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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on beam surface analysis 

As a continuation of the 1ast three years research on the ERD- TOF and 

HIRBS technique, channe1ing research is 1aunched. The research will span 

three more years including the experimenta1 setup and basic studies of this 

year. Whi1e the ERD and a1so other ion beam techniques generally are 

concemed with the e1ementa1 ana1ysis of thin fi1ms , channeling is a unique 

technique for the ana1ysis of crystal surface structures and defects in crysta1s 

in a sense that the 10cations of surface atoms or defects in crysta1s can be 

located in the order of 1ess than 0.1 Å and quantified. Since the probing size 

is in the order of sqare cm, ana1ytica1 resu1ts are true1y representative 

compared with TEM, AFM and order simi1ar techniques where probing area 

, , , ‘ 



are in a rnicrometer scale. Channeling can , therefore, be applied for the study 

of defects in crystals, surface phenomena, interfaces, epitaxial layers and 

diffusion studies mostly in the semiconductor research. In the case of minerals 

research, channeling seems to be applied very seldom so far. But it is sure 

that channeling can be used extensively for the study of natural crystals 

which reveals the conditions at which the crystal grew and for the study of 

artificial crystals such as coloring of jewels. 

In this first research year, concentrations are put on the installation of 

channeling system and the performance tes t. Followings have been done 

l. Current theories and applications of channeling has been thoroughly 

examined. The conventional alignment procedure has been refined. Present 

status of simulation programs has been reviewed. 

2. A 3 degree- of- freedom preCISlon goniometer has been installed and 

aligned. 

3. Perforrnance test has been done using Si and GaAs wafers. Polar plots, 

Minimum yields and critical anglcs are measured and compared with other 

well established systems. 

4. Data acquisition system has been automized by the program development 

using the Lab View software. The goniomeler control program using Labview 

has been written. The autornization of the data acquisition system has been 

done by connecting the MCA, goniometer control program and current 

mtegrator. 

Next step will be the actual application of the channeling mainly for the 

defect analysis of semiconductors and also of the artificial cryst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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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er Induced Plasrna Specìroscopy 

The laser- induced breakdown spectroscopy is a convenient elemental 

analysis method with its high sensitivity, fast analytical performance and wide 

application to various samples. However, the industrial application of this 

analytical technique is not easy because of its signal instability and the low 

signal to noise ratio. Another restriction for the application is that the 

laser- induced breakdown spectroscopy measures relative, rather than absolute, 

concentration of trace elements. The observation of laser- induced plasma is a 

direct way to elucidate the reason of instability. A Nd:Y AG laser operating at 

1064 nm, 532 nm and 355 nm is focused onto copper and lead metal target. A 

charge- coupled device camera captures the image of laser- induced plasma. 

The threshold energy of air breakdown, which is major reason of signal 

fluctuation of the spectrum, is determined for the laser wavelengths. The 

shapes of ablated surface are examined under optical and electronic 

microscopy. The amounts of ablated metal are estimated on each laser pulse 

and wavelength. LIBS was applied to the qualitative determination of element 

in the unknown samples. Qualitative analysis was performed with 

companslOn between pure element emission spectra and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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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lo 1 제 

결정격자에 의하여 이온의 궤적이 휘어지는 이른바 Channeling 현상은 1912년 

Stark에 의하여 처음으로 예견되어 졌으나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1963년 

Davies 등의 실험에 의하여 처음으로 확인되었으며 [1] 1967년 Bogh에 의하 

결정의 결함과 위치 확인에 처음으로 이용되었다[2] 그림 1.1은 Al의 여러 

결정축의 방향으로 입사된 40 keV 86Kr 이온의 비정 (range)을 보여준다[3]. 

40 keV 86Kr 이온의 Amorphous Al에서의 비정은 계산에 의하변 불과 26 Å정도 

그림에서 확인된다 그러나 예를 들어 <110>방향의 경우 비정이 몇 

뿐 아니라 무려 수천 A까지 도달하는 이온도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입사이온이 결정 축 방향일 경우 입사이온이 격자이온사이를 그림 

통과하므로 이온간의 전자기적 반응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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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Artists conception of the channeling process on a microscopic 

scale.[6] 

라고 증명되었다. fcc 결정에서 <110> 방향으로 격자이온들이 가장 조밀하고 따 

라서 상대적으로 격자간 빈 공간이 크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그림 1. 1에서 왜 

<110>방향으로 이온이 가장 깊숙히 침투하는지를 알 수 있다1) 이러한 입사이온 

이 격자이온의 배열에 따라 궤적이 달라지는 현상， 즉 channeling 현상은 발견되 

자마자 곧바로 박막의 결정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잡 

게 되었다. 그 이유는 그림 1.3에서와 같이 입사입자와 결정의 상대적 각도에 따 

1) 이 현상은 현재 고집적 반도체 소자 제작에서 가장 큰 이슈로 되어있는 shallow junction 
제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현재의 앓기 한계 500A는 이온주입한 B의 channeling에 기인 

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정상적으로 긴 비정이 과연 channeling에 의한 것인 

지 아니면 비정상적으로 빠른 확산현상 때문인지는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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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입사입자의 결정내 이온들과의 반응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 경우 반응후 산 

