 

ι
 
% 



2) 현상 

가) 깊이에 따른 현상율의 변화 

그림 21 은 1.8 MeV H+와 1.8 MeV He+이온을 각각 7x1013. 1x1013 ions/cm2로 

조사한 시료의 깊이방향의 현상율을 보여 주고 있으며 현상옹도는 각각 25 0C 와 3 

5 0C 엄. 여기서 실선과 점선은 각각 전자 및 핵적 에너지손실을 나타냄. 깊이방향의 

현상율이 이온화에너지손실의 경향과 뚜렷이 부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로서 

핵적 에너지손실은 중합체의 사슬절단에 기여하지 못함을 재확인할 수 있음. 

나) 현상온도에 따른 현상율의 변화 

그럼 22는 현상온도에 따른 현상율의 변화를 보여줌. 22 0C 
일어나지 않으며， 온도증가에 따라 현상율이 증가함을 알 수 

상이 되면 현상속도가 너무 커서 내부 응력의 해소가 억제되므로 

이 형성됨. 따라서 22 0C 와 50 0C 사이의 온도가 적 절함. 

이들 실험자료로부터 에너지흡수량 Er(kJ/cm3) 및 현상온도 TD( OC)로서 현상율 

VD(]lm!h)를 계산할 수 있는 반실험식을 유도함. 

현상이 

이 

균열 

이하에서는 

있음. 그러나 50 0C 

결과적으로 

(37) VD= a' exp(b' 1n E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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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 Comparison of the developing rate VD 

deposition El calculated by TRIM95 for irradiations 
H+ ions (a) and 1xlO13 cm-2 1.8 MeV He+ ions (b) . 
nuclear energy deposition in arbitrary units. 

- 46 -

.:.;.:J.:.:.,,: 

10 
0.0 l=: 

o 



102 

101 

휩 l(f 

e 
‘흐 10" 
。

10-2 

Io-1[F

. 
PMMA GS279 

101 
~[Icm.31 

- ðaaI 
•. - 며뼈l빼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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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a=exp(a 1T D +a2) , b= b1T D +b2 임. 적합계수 al , a2, bl , b2는 중합체와 현 

상액에 따라 달라지며， PMMA와 본 실험에서 사용한 현상액의 경우 al=O.229, 
a2=- 6.072, bl =- O.069, b2=4.8627r 됨 . 
식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상율은 E，b에 비례하며 30 0C 에서 b=2.8로서 에너지흡수 

량에 대한 의 존성이 상당히 큼을 알 수 있고 온도가 증가할수록 이러한 의존성이 

감소함을 그램 22에서 재확인 할 수 있음. 이런 관점에서 볼 때 二l 램 21의 깊이방 

향에 따른 실험적 인 현상율 자료와 E, 값의 변화가 잘 일치하고 있음은 논란의 여 
지가 많은 현상이라 할 수 있음. 

다) 선량율에 따른 현상율의 변화 

임계선량에 미치는 영향은 큰 반면 선량율의 현상속도에 대한 영향은 매우 적으 

며 ， 선량율이 감소함에 따라 현상율은 다소 증가함. 

나. 이온빔조사 및 현상 

:ι 램 23은 일반적 인 P-LIGA의 개념적인 공정도를 보여 주고 있으며， 본 실험 

에서는 일차적으로 이옹빔조사 현상과정까지의 최적공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 

1) 조사조건 

가) 시편 : 

o PMMA판 (Goodfellow Inc. England) , 

O 규격 : 두께 1 mm, 크기 20x20 m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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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온빔 및 shadow 마스크 조건 

(1) 제 1차 이온빔조사 

o 이온빔 에너지 : 1.8 MeV H+, 

O 선 량 및 선 량율 6x1013 ions/ cm2, 5x1010 ionslcm2s 

o shadow mask: 카타날을 이 용 삼각형 마스크 구성 

(2) 제2차 이온빔조사 

O 이옹빔 에너지 : 1.8 MeV He+, 

O 선 량 및 선 량율 1xlO13 ionslcm2, 2x lOlO ionslcm2s 

o shadow mask 100 mesh 밀도의 스텐레스스틸 망 (선굵기 100 \lm) 및 

원형 구멍 마스크 사용 

(3) 제3차 이온빔조사 

O 이옹빔 에너지: 1.8 MeV H+, 

O 선 량 및 선 량율 6x1013 ionslcm2, 5x1010 ionslcm2s 

o shadow mask 250 mesh 밀도의 스텐레스스틸 망 (선굵기 40 \lm) , 

소형 카타날 및 핀 사용 

lon irradiation 

•••••••••• 
Irradiation 

훌훌 ~、양싫영 1m3 ~갱 Mask 

| 鐵 鍵 隨 짧 I PM 

Development πEπIUl 

C미'Au/N i 
Galvanoforming 

Stripping 

Fig. 23. Basic steps of the P - LIGA technique. 

2) 현상과정 
가) 현상액 의 조성 morpholine 20 %, ethanolamine 5 %, diethylglykol

monobutylether 80 %, 증류수 15 % 혼합용액 
나) 현상온도: 30 oc , 연속교반 

- 48 -



혼합 현상 후 diethylglykol- monobutylether 80 %와 증류수 20 % 
수회 세정하여 현상용액의 잔류물을 제거하고， 프로판올에 

공기중에서 건조함. 

다) 세정: 

용액으로 

담갔다가 

3) 구조물의 확인 

가) 일반 광학현미경 이용한 구조조사 

이용한 표면조도 측정 나) AFM (Atomic Force Microscope)을 

SEM을 

논의 

ql 
^ 

미
 

} <결과 처
 근
 

4 제 

기구 표면개질 중합체 다] 

^ 특성조사 화학적 물리， 

후에 방출되는 기체 

ion currents로 나타냄. 

토르 /셔 -, 。

를
 

도
 

센
 농
 

이
님
 이
「
 

주
 
체
 

기
 

가스방출 

24 : Kapton의 경우 이온 

25 시간별로 방출되는 

중합체별 

1) Kapton 

가)그힘 

나)그럼 

가. 

K a p to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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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0 2 

싫
탬p
 [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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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 RGA spectrum of Kapton irradiated with 1 MeV Cl at 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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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6_ First hour RGA of Kapton during 1 Mev Cl irradiation_ 

4 0 30 1 0 

Kapton 

C2H2 

H2의 

이후 

때방 

그럼 26 : 조사 후 처음 1시간에 방출되는 기체를 막대그래프로 나타냄. 

탄화수소계열의 기체보다 CO기체가 많이 방출됨을 알 수 있음. 이 

스펙트럼을 보면 CO의 피크가 매우 크고 H20와 H2 피크가 그 다음이며 C, 

및 C02 피크가 소량 검출됨_ CO의 약 1 %는 C02의 분해에 의함. 초기에는 

생성보다 CO가 많이 생성되며 이런 현상이 6시간 이상 지속되며， 약 2.5시간 

부터는 방출되는 가스의 양이 급속히 감소. 

마) Kapton 고분자에 0.2 MeV He과 0.2 MeV Si의 주입하였을 이온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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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되는 가스를 분석하고 방출되는 메커니즘에 대하여 보고된 바가 있음. [41] 본 실 

험에서 이온빔 주입 후 처음 l 시간동안 방출되는 수소， 탄소， 물， 아세 칠렌， 일산화 

탄소 및 이 산화탄소의 양의 경 향은 Kapton의 고분자에 0.2 MeV의 Si의 이 온빔 을 

주입시 방출되는 가스의 경향과 대체로 일치함. 

바) 보고된 문헌을 근거로 방출되는 가스의 방출기구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음. 

(1) 방출되는 가스는 CO이다. 일산화탄소의 산소는 Kapton의 구조에서 페닐고리 

사이의 산소와 질소를 가지는 이미드(imiclic)고리에 있는 카르보닐그룹에 있는 산소 

임. 두 개의 위치중 일산화탄소의 산소는 주로 이미드 고리에 있는 카르보닐그룹에 

서 방출되는 것으로 판단됨 . 