란(생성)된 입자의 검출수단은 주로 RBS (Rutherford Backscattering 

Spectroscopy) 이다. 즉， channeling의 확인수단으로 후방산란된 입자를 검출할 경 

우 RBS/ channeling으로， X-ray를 검 출할 경우는 PlXE/channeling 등으로 표현하 

는데 대개는 channeling실험이라고 하면 RBS/ channeling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 

용된다. 또한 channeling과는 반대로 입사이온이 궤적이온에 의하여 차단되는 현 

상을 blocking이라고 하고 (결국은 같은 현상의 다른 결과) , 임의의 반응에 의하 

여 시료로부터 튀어나오는 입자가 결정격자에 의하여 blocking 되어 나타나는 이 

미 지 를 blocking pattern이 라고 한다. 

o 0 0 0 000 。

MeV lon Beam 

O 

O O O O O 

O O O O O 
\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Interstitial Scattering 

Fig. 1.3 An example of the interaction of incident ions 

with an aligned crystal. 

RBS/ channeling은 근본적으로 핵반응이므로 그 반응거리， 즉 impact 

parameter가 약 1O-4A 정도이다. 이것은 channeling을 이용하면 결정격자나 결함 

의 위치를 최고 O.OOO1 A의 정확도로 측정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channeling 실험에서 결함의 위치나 channel폭 등을 O.01A정도의 정확도로 측정 

한 실험은 흔하다. 일례로 Chu 등은 YBCO 고옹 초전도체의 channeling 실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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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초전도임계온도에서 channel 폭이 갑자기 0.150 변화하는 것을 측정하였는데 

[4], 이 것은 channel의 기하학적인 크기가 대략 0.015Å 변화 한 것에 해당한다. 

측정시스템의 오차를 0.01。라고 할 때 따라서 측정오차는 대략 O.OO1 Å에 불과하 

다고 할 수 있다. 이 channeling의 휠용 분야는 표 l. 1과 같이 매우 다양하다. 여 

기에 대하여는 본론에서 좀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Table 1.1 Channeling의 활용분야. 

분야 대상 

방사선 상해 연구 반도체，금속， 절연체 

결정의 결합 연구 dislocation , stacking fa비ts ， point defects 등 
표면 및 계면 연구 원자배열， 읍착 등 

박막분석 연구 백그라운亡감소 

Epitaxial layer 연 구 결 정 성 장， superlattice 
결정의 상변화 연구 벌크 전이， 상 분리 

결정내 불순물 연구 
원 자의 위 치 , 불순물의 trapplng , 반도체 및 금속내의 고체의 

용해도 

Blocking현상을 이용할 경우 blocking pattern은 격자의 물리적인 위치를 검출 

판에 그대로 재현시켜주기 때문에 결정의 형상에 관한 정보를 직접적으로 제공해 

준다. 그림l.4는 blocking pattern의 한 예이다. 한가지 예로 SiC와 같이 50가지 

이상의 상(phase)가 존재하는 경우 그 상의 확인을 위하여 pattern의 symmetry와 

축비율 또한 선과 점들의 밝기 등을 비교하면 어렵지 않게 어떠한 상인지가 확인 

된다.[5] 또한 결함의 종류나 결정의 불완전 정도 혹은 방사능 상해 정도도 판별 

이 가능하다 

그 외에 불순물의 질량이 작거나， 절대량이 작아서 RBS로는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일반적인 He RBS의 경우 검출한계가 약 O.l%이다) PIXE/channeling 방법 

을 쓸 수가 있다. PIXE는 절대감도가 10 12g , 상대감도가 ppm 정도에 이르기 때 

문에 doping level이 적은 경우 결함의 확인수단으로 유용하다. 

현재의 결정구조 확인수단은 bulk시 료의 경우 TEM, X - ray diffraction 이나 

neutron diffraction 등 이 , 표 면 의 경 우 LEED (Low Energy Electron Diffraction) , 

간접 적 인 확인수단으로는 AES (Auger Electron Spectroscopy) 나 XPS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등이 많이 이용되고 있지만 모두가 정성적인 분석수 

단에 머물고 있다. 이에 비하여 channeling현상과 결합된 RBS 분석의 경우 기능 

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핵반응을 이용하기 때문에 상당한 정량성을 확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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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Blocking pattern for 150 keV protons incident on a tungsten 

crystaI.[6] 

있다는 장점이 있다. 

RBS/channeling 분석법은 외국의 경우 1970년대 이후 반도체산업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표면근처의 결정구조와 원자의 위치 확인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수단으로 발전하여 왔으며 박막 결정과 관련된 많은 분야에 사용되고 있다. 그러 

나 국내에서는 현재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서비스 시스 

템을 갖추고 있을 뿐 본격적인 연구는 아직까지 거의 이루어진 바가 없다. 

본 연구는 channeling 분석시스템을 설계， 제작하고， 광물， 인조광물 및 반도체 

시료 등의 결정구조 및 결함분석에 시험적으로 응용하며， 독자적인 기술로 일상 

분석지원 시스템화하여， 국내의 관련 산업에서의 신소재 및 신기능성물질 개발을 

측면 지원한다는 목표로 3년에 걸쳐 수행될 것이다. 1차년도인 당해년도에는 

channeling 시스템을 위한 진공챔버의 설치， 고정밀 시료지지대의 제작 및 정렬과 

LabView를 이용한 계측시스템의 자동화 및 간단한 단결정 박막에 대한 시험분석 

을 수행하였다. 

이
 μ
 



제 2 장 본론 

제 1 절 기초이론 

Channeling 현상은 기본적으로 입사이온과 결정의 격자이옹들 사이의 

Coulomb 반응에 기인한다. 고 에너지 (수 100 keV - 수 MeV)로 결정에 입사된 

입자는 격자이온과 수많은 Coulomb 반응을 거치면서 결정 속으로 침투하게 되는 

데， 입사이온에서 볼 때 결정내의 격자들이 비행방향으로 특정한 배열을 이루게 

되면 상당한 비행거리 동안 평균적으로 보아 특정한 방향으로 척력을 받게 되므 

로 그 방향으로 비행경로가 바뀌게 된다. 이 현상을 격자에 의한 이온입자의 휩 

(steering)이라고 한다. 입사된 시료가 비정질 (amorphous)이거나， 입사방향이 결정 

의 주축(轉) 혹은 주면(面) 방향이 아닐 경우에는 힘을 받는 방향이 불규칙 

(random)하게 되므로 비행경로의 휩은 나타나지 않고， 단지 수많은 격자이온들과 

의 반응에 의하여 이온빔의 각퍼짐 (angular straggling)현상만이 나타나게 된다. 

Channeling이라는 표현은 입사입자가 말 그대로 결정의 channel을 따라 격자핵 

벽(둘 다 양전하를 띠고 있으므로 입사입자는 이온의 배열을 벽으로 느낀다.) 에 

의하여 인도된다는 데에 기인한다. 그림 2.1은 결정 속으로 입사된 이온들이 격자 

사이의 potential well에 의하여 어떤 영향을 받는가를 도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입사방향이 책의 면과 수직부근이라고 할 때 이온의 입사방향과 수직면으로의 운 

동에너지가 potential well의 높이보다 작을 경우 이온은 potential 장벽을 벗어날 

수가 없으며， 반대로 약간 기울여 입사된 이온은 potential 장벽을 벗어나게 된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성적으로 channeling은 격자핵(이온이 아님)과 입 

사입자의 핵전하， 또한 입사이온의 운동에너지와 입사각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1. Shadow cone 

결정에 입사된 이옹이 어떠한 경로를 거쳐 channeling 현상을 일으키는지 알기 

위하여 입사이온과 격자이온과의 반응을 결정의 표면에서부터 추적할 필요가 있 

다. 표면에 입사된 이온은 그림 2.2와 같이 격자핵에 큰접한 이온은 크게 산란되 

고， 먼 이온은 거의 산란을 일으키지 않게 되므로 격자이온의 뒤에는 입사이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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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 Concept of trapping of incident ions in a channel. 

R 

Fig. 2.2 Fonnation of a shadow cone due to the 

Coulomb collision of incident ions on the first 

lattice a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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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 Simple binary collision model for the calculation of the shadow 

cone radius. 

존재하지 못하는 영역이 생기게 된다. 이를 shadow cone이라 하고， 두 번째 격자 

이 온의 위 치 에 서 그 cone의 반경 Rc(shadow cone radius)에 의 하여 그 크기 가 표 

시된다 Rc는 two atom model에 의하여 간단히 구할 수 있다. 그림 2.3과 같이 

입사된 이온이 결정의 표면 원자에 의하여 휘어지는 각도를 ￠라고 하면 

r2 = rj+ ø. d 
z ,z.,e2 

=η+-→-::;-"- d 
i ιr] 

(1) 

여기서 E는 입사이온의 운동에너지이다 ￠는 asymptotic 해로서 [6] 식(1)의 rj과 

r2의 관계를 그려보면 그림 2.4와 같이된다. 그림에서 f2의 최소값이 Rc가 되는 것 

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식(1)을 미분하여 극값을 구하면 

rj ( r 2. min) =괜藝 가 되므로 

Rc=2팬藝 (2) 

껑
 



r2 

Fig. 2.4 Deduction of the shadow cone radius Rc. 

The mlmmum value of f2 is Rc. 

가 된다. 실례로서 W의 <100>의 방향으로 1MeV의 He을 입사했을 경우 Rc는 

.1 2x74 X1.44 X lQ -13 cm . MeV x 3.16 x lQ -8cm 
R c= 2\1 1MeV 

= O.16A 

가 된다. Si의 경우 같은 방법으로 0.09Å 이다. 이 크기는 원자핵의 크기인 0.0001 

A보다 훨씬 큰 값이고 따라서 2번째 층의 격자는 입사이온과 반응할 가능성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는 상온에서 격자이온이 진통하고 있으므로 원자핵의 

크기보다는 이 thermal vibration amplitude p 와 비교하여야 한다. 표 2.1에 보인 

것과 같이 이 경우 W의 경우는 2번째 격자와 반응할 확률이 적으나 Si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p 와 Rc와의 비율로 짐작해 볼 수 있다. 