(2) 이미드 고리에서 일산화탄소가 방출되면서 그램 27에 나타낸 메커니즘에 의해 

질소와 탄소원자가 과량으로 남게되어 탄소-탄소 이중 및 삼중결합과 탄소-질소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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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7. Gas production mechanism of Kapton at 1 MeV Cl ion 
irracl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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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량 

리형 결합이 형성됨 . (3) 수소와 일산화탄소의 형성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음. 

페닐그룹에 있는 탄소-수소 결합이 이온화 과정을 거쳐 자유수소 라디칼이나 이온 

화된 수소가 생기는데 이는 화학적 활성 이 매우 커서 다른 수소 라디칼과 만나서 

수소분자가 되며 이를 탈수소반응(dehydrogenation)이라 함. 일산화탄소는 두 개의 

카르보닐-아미드 결합이 분해되면서 Gibbs 자유에너지가 낮은 일산화탄소가 생성 

되며 이를 아미드화 반웅(amidization)이라 함. 이미드 카르보닐을 잃어버리면 페닐 

그룹이 붙어있는 아미드 라디칼을 형성하고 아미드화로 형성된 아미드 라디칼이 

이온화과정을 하면 O- C=N 라디칼이 생성되는데 이를 isoimidi -zation이라 함. 

C02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질소와 CO를 가지는 4각링에서 카르보닐-아미 드 결합이 

분해되면서 발생한 CO와 -O-C=N의 산소가 결합하여 발생하며， 이를 

decarboxy lation이라 함. 페닐그룹이 분해되 어 생성된 두 개의 CH라디칼이 결합하 

여 안정한 CH프CH화합물을 생성하고 남겨진 불안정한 고리 화합물은 C=N의 질 

소와 결합하여 피리딘을 형성함. 

2) T eflon 

가) 그럼 28 Teflon에 1 Mev Cl 이 온 주업 전과 후 RGA 측정한 가스의 
λ폐 E 러 

나) 그평 29 Teflon에 1 Mev Cl 이온 주입시 

다) 그림 30 : 탄화불소계의 기체만을 바그래프로 

시간별로 방출되는 기체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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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8. RGA spectrum of Kapton irradiated with 1 MeV Cl at 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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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9. Ion current of gases evolving from the surface of Teflon 
during 1 Me V Cl beam ir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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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0. RGA spectrum of Teflon during 1 Me V Cl irradiation. 

라) 스펙트럼을 보면 CF, CF2, CF3의 가스가 주로 방출되며， 위의 3 가지 가스 

모두 이온빔 조사 초기에는 급격 히 증가하다가 약 50 분 정도 지나면서부터 가스 

방출이 급격히 감소함. 문헌에 근거한 방출된 기체의 생성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음. 

테프론 고분자에서 가장 용이하게 생성될 수 있는 안정된 기체는 C2F4, C2F6 및 

임. 이 들 기체의 Gibbs 자유에너지는 각각 - 149, - 301 , - 109 kcaVmol로 C2F2 

딩
 

CF3 



(2 .87)나 CFz ( -45.8)보다 작아 훨씬 안정 적으로 생성 될 수 있음. CF4는 안정되지만 

고분자 가지로부터 더 많은 불소원자를 취해야 하므로 생성이 상대적으로 어려움. 

CzF4와 CZF6는 화학적 활성도가 낮으므로 고분자 표면으로부터 확산， 방출되고， 질 

량분석기로 유입되어 이온화되어 다음과 같이 분해됨. 

CZF4+ • CF+ + CF3 ' , CZF6+ • CF3+ + CF3 ' (39) 

반면에 화학적 활성이 큰 CF+ 와 CF3+는 화학적 결합이 일어 나기 전에 가속되고 

분석되며， 이는 CF와 CF3의 피크가 큰 결과와 일치함. 

3) PMMA 

가) PMMA는 에스테르기 ( -COOCH3)를 가지는 고분자로 단량체는 C갚180Z임 . 이 

온 주입시 주로 방출되 는 기체는 Hz, C, CH4, HzO, CO, CH30H, COz 및 CH3COOH 

이며， 이 들은 주로 PMMA의 에 스테르그룹(-COOCH3)의 분해에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나) 그램 31 : PMMA에 1 MeV Cl 이온주입 전과 후에 방출되는 기체 

다) 그럼 32 PMMA에 1 MeV Cl 이온주입시 시간별로 방출되는 기체량의 변 

화. 

라) 이 고분자의 분해되는 과정은 주입된 에너지에 따라 크게 변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음. 자외선， X 선 혹은 입자빔의 주입으로 결합의 분해가 일어나 분자량이 

감소하고 이중결합의 수가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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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 RGA spectrum of PMMA irradiated with 1 MeV 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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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 RGA spectrum of Kapton during 1 Me V Cl ir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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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이온주입 후 처음 1 시간에 방출되는 기체를 그럼 33에 막대그래프로 나타 

내었으며， 여기서 보면 수소방출이 주가 되고， 일산화탄소， 물， 메탄， 메칠알코올， 탄 

소， 이산화탄소 순서로 방출됨. 약 1 μ m의 두께를 가지는 PMMA에 300 keV의 
He을 주입하였을 때 방출되는 기체를 분석한 결과와 비교해보면 가장 큰 차이점은 

수소기체의 발생이 본 실험에서 많다는 것 이 다. 이 점을 제외하면 처음 1시간에 방 

출되는 기체의 발생 경향은 대체로 일치한다. 

적외선 스펙트럼을 정리하 

C-H 

까、 

구조분석 

1) 폴리스틸 렌 

가) PS의 IR측정 

(1) 폴리스칠 렌 (PS) 필름에 

여 표 11 에 나타냄 .[.4/1:.2] 

(2) PS막에 이온빔을 주입하면 적 외선 스펙트럼 에서 알리파탁과 벤젠고리 의 

결합에 해당하는 피크의 세기가 감소하는데 이 는 PS가 새로운 물질로 변함을 의미 

함. 이온 주입후의 IR 스펙트럼 에 서 주입 전의 스펙트럼을 제거 하면 이온 주입으로 

형성된 물질의 스펙트럼을 얻고 물질의 구조를 예측할 수 있으며， 이 렇게 얻은 

펙트럼을 정 리 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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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킨(RC三 CH)의 C-H 신축진동: 3300 cm-1 

@ 알칸과 벤젠고리의 C-H신축진동: 2800-3100 cm- 1 에서 나타나지만 이는 원래 

의 PS에서 나타난 피크와 비교했을 때 위치와 크기가 다르며， 이 는 원래의 구조가 

파괴되고 새로운 형태로 바뀌었음을 의미함. 

@ 알킨의 C三C 진동: 2150 cm-1 

@ 알렌그룹 1950 cm • l 

(5) C=C그룹 1600 cm-1 

@ trans- 비 닐 렌 (R- CH=CH- R'): 966 cm-1 

@ 비 닐리 딘 (R- (CHz) -R '): 894 cm-1 

@ 비닐그룹(R-CH=CHz): 991 cm-1 

(3) 결론적으로 PS에 이온빔을 주입한 후에 IR스펙트럼을 조사하면 다음과 같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음. 

φ PS의 에칠렌 그룹과 페닐 그룹이 비슷한 비율로 파괴됨. 

@ 알킨그룹이 높은 수율로 생성됨. 

@ 알렌， 비닐， 비닐렌 및 trans 비닐렌 그룹이 생성됨. 

나) PS의 라만 측정 

(1) PS필름에 과량의 이온을 주입하면 탄소가 많은 무정형의 상이 되며， 색깔도 

무색에서 갈색을 거쳐 결국에는 완전히 흑화됨. 