Table 2.1 Channeling parameters for some crystals for 1 MeV He 

<001>방향 d(A) a(A) Rc( Ä) p (Ä) p/Rc ψl Xmin 

Si 5.43 0.172 0.094 0.106 1.13 0.70 0.033 

Ni(Ge) 3.52(5,66) 0.1 42 0 ‘ 106 0.092(0.1 2) 0.87 (1 .0) (0.036) 

W 3.16 0.107 0.164 0.064 0.39 2.10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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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lose encounter probability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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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율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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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
 
따
 

encounter 

입 사이 온의 flux distribution f(f2)는 

f(rl)에 의 하여 nonnalize되 었다고 하 

Channeling 실험에서 기본이 되는 것은 입사이온과 격자이온과의 

실험조건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관찰하는 것이다. 결정구조 

분석은 실험결과와 예상치 (혹은 계산치)를 비교함으로서 완성된다. 

확율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계산하여야 한다. 반응확율은 Close 

probability에 의 하여 결정 된다. 

그림 2.3에서 2번째 격자에서 

f( r2) . 2πr2dr2 = f( rj) . 2πrjdγl가 성 립하므로 

함수로 표현하면 f(f2)는 면 f( r2) =판람L 로 주어진다 식(뾰부터 n을 샘 , 2 u , 2 

(3) 
RR 6(η -RJ 

f( r2) = 1 + τ」 ‘ 
ι '2 

위치는 격자이온의 때 。1나타난다. 같이 와 같이되고 이 식은 그림 2.5와 

vibrational amplitude에 의 하여 

(4) 

, r 
-4P 

ψ(서=옮 e 

곱에 의하여 

L∞f 서퍼( 서2πrdr 
n2 갚 

(1 + 1웅 )e p' 

와 같이 주어지며 surface peak은 첫 번째 층의 격자이온과의 반응량에 식 (5)의 

반응량을 더하여 그림 2.6과 같이 나타난다. 그림 2.6이 의미하는 것은 한 개의 

입사이옹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층의 격자 이온과 충돌하여 만들어내는 

peak의 양이 p /Rc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는 가이다. p 가 아주 작을 경우 실제 

로 첫 번째 층의 격자이온이 두 번째 층의 격자 이옹을 완전히 가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p =O.8Rc에서 surface peak에 대한 두 번째 층의 기여는 첫 번째 

층과 같아지고 그 이상에서는 오히려 더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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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urface 

주어 진다. 따라서 scattering yield는 식 (3)과 식 (4)의 와 같이 

12 = 



f(r2) 
shadow region 

)naffected reg 

r2/Rc 

Fig. 2.5 Flux distribution at the second atom layer as a 

function of the normalized impact parameter rz/Rc. 

3 

2 

1 

12 

0.8 p/Rc 

Fig. 2.6 The scattering yield at the second atom Iz 

normalized to the surface peak intensity as a function 

of the thermal vibration amplitude. 

강
 



3. 결 정 내 부 에 서 의 Channeling 

가. A verage (continuum) potential 

결정 격자 속으로 침투한 이온이 어떤 궤적을 그리는지 알려면 먼저 potential 

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림 2.7과 같이 단순화된 경우에 입사이온이 

느끼는 potential에 대하여 계산해 보자. 결정의 반복되는 구조 때문에 그림에서 

이온은 수평방향으로 평균화한 potential의 수직성분 VT속에서 움직이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즉， 

V T( l) = J_OOoo V( P + X 2) )/2따 (6) 

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V( r) = Z)Z2똥 ø( :) (7) 

인 Thomas- Fenni two body potential이 다. 또한 ψ 는 Thomas- Fenni screening 

X 
。 • 。 。 。

l • \、r

• • incident ion 

o o 。 o 

Fig. 2.7 Simplified model for calculating the continuum pot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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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으로서 전자에 의한 핵전기장의 screenmg효과이고 a는 screening length 

이 다 screening effect를 무시 하면 potential은 순수한 Coulomb potential이 되 는 

것을 알 수 있다. Channeling의 개념적 이해를 위하여 V(r)을 analytical한 표현 

이 가능 한 standard potential 

V(r)=ZIZ2e2( ~_ - I ?1~? ? ì, C2 ::::::;3 standard potential \ r - J μ + C2a2 ), v ~ 

로 하면 식 (6)은 

1 n 
냐
 
」

+ 、‘ ‘ , ‘ , , l 
/ 

α
 
-l n 쩍

 
-d --n ” T 

V (8) 

과 같이 해석적인 형태 (analytic function)로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 계산에 

있어서는 식 (8)은 오차가 크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고 APPENDIX 1 에서와 
같이 여러 가지 모텔에 의하여 계산한다. 

여기에서는 가장 흔히 사용되는 모델인 Moliere 근사치를 사용하여보면 

APPENDIX 1로부터 

ø(:) = 솔1 aiexp ( - ßi :) (9)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식 (9)을 식 (7) 에 넣고 식 (6)의 적분을 수행하면 

V T( l) =화$z짧( ~ ) (10) 

이 되는데 여기서 fM은 다음의 그림 2.8에서 그 값을 쉽게 찾을 수 있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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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8 A plot of FRS(X ') versus x'. FRS is the square root of 
the Moliere string potential Úvl. X’=l.2 l/a in eq. (10)[7J. 

2 x 2 x 1.44 x 10 -13cm . MeV 
0.5431/냉 x lO- 7cm 

210 eV 감) 

a 
~=2 
a 
~=3 
a 

보면 VT를 구하여 입사한 4He에 대하여 

감) 

<110>방향으로 Si의 예를 들어 

VT(l) = 

at 60 eV , 

at 

at 

50 eV , 

30 eV , 

angle 나. Critical 

하나의 t:t: 
J-shadow cone radius와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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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기술하는데 Channeling현상을 



중요한 개 념 이 critical angle이 다 critical angle이 란 channeling과 

non-channeling의 경 계 가 되 는 입 사각으로서 continuum potential과 에 너 지 보존 

법칙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 결정격자 속에서 입사이온의 총 에너지(E)는 격자와 

평행인 방향의 운동량 P II 와 수직방향의 운동량 P 1-, 그리고 potential V T로부터， 

F껴 p2 
E= ;. ~"， + ::수 + Vr(r) 2M ' 2M ' • 1 

p2COS 2 ψ p2 sin 2 ψ 
LUS + ----- + VT( y) 2M 2M' • 1 

과 같이된다. 여기서 1Jf 는 입사각이다. channeling angle은 일반적으로 수 도에 

불과하므로 이중 수직방향의 에너지는 

p2 ψ깅 
1- = ~ rH~ + V T( r) 2M ' • 1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입사이온은 수직방향의 운동에너지(Eψ2)가 위치에너지 
(VT)보다 크게되면 channel에 더 이상 머무르지 못한다. 이 때의 입사각을 

critical angle CÞ c라고 하고， 이 위 치 를 rmin이 라고 하면 

E야 = V T( rmin) 

의 관계가 성립한다. 그런데 입사이온이 결정격자에 접근함에 따라 격자에 의한 

전기장은 수직방향으로 균일도를 상실하게 되고 따라서 continuum 모델은 맞지 

않게 된다 rmin은 이 렇게 되는 경 계에 해당하므로 대략 thermal vibration 
ampli tude, p 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 므로 critical angle은 

댄
 
나
 

(11) 

가 된다. 여 기 서 VT를 식 (8)의 standard 모델을 사용하면 

if1 c = 웹 ln [ (담)2+ 1] (12) 

여기서 

이
 써
 



rpl =펌꿇갚 (13) 

이다. 식(12)와 식(13)을 비교해 보면 <P l은 <P c에서 온도효과가 빠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thermal vibration amplitude p 와 screening length a가 비 슷하다고 

하면 critical angle ψc 는 대략적으로 ψl 에 의하여 표기될 수가 있다. 이런 이 

유로 간단한 형태로 표현되는 ψ1 을 critical angle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critical angle은 실 험 적 으로 얻 을 수 있 는 half angle ψ lι 와 대 략 적 으로 비 슷 한 

값을 나타내며 표 2에서와 같이 일반적인 RBS 실험조건에서 약 1" 정도의 값을 

보인다. 정확한 critical angle 값은 제 3절에서와 같은 numerical simulation에 의 

하여 구해진다. 

다. Minimum yield 

critical angle과 더 불어 channeling 실 험 에 서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파라메 타 

는 X min으로 표시 되 는 mmlmum yield 이 다. 그 림 2.9와 같은 가상결 정 의 단위 격 

자에서 πr2mln 내로 입사되는 이온들은 격자이온과의 충돌에 의하여 channel 바 
깥으로 나가게된다. 이때 X min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laUice atoms 

• • • 
• 

2:;;? πr6 : unit ce 

l:~. • t만 

• • • πrl2n|n 

Fig. 2.9 Fictitious crystal. The unit area of a string 

shown together with the nonchanneling area π r2m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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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in = 
non channeled area 

channel area 

π샤nm 
π쇄 

(14) 

격자의 밀도를 N, 격자상수를 d라고 할 때 격자의 면적 πr2。 = lA애가 된다. 또 

한 rmin은 thennal vibration amplitude P 로 생각할 수 있으므로 ( P 는 표 2.1에서 

와 같이 대략 O.lA이고 large angle collision은 대략 O.Ol A이상인 것을 감안) 

Xmin(p)=Ndπp2 

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 χnun이 입사이온과는 무관하고， 격자이 

온자체에도 무관하며 오직 격자의 기하학적 형태에만 관계한다는 것이다. (그러 

나 에 너 지 가 아주 낮은 경 우에 는 large angle collision을 위 한 impact parameter 

가 점점 커져 p 와 비교될 정도가 되므로 low energy로 가면서 X min은 커질 것 

을 예상할 수 있다.) 표2에서 알 수 있듯이 X min은 axial channel의 경우 대략 수 

%정도이다. 