(2) 주입이옹의 에너지와 양을 증가하면 PS의 표면은 점점 더 단단해지고 금속의 

클러 스터처럼 바뀌며 다이아몬드 구조화에 의한 경도증가 가능성을 고려하여 다 

이아몬드， 후연의 라만 스펙트럼과 PS의 라만 스펙트럼을 비교한 연구 결과를 표 

12에 소개함. 본 실험에서는 PS의 막에 400 keV의 탄소이온을 주입 (4x1013 cm-z )하 

여 라만 스펙트럼을 조사함. 

Table 11. IR- spectrum changes of PS before and after ion irradiation. 

폴리 A칠렌 이온주입 전 
이온 주입 후 

(PS) km-1) 

벤젠고리의 
PS막에 이온빔 (50 MGy Sn, 4 . 1x10ι cm-Z)을 주입하였 

C-H 신축 
3083, 3061 , 을 때 여러 개의 기능기에 해당하는 피크의 크기가 감 

진동 
3029 소함. 

1) 얄리파틱 메칠렌 그룹의 C- H 비대칭 신축진동에 해 

벤젠고리의 당하는 2923 cm- 1의 피 크 크기 감소 

C- C 고리 1493, 1450 2) 벤젠고리의 C-H 신축진동인 3025 cm- 1의 피크 세기 

신축진통 감소 
3) 벤젠고리의 in-plane 벤딩모드인 1493 cm- 1의 피크 

CH2 세기 감소 

신축진동 
2923, 2851 4) CH2의 C-H 벤딩과 벤젠고리의 in -plane 벤딩모드인 

1450 cm-1 피크 세기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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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man peaks of modified PS films. 

피크 높이 비율 

(HD/HG) 

피크면적 비 율 

(lD/IG) 

Table 12. 

피크위 치 

1.05 0.61 

0.59 0.54 

이
 
에

-미
 
히
 

때
 뻐-뻐
 m얘
 

즈극 A' 
ξ프 E큰 

다이아몬드 

CVO다 01 아몬드 

1407(0 ) 

1573(G) 

PS 

1.78 0.74 1000- KeV Ar+ 

8x 1Q '8 m-2 

1414(0) 

1561(G) 

PS 

2.02 0.97 1000-KeV Ar+ 

2.7x 1Q '9 m-2 

1414(0 ) 

1559(G) 

PS 

1.63 0.92 1000-KeV Ar 

8x10 '8 m-2 

:' .L 램 :34 나타내었으며， PS의 라만 스펙트럼을 

할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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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니
 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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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표 

34, 35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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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 Raman spectrum of PS before Cl ion irrac:l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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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 Raman peak of pristine PS. 

이옹주입 전 (cm-1) PS 

2920, 2850 CH 신축 CH2에서 

1600- 1590 aromatic C=C- C 신 축 

1460 C- H 벤딩 

1000- 1200 aromatic C- H in plane bending 

750- 790 CH2-rocking 

(4) PS막의 Raman 스펙트럼에서 방향족 C-H결합은 3000 cm-1 이상에서 나타나며 ， 

CH2의 C- H 신축모드는 2920, 2850 cm- 1에서 관측됨. 방향족 탄소( -C=C-C-)의 신 

축모드는 1600- 1590 cm- 1에서 중간정도의 세기를 가지며 ， 1460 cm- 1에서의 세기가 
약한 피크는 C- H 벤딩모드임. 방향족 C- H in-plane 벤딩모드는 1000- 1200 

cm 1 사이에서 관측되며， CH2의 rocking에 의한 피크는 750- 790 cm→1에서 나타남. 

(5) PS 막에 400 keV의 C를 주입 (4x1013 ionslcm2 )한 경우 이온빔 주입전보다 

든 피크의 세기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PS의 페닐고리가 파괴됨을 의미하며 IR의 결 

과와도 일치함. 또한 1350 cm-1 부근의 광범위한 피크는 C-H의 벤딩모드로 해석하 

였으며 2050 cm- 1에서의 새로운 피크는 탄소-탄소 이중결합과 삼중결합으로 해석 

모 

FT- IR 측정가) 일반적으로 C- F 신축진동 

함. 

2) Teflon (polytetrafluoroethylene) 의 

RAMAN 
400 keV C i,!, planted PS 
4x10ι #/cmι 

>‘-” 
ζ
 
@i 

t 
-

||l 

m ?
J 2500 1500 2000 

Wavenumber [cm"j 

1000 

Fig. 35. Raman spectrum of PS after Cl ion ir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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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 FTIR- ATR spectrum of pristine PT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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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 FTIR - A TR spectrum of PTFE after ion ir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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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인하는 흡수피크는 1400- 730 cm- 1에 걸쳐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CF2그룹에기 

인하는 것은 1350- 1120cm- 1의 영역에서 흡수피크를 보임. 

나) 그럼 36, 37에 각각 이온을 주입하기 전， 1 MeV Cl을 조사(4x1015/cm2)한 후 
의 FTIR- ATR 스펙트럼을 나타내었으며， 전반적으로 피크의 세기가 감소하고 완만 

해지는 경향을 보임은 PTFE가 원래의 구조를 잃어버림을 의미함. 

다) 이온 주입 후에 새로운 완만한 피크가 1625, 1732, 2018, 2196 cm • l 에서 나 
타남. 1625 cm-1 피크는 -C=CF2에서의 C- C 신축진동， l732 cm-1은 -CF=CF2에서의 

C- C 신축진동， 그리고 2018과 2196 cm • 1 은 C드C-에서의 C- C 신축진동으로 할 

당함. 이는 이온빔의 주입으로 C- F 결합이 파괴되고 이중， 삼중결합이 생성됨을 의 

미함. 

3) PMMA 

가) 표 14에 문헌상으로 알려진 PMMA 필름의 IR 스펙트럼의 주요피크를 정리 

함. 여기서 CH3그룹의 비대칭 (anti -symmetric) 신축진동과 대칭 신축진동 피크가 

3000- 2800 cm←1에서 나타나고， c=o그룹의 신축진동은 1720cm꺼 1483 cm- 1의 피크 

는 C-H의 벤딩 진동임 . 또한 C-o-C에서 C-o의 신축진동에 기인하는 피크가 

988- 1270 cm- 1에서 관측됨. 

Table 14. IR- spectrum changes of PMMA before and after ion 

irradiation 

PMMA 
이온 주입전 

이온 주입후 (cm-1) 

CH3와 CHz의 
30()()- 2800 1) 이온 주입량이 증가할수록 피크의 크 

CH 신축진동 기가 감소하고 피크가 점점 완만해지는 

C=O의 신축진동 1720 현상이 일어나며， 이 는 PMMA의 구조가 

C-H 벤딩진동 1480-1350 
파괴됨을 의미함. 

2) 이온 주입량을 증가하여 주입하면 IR 
CHrO의 998, A펙 E 럼 에 O- H 결합에 해당하는 영역 
신축진동 1270- 1150 (30()()-3600 cm- 1 )의 피크 세기가 증가함. 

988, 3) 탄소-탄소 이중결합(-C=C-)에 기인하 

C02Cfu 그룹 1240- 1270 는 흡수피 크0640 cm- 1 )가 이 온주입 후에 

1730 관측됨.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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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댐 38에， 

39에 각각 나 

현상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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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IR- ATR 이온빔을 주입하기 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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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8. FTIR- ATR spectrum of pristine PM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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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Kapton의 RBS 측정 

가) 개질된 Kapton의 RBS 스펙트럼을 그탬 40에 나타내었으며， 탄소 턱의 높이 

를 일치시켜 보임. 

나) 이온조사량이 증가할수록 상대적으로 C에 비하여 N과 0의 양이 많이 줄어 

듬을 재확인 할 수 있음. 

2.5 

2 .0 

CI) 
"0 

~ 1.5 
>
m 
>

jE 1 o m 
α 

5 

0.0 

o 

-- prestine 
14 irradiated with CI 1 x1 0 
15 - - irradiated with CI 1 x1 0 

irradiated with CI 4x1 015 

c 

N 
。

、 싼
자
 

~ 
50 100 150 200 250 

Channel 

Fig. 40. RBS spectrum of Kapton with and without Cl irradiation. 