라. Angular yield 

격 자이 온들의 vibration mode가 바뀌 거 나， 결 정 의 channel내 부의 in tersti tial 

defect 등을 보고자할 때 유용한 것이 입사이온의 각도에 따른 channeling yield 

의 변화이다. 그림 2.10에서와 같이 이온이 ￠의 각도로 첫 번째 격자와 r만큼 떨 

어져 입사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에너지 보존법칙으로부터 

EIj}+ V T( γ) = V T( rmin) (15) 

와 같은 관계를 얻을 수 있고， r이 작은 경우 식 (8)로부터 

VT( 서 =2뤘낭 ln (장) 

가 되므로 식(15)에 이를 대입하면 

% 

ω
 



lattice atoms 
·m m r l 

traj. of incident ions 

crystal surface 

Fig. 2.10 Model for the calculation of the angular y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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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표현된다. 여기서 rmin을 뚫고 나가는 이온들의 close encounter probability 

Pce를 1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이옹들의 Pce를 0 이라고 하면 channel의 반지름 

이 r。일 때 

q 

γ
 

-q 

π
 

-씨
 

P 

2픽 
Øí 

Xmin e cþ < cþ1ln꿇 

Pα(cþ) = 1, cþ > cþ1ln꿇 

이 된다. 이를 그리면 그림 2.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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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1 Simple theoretical angular yield 

curve. 

4. Planar channeling 

이제까지의 논의는 주로 결정의 축 방향으로의 channeling에 대한 것이다. 그 

런데 channeling은 결정 축 뿐만 아니라 결정의 면에서도 일어나며 이 것을 축 

방향의 axial channeling과 대 비 하여 planar channeling이 라고 한다. planar 

channeling에 서 critical angle cþ 2는 cþ 1 의 경 우와 비 슷하게 다음과 같이 주어 진 

다. 

I 
I l 

u ” 
! 

--q 
ι
 

, 
ψ
 
‘ 뼈

 
-

。‘ 
-

% 
-E 

Z 
-

-m 
-

? 
Q 

- (16) 

여기서 dp 는 결정면사이의 거리이다. 몇 가지 경우에 대한 planar channel과 

axial channel의 critical angle을 표 2.2에 수록하였다. planar channel은 axial 

channel에 비하여 critical angle이 약 25% 정도인 것을 알 수 있다. 

X min은 axial의 경우와 비슷하게 나타낼 수 있다. 

t 

ω
 



2Ymin 
Xp=고τ 

여기서 Ymin은 axial channel에서 rmin에 해당하는， channeling이 될 수 있는 최근 

접 거 리 이 다. 표2.2에 서 보는바와 같이 planar channel의 Xmin은 axial channel에 

비하여 훨씬 크다. 이것은 planar channeling이 실제로 잘 활용되지 않는 중요한 

원인이다. 

Table 2.2 Critical angle and X min for some lattices for 1 Me V He. Data 

taken from ref. [7] 

ø 1/2 (degree) , exp. X min ,calc 

axial<100> planad 100} axial<100> planar{lOO} 

Si 0.63 0.17 0.010 0.11 

Ge 0.80 0.1 8 0.011 0.1 2 

w 1.97 0.38 0.003 0.063 

5. Channeling flux distribution 

입사이온은 channeling과정에서 channel내부에서 그 밀도가 특정부위로 쏠리 

는 현상을 보인다. 따라서 interstitial의 위치， 양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격자 내에 

서 이온flux의 분포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격자와 평행으로 입사된 

이온들의 분포를 보고자 한다. cy lindrical symmetry를 가정하고， 입사이온이 격 

자이온으로부터 [;n떨어진 위치로 입사된 이온이 r에서 발견될 확률은 

P( r in. γ)=) π핍 상ln r > Y ln 

o r< r in 

그 러 면 flux distribution f(r)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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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서 = Ia ' ''p“꺼’P(rκ까m.씨" 

1 얘 
n 잭=그 

~ ? 
~ 얘 

(17) 

이 된다. 식(17)을 그려보면 그림 2.12와 같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r=r。부근 

에서 flux peaking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channel의 중간쯤 되 

는 지점에서 flux가 최고가 된다. 이러한 특징은 channeling이 interstitial의 확인 

에 상당히 민감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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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 2.12 Flux distribution in a channel of cylindrical symmetry , 

Flux peaks at the center of the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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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1 2 절 Channeling applications 

Channeling은 결정 내에 존재하는 불순물에 대한 정성 및 정량적 분석을 가능 

하게 할 뿐 만 아니라 결정 내에 존재하는 결함(defect) 의 종류 및 결정내의 결 

함의 깊이 분포， 결정 표면구조에 대한 정보， 계면 구조에 대한 연구， epitaxial 

layer 성 장 형 태 에 관한 확인 및 불순물(impurity)과 결함과의 상호작용 형 태 확 

인 등에 이용되어질 수 있다 

결정 내에 존재하는 결함들은 대개 다른 원자 및 결함들과 강한 결합을 하려 

고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결정 내에서 불순물의 강한 확산 현상， 금속의 강한 

결합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이들은 결정의 내부 내에 존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결함의 형태분석은 전자 분광학을 이용하여 얻어질 수 있으나 

channeling 빔을 이용하여도 그 형태 및 전자분광학에서는 얻을 수 없는 깊이에 

따른 결함분포 또한 얻을 수 있다. 