다) Cl의 조사량에 따른 N/C와 O/C의 변화를 그램 41에 그래프로 나타내 었으며， 

조사량이 증가하면 N과 O 모두 C에 비하여 원자 비가 감소함. 특히 N보다는 C의 

감소량이 크게 나타나며， 이것은 CO와 C02의 형태로 산소가 다량 배출되기 때문으 

로 판단됨 . 또한 4x1015 ions/cm2 정 도의 양을 조사하면 N/C와 O/C의 값이 포화되 

어 더 이상의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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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 irradiation. 

1) 그핍 42， 43에 

의 깊이에 따른 경도를 

서의 경도를 나타냄. 

2) Teflon의 경우 개질전의 경도가 0.31 

변화함. PMMA의 경우 개질전의 

ions/ CI112 조사 후 3.9 GPa로 변 화. 

3) 가교현상이 잘 일어나지 않는 Teflon이나 

향상은 일어나지만， 일차년도 자료와 비교할 때 

가 0.35에서 7.1로 증가하는 것과는 대조됨. 

처
。
 

-
즉
 

다. micro-hardness 

1 MeV Cl을 4xlOl5ions/cm2 조사하여 개질된 Teflon과 PMMA 

나타내었으며， 그럼 찌에 조사한 Cl의 양에 따른 

후 4.1 

4x1015 

100nm에 

GPa이 며 , 4x1015 ions/cm2 조사 

경우 경도가 0.30 GPa이며， 

경도 

경도 

조사 후 

Kapton의 

경우에도 

우세한 

PMMA의 

가교반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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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l. Hardness measurement as a function of contact depth 
for Cl irradiated Teflon 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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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 Hardness measurement as a function of contact depth 
for Cl irradiated PMMA 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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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저항 측정결과 

가) 표 15에 표면 저 항 Csheet resistance)과 각 이 온의 

산출한 비 저 항 C volume resistivity)를 보여 주고 있음. 

나) 이온주입에 따른 중합체의 표면저항은 중합체의 구조， 주입이온의 

너지， 선량， 선량률 및 표적의 온도에 따라 민감하게 변함.[43] 

다) 사용된 모든 중합체의 전도성이 이온빔조사에 의해 현저히 증가하며， 그림 

45에서 볼 수 있듯이 특정값에 포화되는 양상을 보임. 선량을 1Ol6 ions/cm2 이상으 

더욱 증가시키면 극대값을 지나 오히려 감소하는 경 향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 

고 있음.[.42] 

라) 본 실험조건에서 폴리이미드의 경우 최대 1018배까지 전도도가 증가하였으 

며 ， 이온빔조사에 따른 전도도 증가특성은 초기 전도도와는 무관한 것으로 들어남. 

마) 개질된 중합체의 전기적특성은 본 실험기간인 6개 월 이상 변화가 없었으며， 
이로서 주변 환경에 매우 안정적임이 밝혀짐 .[44] 

2) 중합체의 비저항변화 경향 및 전도기구 
가) 동일한 조사량에 대해 전도성은 중합체간에 큰 차이를 보이며， 

Polyimide의 경우 여타 중합체에 비해 전도도가 현저히 크게 나타남. 이는 타 

결 과와 일 치 하며 낭2] ， 내 열 성 이 큰 PI 및 PPQ CPolyphenylquinoxaline) 의 경 우 

중합체에 비해 전도도가 현저히 크게 나타남을 보고하고 있음. 이 들 중합체의 

비저항을 두께로 가정해서 

종류， 에 

특성변화 전기적 라. 

특히 

연구 

여타 

일반 

- 66 -

로 



적인 특성은 방향족 또는 이종원자 고리 (heterocycles) 구조를 하고 있으며， 분자구 

조의 강도가 높음. 

나) 광흡수도는 전도도와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추가 조사 

연구가 요구됨 . [27] 

다) Wassennan[45] 에 따르면 이온주입된 중합체에서의 전도기구는 ‘one 

dimens ional variab le-r a nge h opp ing model'로 설명하고 있으며， 이는 이온궤적상의 

conducting is la nd 즉， 전도성 gram이 나 'blob ' 간의 전자 hopping (tunnel)에 따른 

Table 15. S h eet r esistance , bulk r esis tivity and ca1culated conductivities for 

PI, PS , T eflon and PMMA films . 

f\uence 
sheet volume conductivity 

polymer 10n range res1stance res1stlv1ty (11m) (X1014 #/cm2) Ps (Q/[그) P (Qcm) 
O(Q-1cm-l) 

9.5x1012 l.lx109 9.1xl0-JO 

Cl, 1 MeV 1.19 10 6.8xl07 8.1 X 103 1.2x lO-4 

PI 40 1.4x104 1.6 6.3x lO-1 

H. 400 keV 4.60 40 N/ A 
H. 1 MeV 17.8 40 N/ A 

PS Cl, 1 MeV 1.35 40 4.7x105 6.4x 102 1.6xl0-3 

Tef\on Cl, 1 MeV 1.09 
5 8.1x l09 8.8x105 1.1xl0-6 

40 3.0x106 3.2x102 3.1xl0-3 

PMMA Cl, 1 MeV 1.33 
5 4.5x1013 6.0x109 1.7x lO- JO 

40 7.6x105 1. Ox 102 1.0x lO-2 

Table 16 . Bulk r esis tivities of s ome selected pris tine materÌals. 

maten al 
sheet resistance volume resistivity 

Ps (QIO) P (Qcm) 

Polyethylene, PE 1013 1015_ 1018 

Polycarbonate, PC 1015 1014 _ 1016 

Polyester, PET 1013 >1014 

Polyimide, PI 1016 1018 

Polymethylmethacrylate, PMMA 1014 2- 14x1015 

Polypropylene, PP 1013 1016- 1018 

Polystyrene >1016 

Polytetraf\uoroethylene, PTFE 1017 1018_ 1019 

Silver, Ag 1.5x lO-6 

Gold, Au 2.3x lO-6 

Stainless steel 5x lO-5 

I along basal plane 4x lO-5 
Graphite 

8x lO-3 | 머ong hexagonal C-axis 

Germanium, Ge 4.5x101 

Silicon, Si 2.5x105 

Galium Arsenide, GaAs 108 

- 67 -



증가하며 gram간의 

모델에 따르면 비저항 

연구에서도 비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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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현상임 .[42 ，46] 선 량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 gram의 밀도가 

간격 이 줄어 옮으로서 전도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이 해됨 . 이 

의 온도상관성 은 p(T ) = Po. exp (ToIT)1/2로서 T- 1/2에 비 례 하며 , 

항 측정 기구의 보완에 의 한 온도특성 측정 이 요구됨. 

라) 특히 PE, PMMA, PS의 경우 불포화결합(이중결합)의 

의 요인으로 작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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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MMA의 특성변화 조사 및 waveguide제조 타당성 조사 

가.PMMA의 물리， 화학적 특성 변화 조사 

1) FT- lR 및 Raman 스펙트럼 조사 
가) 측정한 FT- lR 스펙트럼과 Raman 스펙트럼을 ;ι 템 46, 47에 각각 보였으며， 

FT-IR 스펙트럼에서 나타나는 주요 피크들은 앞의 표 14에 나타냄. 
나) 이온 주입량을 증가하면 CH3와 에스테르기( -C02CH3) 에 해당하는 피크들의 

세기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완만해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나， 이온 주입량을 
증가했을 때 O- H 결합에 해당하는 영역 (3000-3600 cm - 1) 의 피크는 나타나지 않았 
으며， 탄소-탄소 이중결합( -C=C- )에 기인하는 흡수피크(1640 cm-1) 역시 관측되지 
。L 。→
"동 o. 

다) 이를 자세히 확인하기 위해서 라만 스펙트럼을 조사하였고， 이온주입 전의 

라만 스펙트럼을 조사하여 표 17과 같이 각 피크를 할당함 

Tab1e 17. Raman peaks of PMMA. 

PMMA 이온 주입전 (cm-1 ) 

CH3와 CH2에 서 CH 신 축 2972, 2952, 2894 

C=O의 신축 1726 

C-H 벤딩 1460 

C- O- C 신축 992, 1130- 1248 

CHrrocking 816 

라) PMMA의 Raman과 lR 스펙트럼에서 기능기의 진동모드가 lR 흡수와 

Raman 산란에서 동일하다변 에너지 흡수영역은 정확히 일치함 파수가 3000- 2800 

cm l사이 에 있는 3 개 의 피 크(2972 ， 2952, 2894 cm- 1 )는 CH3와 CH2 의 C- H 신축모 

드에 기인하는 피크이며 중간정도의 세기를 가지는 1726cm- 1는 C=O의 신축모드， 

중간정도 세기의 1460cm - 1는 C- H 벤딩모드로 할당함. 매우 약한 세기의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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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하였으며， 강한 세 신축모드로 C- Q- C 992 cm 1는 약한 세기의 ul 

^ 1190, 1130 

816cm-1 피 크는 CH3의 rocking 모드로 할당함. 

바) 라만 스펙트럼을 조사한 결과도 IR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온 주입량이 

가할수록 피크의 크기가 감소하고 피크가 점점 완만해지는 현상이 일어나며 ， 

PMMA의 구조가 파괴됨을 의미함. 

또한 이온 주입량을 증가하여 주입했을 때 PMMA의 라만 스펙트럼에서 

결합에 해당하는 영역 (3000-3600 cm- 1 )의 피크와 탄소-탄소 이중결합( -C=C-)에 기 

인하는 흡수피크(1640cm- 1 )가 관측되지 않음. Raman과 IR 스펙트럼 모두에서 

pendant group들에 의하여 나타나던 다양한 피크들이 양성자 조사를 시키면 급속하 

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조사량이 6x1014 ionslcm2 이상이 되 면 

pendant group에 의한 피크들이 거의 소멸함. 즉 이 이상 양성자를 조사시키게 되 

면 pendant group이 떨어지는 변환은 포화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2) UV- VIS 

= 。

이 는 

Q- H 

기의 

흡수 스펙트럼을 그럼 쇄에서 볼 수 

max=195 nm에 서 새 로운 UV 흡수가 나타나며 , 이 는 

기 때문으로 생각되어짐. 

3) RGA (Residual gas analyzer) 

가)PMMA에 350 keV H+를 

H+ 조사 전과 조사중에 각각 질량 

scan 속도는 1 sec/u로 설 정 함. 

나) 이와 같이 하여 측정한 mass spectrum을 그럼 49에 나타내었으며， rn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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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6, 28, 32, 44, 60이 많이 방출됨을 알 수 있음. 이들은 각각 H2, CH4, CO, 

CH30H, C02, HCOOCH3 로서 pendant group들이 반응을 일으켜 떨어져 나가면서 

생성된 물질임을 알 수 있음. 

4) MWD (molecular weight clistribution) 

가) 그림 50는 조사선량이 다른 네 가지 시료의 MALDI 질량스펙트럼이며 H+ 

의 조사량이 증가할수록 원래 분자량을 갖는 고분자의 수가 줄어들면서 전반적으로 

분자량이 적은 쪽의 고분자의 수가 증가함을 알 수가 있음. 이 는 PMMA의 사슬절 

단에 의해 상대적으로 분자량이 감소하기 때문임. 

나) 이와 같은 작업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사슬절단에 대한 G-값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며 G 값 결정에는 다음과 같은 식이 이용됨 . 

_l ___ l_ -<-r G(s) 1 . n 
M: - M? I l lOON A J ν (40) 

여 기 서 , M*n 조사 전 의 number- average molecular weight 

MOn 조사 후의 number- average molecular weight 

D : 흡수된 dose [eV / g] 

을 나타내며 ， D에 대한 (l /M*n - l/MOn) 값을 그림 51 에 나타내었고 이 그래프로부 

터 사슬절단에 대한 G-값이 0.8 임 이 계산됨. 

5) Compaction 측정 

가) 그럼 52깐 350 keV H+ 1x1015 ions/ cm2 조사시 킨 PMMA를 alpha step 200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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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학특성조사 waveguide의 평판형 나. 

spectroscopy에 의해 얻어진 반사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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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3(zero- mode) 가량 증가함. 선 량이 6xl014 ionslcm2로 증가하면 세 개 의 모드를 

얻을 수 있으며， 굴절률은 최대 0.039 증가함. 

또한 선량이 lxl015 ionslcm2가 되면 모드 수가 네 개로 증가하며， 굴절률은 

zero-mode에서 0.056 정도 증가함. 그러나 이 정도의 선량에서는 황색으로의 변색 

이 육안으로 확인될 정도로 이온빔조사에 의한 결함에 의한 광흡수도가 급증하므로 

실제 광소자로서의 활용범위는 넘는 수준임. 

이상을 종합하면 선량증가에 따라 모드수가 증가하며， 모드별 굴절률도 증가함 
SL 0). ~느 。1 SL 
2 2 -1 λλ t:1 • 

다) 선량이 증가하면 그림 53에서 간접적으로 보인 바와 같이 밀도가 증가하며 ， 

밀도만을 고려하는 경우 앞에서 언급한 식 (3) 의 Lorentz- Lorenz 관계식으로부터 

굴절률의 증가를 예상할 수 있음.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대로 이온빔에 의한 성분 

손실이 무시된다고 가정할 때 수축률에 따른 밀도변화가 선량 lx1015 ions/cm2에서 

최대 2.2배에 달함. 이 경우 밀도증가만에 의한 PMMA의 굴절률의 변화가 +0.29로 

계산되며， 본 실험범위 내에서 선량 증가는 분자량의 감소(사슬절단) 효과를 유발하 

므로 식에 의하면 굴절률의 증가분은 더욱 커지게 됨 .[20，47，48] 

따라서 증감파악 정도가 아니라 Lorentz- Lorenz 관계식을 실제로 직접 적용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결해야 하는 여러 선결문제가 남아 있음. 

라) 그럼 57은 굴절률의 제곱 Nm2과 (m+ 1)2의 관계를 나타내 것으로서， 일반적 

으로 깊이방향의 굴절률이 step profile에서 벗어나 분포를 가지면 특히 낮은 모드 

에서 일차식의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음.[18‘49] 그러나 모드 수가 5개 

이상은 되어야 이러한 경향을 확실히 확인할 수 있으나， 본 결과로 얻을 수 있는 

최대 4개의 모드만으로는 대체적인 일차식 관계만이 확인됨. 마) 본 실험에서는 

확인하지 못했으나 동일 이온으로서 선량이 일정한 경우 에너지가 증가하면 비정의 

증가에 따라 측정되는 모드 수는 일반적으로 증가함.[ 1써 

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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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5. An angular spectrum of guided modes with the reflected intensity 
versus the angle of incidence for 350 keV H+ implanted PMMA at a dose 
of 1015 ionslcm2. 

Table 18. effective refractive indices of 350 keV H+ 
implanted PMMA samples at selected fluences. 

Mode 
Fluence (x lO '4 H’/Cm<) 

2 6 10 

TEO 1.528 1.546 

TE1 1.519 1.537 
TE 

TE2 1.507 1.525 

TE3 1.511 

TMO 1.513 1.529 1.540 

TM1 1.506 1.520 1.530 
TM 

TM2 1.508 
T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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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6. Effective refractive indices of 350 keV H+ implanted PMMA 
samples as a function of the ion fluences and mode nu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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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7. Evolution of the squared effective indices Nmι 

versus the squared modes number (m+ 1)2 in PM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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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굴절률 깊이방향 분포 측정결과 

가) 파장 633 nm에 대한 깊이별 굴절률의 측정결과를) 350 keV 수소이옹의 

PMMA에서의 깊이별 저지능과 비교하여 그럼 58에 나타내었음. 

나) 저지능은 3.2 μm 부근에서 최대값 (약 10 keV/μm)을 가지며) range 인 4 

μm 부근에서 급격히 떨어지는 모양을 띔. 