결함이 존재하는 결정 내에 빔이 입사되면， channel 을 이루고 있는 격자 원자 

의 전자들과의 충돌에 의해 channeling 된 빔이 결함 원자에 대해 작은 각도로 

흩어지는 dechanneling 현상이 일어난다. 따라서 이런 현상은 channel 깊이가 증 

가할수록 증가한다. 뿐 만 아니라 이온빔 주입이나 분석하고자하는 빔에 의해 생 

성된 결함은 channel 벽을 절단시키거나 휘게 만들어 원자핵의 열적 운동을 증가 

시켜 원자핵과의 channeling된 빔과 직접적인 충돌을 일으켜 큰 각으로 산란하게 

한다. 따라서 dechanneling 현상을 증가시 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 dechanneling 

되 는 량을 dechanneling factor (J 로 표시 한다. 

do 
건g = 6 • nd 

여 기 서 dp/ dz 는 단위 깊 이 당 dechanneling을 일 으킬 확률을 나타내 고 nd는 단 

위부피당 존재하는 결함의 수 즉 결함 밀도를 나타낸다. 그림 2.13에서 channel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의 전자와의 충돌 및 결함에의해서 발생되는 dechanneling 현 

상을 보여주고 있다. 보통 Si 결정 <100> 축방향으로(축간의 간격 d=5.43A) 2 

MeV He 입 사 했을 때 dechanneling factor의 크 기 는 unscreened coulomb 

potential 및 입 체 각 계 산시 small angle 팽 창을 이 용하여 계 산하면 10-19 cm2 이 

지만 실제 결정의 channel 면적은 10 1 5cm2이여서 단일 원자에 위해서 

dechanneling 현상이 일어날 수가 없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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빔은 channel 벽 혹은 축을 이루고 있는 원자핵의 열적 

일으켜 channel 빔이 바깥으로 방출할 확률을 증가시킬 

내에 존재하는 원자핵과의 직접 적인 충돌에 의해서 

backscattering 스펙트럼이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전자의 경우는 단위 면 

dechanneling을 

되됨 충돌을 

또한 결함 

일으킨 

운동에 의해 

있다. /-
π-

적에 존재하는 총 결함 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임의의 깊이에서 측정된 

channeling 빔이 channel 바깥으로 방출될 확률은 표면에서부터 축적되어져 나타 

후자의 경우에는 channel 중심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결함 원자 수에 비 

일정 깊이에 존재하는 결함 원자핵 수에 상당히 의존하는 pe하〈 형태를 

있다. 따라서 후자의 경우에는 대개 전자의 경우와 합쳐진 스펙트럼을 

나지만 

례하므로 

나타낼 /-
T 
/λ

T 있는데， 그림 2.14는 1.8 MeV He을 5 X 1014 /cm2 200 keV B 이 ;;;<.. 
T 

Si 

얻어질 

입된 

이온 

T 

판에 backscattering 통 해 얻 어 진 스펙트럼인데， 일정 깊이에 존재하는 

B의 주입 정도를 주입된 량을 나타내고 있어 갚이 변화에 따른 

있다. 따라서 이온 주입량에 따른 갚이별 

l=l 까， 0 
걷rτr도~ 알 

주입이온의 원자 분포 또한 

channeling으로 분석될 수 있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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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4 Backscaterring spectra for random and 

<110> aligned Si crystal after implant damage. 

또한 channeling 된 빔의 에너지가 작아짐에 따라 shadow cone 의 반지름이 

커지는 현상을 이용하여 결정의 표변 구조에 대한 정보도 또한 얻을 수 있는데 

그림 2.15와 같이 결정표변에 존재하는 원자간의 긴-격이 다른 상태인 

reconstructed 경우， 표면 열 및 그 다음 열의 거리가 다른 relaxed 상태인 경우는 

표면 원자의 후방 산란 스펙트럼 피크가 표준 상태의 결정 표면에서 얻어진 후방 

산란 스펙트럼의 경우보다 입사 이온빔에 심하게 노출되는 경우이다. 따라서 후 

방 산란되는 스펙트럼의 피크 크기가 표준상태 보다 크게 나타난다 희유 금속 

의 reconstruction 정 도나 relaxation 정 도 또한 channeling을 이 용하여 측정 할 

수 있는데， 이런 reconstructlOn 정도 나 relaxation 정도는 표면에 존재하는 원자 

들의 결합력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줄 수 있으며， 순수 금속 판정 여부 

의 기 준으로 이 용될 수 있다[10 ， 1 1]. 

또한 결정 표면에 unbounded 된 원자가 존재하면 다른 원소를 흡착하는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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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5 Schematic of four ion scatterings of reconstruction , 

relaxation, and adsorbate covered. 