다) 이온은 매질 중을 통과하면서 조금씩 에너지를 잃다가 정지직전에 많은 에 

너지를 손실함. 

라) 굴절률의 변화와 저지능의 변화가 잘 일치하는 결과로부터， 이온이 매질에 

에너지를 전달하여 매질의 분자구조 및 조성이 바핍으로써 굴절률이 변화함을 알 

수 있음. 또한 굴절률 변화는 주로 e1ectronic stopping power에 의존함을 알 수 있 
。

마) 이 결과는 다른 문헌들[6，35，36]과도 잘 일치하는 결과이며) 350 keV의 수소 

이온을 PMMA에 주입하면 3 μm 전후에 굴절률 변화의 피크가 형성됨 그 결과 3 

μ m 깊 이 에 매 입 형 (buried type) waveguide를 형 성 할 수 있 음. 

150 

E 
흑 100 
> m 
;ι 

N 
걷 50 
w 
"'0 

O 
o 2 3 

depth (μm) 

4 

1.540 

1.535 X 
1.530 Q) 

5 

τ3 
1.525 C 

1.520 Q) 

1.515 .즈 ...... 
1.510 엄 

‘-1.505 나-
@ 

1.500 ‘-
1.495 

1.490 

Fig. 58. Resu1ts of refractive index depth profi1ing compared with 
e1ectronic energy 10ss of incident ion. Samp1e was PMMA irradiated by 
6 X 1014 ionlcm2 hydrogen ions accelerated to 350 keV 

바) 굴절률의 최 대 변화량은 PMMA의 원 래 굴절률 1.490에 서 1.528로 0.038 이 

었으며， 이 변화량은 mu1ti - mode waveguide 제작에 이용될 수 있는 정도임[:38]. 

3) 광 흡수도 측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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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표 19에 감쇄율을 나타내었으며 ， waveguide의 광 흡수도는 조사량의 증가에 

따라 증가하며， 초기에는 완만히 증가하다 조사량이 늘어날 수록 증가속도가 빨라 

짐. 

나) 이온 조사량이 많아지면 투과도가 약간 저하되나， waveguide로서 의 활용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2 dB/cm 이하이면 가능[3센) 

다) 측정시， 프리즘과 PMMA판의 접촉이 불완전하여， coupling 효율이 낮았으며 

이에 대한 측정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 

Table 19. Loss and loss factor of PMMA after 
350 keV hydrogen irradiation with 2, 6, 10 X 1014 

ions/cm2. ;Ì =633 nm. 

dose(l014/cm') 

2 

6 

10 

α (dB/cm ) 

0.7 

1.1 

1.7 

3. LIGA 기술을 이용한 초미세구조 제조기술 개발 

가. 이온빔조사 및 현상 

1) 1차 ， 3차 이온빔조사시 1.8 MeV H+이 온의 선량 및 선량률은 각각 6x1013 

ions/cm2, 5xlOlO ions/cm2S으로서 임 계 선 량을 넘 지 않는 선 량조건 이 므로 조사부위 
의 결함은 발견되지 않음. 

2차 이 온빔 조사에 사용한 1.8 MeV He+의 선 량 및 선 량률은 각각 1x1013 

ions/ CI112, 2x1010 ions/ct112S이었으며 이 실험조건에서도 결함은 발견되지 않음. 이는 

1.8 MeV He+의 저지능이 1.8 MeV H+의 약 10 배가 되지만 선량이 1/ 6, 선량율이 

2/5로 작고 헬륨의 비정이 7.6 p'm로서 수소이온의 51 .1 p'm 보다 짧으므로 가스방출 

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2) 현상 

수소주입 시료의 경우 시료표변에서의 이온화에너지밀도 ET는 약 2 kJ/cm3로 

계산되며 ， 식 (23)으로부터 현상초기 즉， 표면에서의 현상률은 현상온도가 30 0C 일 

때 약 15 p.m!hr (O.26 μm/min)로 산정됨. 현상온도를 25 0C, 35 0C 로 유지했을 때 의 현 

상률은 각각 4.9, 38 μm/hr가 되며 이들 수치로부터 온도에 따른 현상률의 급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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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예상할 수 있음. 

헬륨주업의 경우 Er는 약 3.4 kJlcm3로 계산되며， 시료표면의 초기 현상률은 현 

상온도가 30 0C 일 때 약 65 Ilm까1r( 1. 1 Ilm/min)로 산정됨. 현상온도를 25 0C, 35 0C로 

변화시켰을 때의 현상률은 각각 32, 136 Ilrn/hr가 되어 유사한 온도민감성을 가짐. 

그템 21과 같은 에너지분산특성을 고려하여 1.8 MeV H+이온의 경우 30 0C 에서 

평균 0.4 Ilm/min의 현상률을 예상하고 현상을 약 140 분간 시행함. 그러나 현상 후 

세정， 건조과정을 거친 시편의 식각부위가 부떻게 됨을 발견하고 동일시료를 다시 

40 분 이상 현상 한 결과 육안이나 광학현미경으로는 결함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 

의 양질의 식각표면을 갖는 구조형성을 확인함. 

따라서 현상률을 결정하는 온도， 선량 둥 여러 변수의 불확도를 고려하여 예상 

된 현상시간의 약 1.5 배 이상을 현상시간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헬륨조사시 

료의 경우 상대적으로 현상률이 매우 크며 개질층의 두께도 작으므로 25 0C 에서 약 

30 분간 현상하여 양호한 결과를 얻음. 

나. 미세구조 특성조사 

1) 그램 59는 최초로 형성된 구조물의 SEM사진을 보여주고 있으며， 식각된 경계 

면이 깨끗하지 못하며 중간에 턱이 있는 형상임. 이는 앞에서 언급한 대로 현상시 

간이 부족하여 별도의 현상공정을 거친 결과로 추측됨. 모서리 부분의 균열상은 이 

온빔조사에 의해 수축이 일어나며 식각후 이에 의한 응력이 모서리부분에 집중되어 

나타난 결과로 추정됨. 식각된 부분의 깊이는 1.8 MeV 양성자의 비정인 약 51 Ilm 

에 달함. 

Fig. 59. SEM image of an irradiated and developed PMMA structure 
of the corner of triangular shape made with folded cutter bla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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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차 시도에는 1.8 MeV He+ 빔을 100 mesh 밀도의 스텐레스스틸 망 위에 조 

사하여 구조물을 형성하였으며 ， 1000배로 확대한 현미경사진상에는 구조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깊이가 7.6 ].lm로 낮아 입체적인 형상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SEM상은 취 하지 않음. 

3) 3차에서는 1차의 경우와 동일한 빔을 사용하였으며， 마스크는 250 mesh 밀도 

의 스텐레스스틸 망 (선굵기 40 ].lm)을 사용함. 또한 직경 0.7 mm의 문방용 핀과 

소형 카타날을 마스크로 사용하여 각각의 경계면을 비교함. 

그펑 60은 직경 0.7 mm의 핀에 의해 차폐되어 돌출된 부분의 수직면을 기울임 

각 40。 로 찍은 형상임. 검은 부분이 식각면이고 중앙에 표면상태가 양호한 수직면 

이 보이고 있으며， 두 면이 이루는 모서리가 일직선으로 뚜렷이 확인됨. 우측에 긁 

힘 자국이 있는 원래의 PMMA표면이 보이며， 수직면과 이루는 모서리가 흰 선으로 

나타남. 

4) 그 램 61은 소형 문방용 카타날을 마스크로 한 구조물의 형상을 기울엄 없이 

보여주고 있으며 ， 좌측의 검은 부분이 식각면이고 우측의 비개질면까지 경사면이 

형성된 모양임 . 칼날 끝의 1.8 MeV 양성자의 비정(약 15 ].lm)에 비해 앓은 부분에 

서는 시편이 차폐되지 못하고 이온빔조사 되었으며， 칼날 끝에서 멀어질수록 두께 

가 두꺼우므로 PMMA에 조사되는 빔에너지가 줄어옮으로서 경사면이 형성됨 . 

이 경사면의 폭은 약 60 ].lm이고 본 실험결과 이온빔 리소그래피에서 마스크의 

경계변의 중요성이 특히 부각되었으며， 

5) 그탬 62(a)는 전자빔에 대해 시료연을 수직으로 하고 300 배 확대하여 얻은 

SEM사진으로서 식각된 수직변은 보이지 않고 단순한 이차원적인 구조만이 보이고 

있으며， 정방성은 다소 떨어지지만 스텐망 격자의 규칙적 배열이 뚜렷이 관찰됨 . :'-L 

템 62(b)는 동일한 배율에서 각도만 25。 기울여 입체감을 살린 구조이며， 확대율을 

x650, x2000으로 증가시키고 기울임각을 각각 25 0 
• 45 。 로 설정하여 찍은 그림 

62(c)， (d)에서 식각된 면의 조도나 모서리의 직각성을 보다 뚜렷이 확인할 수 있음. 

관련자료에서는 유사한 실험조건에서 수직벽의 직각성 (steepness)을AFM 

(Atomic Force Microscopy)으로 측정하여 89.95。 의 평균값을 얻은 것으로 보고하 

고 있음. 이 값은 TRIM95에 의 한 횡 방향(JateraI) straggling(1.56 ].lm)과 깊이 51 μ 

m으로부터 예상되는 각도 89。 보다 양호한 값이며， 주로 입사빔의 분산(약 0.02 0 
) 

과 빔 주사(scanning)의 영향으로 파악하고 있음. 이 결과는 마스크에 의해 차폐되 

지 만 횡 방향 straggling에 의 해 조사된 부분의 흡수에 너 지 는 현상의 영 향을 받기 에 

는 너무 적은 양임을 말해 주고 있음. [3] 

본 연구에 이어 차기년도에는 AFM을 이용한 기하학적 특성조사 및 식각면의 

조도 측정을 수행하며， 이를 당 연구에 사용한 이온주입시스템의 이온빔분산 정도 

와 비교하여 공간분해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예정으로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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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0. SEM image of an irradiated and developed PMMA structure with a 
mask of metal pin of 0.7 mm diameter. 

Fig. 61. SEM image of an irradiated and developed PMMA structure with a 
mask of small cutter bl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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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2. SEM images of an irradiated and developed PMMA structure 
with a mask of 250 mesh grid of stainless steel w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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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결 프료 
"L... 

고에너지 중이온 빔을 이용한 고분자 표면 개질 및 특성조사 연구 과제의 2차 

년도에는 이온빔과 중합체간의 상호작용을 보다 깊이 이해함과 아울러 개질된 중합 

체의 기계적， 전기적 특성 및 구조변화 기구 규명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특히 

2차년도에는 새로이 이온빔을 이용한 중합체 소재의 광소자 개발에의 응용 가능성 

을 조사하였으며， 이온빔 리소그래피기술을 이용한 극미세구조 제조기술을 시도하 

여 실용성을 입증한 바 있으며 제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l. 중합체 표면개절기구 규명 

가. 가스방출 특성조사 

1) Kapton의 경우 탄화수소계열의 기체보다 CO기체가 많이 방출되고， H20와 H2 

피크가 그 다음이며 C, C2H2 및 C02 피크가 소량 검출됨. 초기에는 H2의 생성보다 

CO가 많이 생성되며 이런 현상이 6시간 이상 지속되고 약 2.5시간 이후부터는 방 

출되는 가스의 양이 급속히 감소. 일산화탄소의 산소는 이미드고리의 카르보닐그룹 

에 있는 산소이며， 일산화탄소가 방출되면서 질소와 탄소원자가 과량으로 남게 되 

어 C- C 이중 및 삼중결합과 C- N 고리형 결합이 형성됨. 

2) Teflon의 스펙트럼을 보면 CF, CF2, CF3의 가스가 주로 방출되며， 위의 세 가 

지 가스 모두 이온빔 조사 초기에는 급격히 증가하다가 약 50 분 정도 지나면서부 
터 가스 방출이 급격히 감소함. 테프론 고분자에서 가장 용이하게 생성될 수 있는 

안정된 기체는 Gibbs 자유에너지가 낮은 C2F4. C2F6 및 CF3 임. 그러나 이 중 C2F4 

와 C2F6는 RGA측정과정중에 CF, CF3 로 분해되므로 RGA 스펙트럼상에는 기여하 

지 못함. 

3) PMMA의 이온주입시 주로 방출되는 기체는 H2, C , CH4, H20 , CO, CH30H, 

C02 및 CH3COOH임 . 이 들은 주로 PMMA의 에 스테 르그룹( -COOCH3)의 분해 에 기 

인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로서 분자량이 감소하고 이중결합의 수가 증가함. 

4) 가교반응이 용이한 중합체의 경우 무거운 탄화수소계열의 기체보다 주로 수소 

나 가벼운 탄화수소계의 기체발생이 우세하며， 이를 Kapton의 경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절단반응이 우세한 테플론 및 PMMA의 경우와 대조됨. 

나. 화학적 조성 및 구조분석 

1) 이온빔 주입후 폴리스틸렌의 IR측정결과에 의하면 에칠렌 그룹과 페닐 그룹이 

비슷한 비율로 파괴되고， 알킨그룹이 높은 수율로 생성되며， 알렌， 비닐， 비닐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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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 -비닐렌 그룹이 생성됨. 이는 PS의 원래의 구조가 파괴되고 새로운 물질로 변 

함을 의미함. 

PS의 막에 400 keV의 탄소이온을 주입 (4x1013 cm-2)하여 라만 스펙트럼을 조사 

한 결과에 의하면 이온빔 주입전보다 모든 피크의 세기가 감소하며 이는 PS의 페 

닐고리가 파괴됨을 의미하고 IR의 결과와도 일치함. 또한 1350 cm-1 부근의 광범위 

한 피크는 C-H의 벤딩모드로 해석되며 2050 cm- 1에서의 새로운 피크는 탄소-탄소 

이중결합과 삼중결합으로 해석됨. 

2) Tef10n에 1 MeV C1을 조사(4x1015lcm2)한 후 FTIR- ATR 스펙트럼을 보면 전 

반적으로 조사전의 피크의 세기가 감소하고 완만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이는 

PTFE가 원래의 구조를 잃어버림을 의미하며 이온 주입 후에는 새로운 완만한 피 

크가 1625, 1732, 2018, 2196 cm-1 에 서 나타남. 1625 cm-1 피 크는 -C=CF2에 서 의 

C- C 신축진동， 1732 cm- 1은 -CF=CF2에서의 C- C 신축진동， 그리고 2018과 2196 

cm 1 은 -C三C-에서의 C- C 신축진동으로서 이는 이온빔의 주입으로 C- F 결합이 

파괴되고 이중， 삼중결합이 생성됨을 의미함. 

3) 조사전에는 PMMA의 IR 스펙트럼의 주요피크들 즉， CH3그룹의 비대칭 신축 

진동과 대칭 신축진동 피크가 3000- 2800 cm→ 1에서 나타나고 C=o그룹의 신축진동 

은 1720 cm l, 1483 cm- l의 피크는 C-H의 벤딩 진동임. 또한 C-o-C에서 C-o의 

신축진동에 기인하는 피크가 988- 1270 cm- 1에서 관측됨 . 1 MeV의 C1 이온빔 

1xlO15 ionslcm2을 주입했을 때의 스펙트럼을 보면 전반적으로 피크가 감소하고 점 
점 완만해지는 현상이 일어나며， 이는 PMMA의 기능기들이 파괴됨을 의미함. 

4) 개질된 Kapton의 RBS 스펙트럼을 관찰하면 이온조사량이 증가할수록 상대적 

으로 C에 비하여 N과 0의 양이 많이 줄어듬을 재확인 할 수 있음. 특히 N보다는 

C의 감소량이 크게 나타나며， 이것은 co와 C02의 형태로 산소가 다량 배출되기 때 

문으로 판단됨. 또한 4x lO15 ionslcm2 정도의 양을 조사하면 N/C와 O/C의 값이 포 
화되어 더 이상의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음. 

다. Micro- hardness 측 정 

1) 개질층의 경도는 극표면효과와 기층효과를 고려하여 대표값을 100 nm 깊이에 

서의 경도로 나타냄. Tef10n의 경우 개질전의 경도가 0.31 GPa이며， 4x lO15 

ions/cm2 조사 후 4.1 GPa로 변화하였고， PMMA의 경우는 개질전의 경도가 0.30 
GPa, 4x lO15 ionslcm2 조사 후 3.9 GPa로 증가함을 확인함. 

2) 가교현상이 잘 일어나지 않는 Teflon이나 PMMA의 경우에도 조사 후 경도 
향상은 일어나지만， 일차년도 자료와 비교할 때 가교반응이 우세한 Kapton의 경도 
가 0.35에서 7.1로 증가하는 것과는 대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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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전기적 특성변화 

1) 사용된 모든 중합체의 전도성이 이옹빔조사에 의해 현저히 증가하며， 종래는 

특정값에 포화되는 양상을 보임. 본 실험조건에서 폴리이미드의 경우 최대 1018배까 
지 전도도가 증가하였으며， 이온빔조사에 따른 전도도 증가특성은 초기 전도도와는 
무관한 것으로 들어남. 개질된 중합체의 전기적특성은 본 실험기간인 6개월 이상 
변화가 없었으며， 이로서 주변 환경에 매우 안정적임이 밝혀짐 2) 이온주업에 
따른 중합체의 표면저항은 중합체의 구조， 주입이온의 종류， 에너지， 선량， 선량률 

및 표적의 온도에 따라 민감하게 변하는 것으로 확인됨. 특히 Polyimide의 경 
우 동일한 조사조건에서도 여타 중합체 에 비해 전도도가 현저히 크게 냐타남. 이는 

타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특히 내열성이 큰 PI 및 PPQ (Polypheny lquinoxaline)의 경 

우 여타 중합체에 비해 전도도가 현저히 크게 나타남을 보고하고 있음. 이 들 중합 

체의 일반적인 특성은 방향족 또는 이종원자 고리 (heterocycles) 구조를 하고 있으 

며， 분자구조의 강도가 높음. 

3) 이온주입된 중합체에서의 전도기구는 ‘one- dimensional variable- range 

hopping model'로 설명하고 있음. 이 모델에 따르면 비저항의 옹도상관성은 p(T) = 
Po . exp(ToIT)l/2로서 T- 1/2에 비례하므로， 본 연구에서도 비저항 측정 기구의 보완에 

의한 온도특성 측정이 별도로 요구됨. 

4) 특히 PE, PMMA, PS의 경우 불포화결합(이중결합)의 출현은 전도도의 증가의 

요인으로 작용함. 

2. PMMA의 특성 변화 조사 및 waveguide제조 타당성 조사 

가. 수소빔 주입에 의한 PMMA의 물리 화학적 특성 변화 조사 

1) PMMA의 라만 스펙트럼을 조사한 결과도 IR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온 주입 

량이 증가할수록 피크의 크기가 감소하고 피크가 점점 완만해지는 현상이 일어나 

며， 이는 PMMA의 구조가 파괴됨을 의미함. 특히 조사량이 6x1014 ionslcm2 이상이 

되면 pendant group에 의한 피크들이 거의 소멸하여 변환이 포화상태에 이 름. 

2) H+를 조사하면 Àmax =195 nm에 서 새 로운 UV 흡수가 나타냐며 , 이 는 PMMA에 

불포화결합이 형성되기 때문으로 판단됨. 

3) PMMA에 350 keV H+를 조사시 킬 때 발생하는 가스들의 질량 스펙트럼은 1 

MeV Cl 주입시와 유사함. MWD (molecular weight distribution) 측정결과는 H+의 

조사량이 증가할수록 원래 분자량을 갖는 고분자의 수가 줄어듬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PMMA의 사슬절단에 의해 상대적으로 분자량이 감소하기 때문임 . 

4) 350 keV H+ 1x1015 ionslcm2 조사시 킨 PMMA 표변에서 약 2.4 μm의 함몰이 

일어났으며， 표면이 함몰되는 정도는 조사량이 적은 초기에는 선형성을 갖지만 조 

사량이 커지게 되면 점차 포화되는 양상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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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평판형 waveguide의 광학특성조사 

1) 선 량이 2x1014 ions/cm2일 때 는 ‘m-line ' spectroscopy에 의 해 두 개 의 모드가 

관찰되며， 굴절률은 최대 0.023(zero- mode) 가량 증가함. 또한 선량이 1x1015 

ions/cm2가 되면 모드 수가 네 개로 증가하며， 굴절률은 zero-mode에서 0.056 정도 
증가함. 이상을 종합하면 선량증가에 따라 모드수가 증가하며， 모드별 굴절률도 증 

가함을 알 수 있음. 이는 선량증가에 따른 밀도증가， 분자량 감소 및 분자결합의 편 

극도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됨 . 

2) 350 keV 수소이온 주입시 파장 633 nm에 대한 깊이별 굴절률의 측정결과 굴 

절률의 변화와 전자적 저지능의 변화가 잘 일치하는 결과를 얻었으며， 311m 전후에 

굴절률 변화의 피크가 형성되어 이 깊이에 매입형 (buried type) waveguide를 형 성 

할 수 있었음. 굴절률의 최 대 변화량은 0.038로서 multi- mode waveguide 제 작에 

이용될 수 있는 정도임이 확인됨 . 

3) Waveguide의 광 흡수도는 조사량의 증가에 따라 증가하며， 초기에는 완만히 
증가하다 조사량이 늘어날 수록 증가속도가 빨라짐 . 이 온 조사량이 많아지변 투과 
도가 약간 저하되나， waveguide로서의 활용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라) 측정시， 프리즘과 PMMA판의 접촉이 불완전하여， coupling 효율이 낮았으며 
이에 대한 측정 시스템의 개선이 요구됨. 

3. LIGA 기술을 이용한 초미세구조 제조기술 개발 

가. 이온빔조사 및 현상 
1) 1.8 MeV H+이 온 6x1013 ions/cm2, 1.8 Me V He + 이 온을 1x1013 ions/cm2 조사 

한 경우에도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음. 
2) 수소주입시 현상온도가 25 0C, 30 oC, 35 0C 일 때 현상율은 각각 4.9, 15, 38 11 

m가π 정도로 산정되었고， 온도에 따른 현상율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됨. 

나. 미세구조 특성조사 

1) 조사상에 예각이 존재하는 경우， 모서리에 응집력이 작용하여 손상이 일어남. 
2) 1.8 MeV 양성자를 조사한 경우， 양성자의 비정인 약 51 11m 정도 깊이의 뚜렷 

한 구조물을 형성할 수 있었음. 

3) 경계면이 이온의 비정에 비해 앓은 경우에는 경계면이 불확실해 지는 결과를 
얻었으며， 스텐레스스틸 망을 마스크로 사용한 경우 경계면의 수직성이 89.9。 가 되 
는 매우 양호한 수직 구조물을 얻을 수 있었음.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 고에너지 이온빔 주업에 의한 폴리머의 표면 개 
질에 의해 전기적， 기계적， 광학적 특성을 변화시킴으로써 ， 신기능재로서의 개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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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됨. 특히 광학소자에의 응용은 적은 주입량으로도 가능하며 

여타 방법에 비해 공정이 단순하고 시간적으로도 유리하여 실제 산업적인 활용 가 

능성을 조사해 볼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됨. 또한 리소그래피 결과에서 알 수 있 

듯이， 경계면의 선명도와 식각면의 조도가 우수하므로 micro- machining 및 고집적 

소자의 개발 등에 활용될 수 있는 신기술로서 각광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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