을 갖게 된다 unbounded 된 원자를 갖는 결정 표면에 부착된 불순물의 위치 또 

한 표면 물리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현상 중에 하나인데 channeling을 이용하면 

부착된 불순물의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다. 표면에 결정을 이루고 있는 원자 보 

다 무거운 원자가 흡착되는 경우에는 표면 원자보다 kinematic factor(K factor) 

가 크므로 큰 에너지 영역에서 측정되고 가벼운 원소가 흡착되어져 있는 경우에 

는 K factor가 작게 나타나므로 후방산란 스펙트럼의 피크는 작은 에너지 영역에 

서 나타난다. 따라서 결정 구정 원자 보다 무거운 원자가 부착되었는지 가벼운 

원자가 부착되었는지 쉽게 구별할 수 있다. 또한 검출기 각도를 변화시키면서 흡 

착된 원자의 구조 및 표준 상태의 원자 구조 또한 찾아낼 수 있는데， bulk 속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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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6 Schematic of ion Scattering spectra for 

amorphous film on single crystal. 

로 빔이 입사되어 backscattering을 일으킬 때 방출되는 channeling 빔은 표면 쪽 

에 흡착된 원자들에 의해 blocking되는 효과를 나타내어， blocking이 일어냐는 각 

도 변화를 측정하여 bulk의 원자들의 배열 위치도 결정할 수 있다[12， 13].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앓은 박막을 이루고 있는 경우 즉 반도체위에 금속이 

ohm 접 촉 된 schotty baπier[l4] 혹 은 filed effect transitor[l5] 처 럼 두 박 막 이 따 

로따로 층을 형성하느냐 아니면 혼합되어 형성하느냐가 물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경우에도 channeling을 이용하여 혼합 정도를 분석할 수 있 

다.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않은 박막으로 따로 따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림 

2.16 에서처럼 무거운 원소가 앞 층에 존재하면 후방산란 스펙트럼에서는 뒤 층 

의 원소보다 큰 에너지 부분에서 피크가 나타나지만 이들 두 부분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뒤 층 원소의 피크의 크기가 작아지며， 표면 피크의 크기는 상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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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혼합되어져 있는 부분이 두꺼울 경우에는 그 폭 또한 

넓게 나타날 수 도 있다. 

두 가지의 다른 결정을 한 경계 변에 성장시키는 경우 즉 epitaxial layer 층을 

형성시키는 경우에는 그림 2.17과 같이 epitaxial layer 층이 완전히 형성되어 졌 

을 경우에는 표면 피크와 배경 피크가 혼합되어져 나타나지만 그 경계 면이 완전 

히 합쳐지지 않으면 channeling 된 빔에 의해서 배경 피크 위에서 또 다른 피크 

가 형성된다. 그리고 어느 정도 합쳐진 경우에는 표면 층에 의한 epitaxial 층의 

피크가 넓게 나타나고， epl없ial 층이 완전히 amorphous 상태가 되면 표면 피크 

의 크기가 상당히 크게 증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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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7 Schematic of the backscattering spectra from different 

epitaxial la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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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itaxial silicide[16] 층의 형 성 정 도， 

Si 층 형 성 [17] 정 도， saphire 위 에 

및 superlattice 구조[19] 분석 등[6] 에 

금속의 기계적 특성인 강도 및 부스럼 방지등에 

상호작용 또한 channeling을 통하여 해석할 수 

불순물과 vacancy 및 interstitial의 상호작용， 

정 량 등에도 channeling 이 이용된다 일반적으로 

라 하는데， 대개 solute의 크기에 따라 포획될 

결정되어， 주로 작은 원자는 interstial에， 큰 원자는 

속에 존재하는 solute의 

온도에 따른 잉lute의 이 동과 

생 성 된 defect와 solute의 

금속에 입사시킨 후 

결합된 solute 들의 이동 현상을 

substitutional 

annelaing 을 통하여 Si 위 에 

정도의 Si 무질서 층 

channeling을 이 용하고 있다. 

영향을 미치는 불순물과 

있다. 즉 

interstial 

submicron 

현재까지 

amorphous 

형성[18] 정도 

또한 

결함과의 

금속내의 원자와 

첨가된 

defect의 

포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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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eling 할경우에 Pd의 tetrahedal 위치에 존재하던 deuteron이 다시 150K에서 

anneling을 하면 octahedral 위치로 변화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2이. 

일반적으로 이온빔을 이용하여 물질을 정량 분석할 경우에는 입사되는 이온빔 

에의해 vacancy와 interstial은 매질을 내부에 생성되고 매질을 구성하고 있는 원 

자들에 무질서를 유발시켜 표면 피크의 증가， dechanneling rate 증가， 불순물의 

이동 현상을 일으키지만 channeling 분석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왜냐하 

면 빔에 의해서 생성되는 결함은 표면에서 수 μm까지 진행하면서 형성되고， 표 

면 가까이에는 적은 량의 결함만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1 MeV , 6 x 1014 

He/cm2 빔 이 Si에 입 사하면 Si 표면 에 형 성 되 는 defect의 증가 비 율은 0.002 정 도 

로 측정되어 이온빔에 의한 damage 분석에도 channeling이 이용될 수 있다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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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Channeling simulation codes 

Channeling현상은 60년대초 Robinson과 Oen[22] 이 결정 내에서의 원자 감속 

과정을 전산모사(simulation)하면서 발견되었다. 이것이 최초의 챈널링에 관한 전 

산모사작업이었고 그 후 챈널링 현상을 동반한 물리현상을 기술하고 해석하는 많 

은 전산모사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 전산모사를 크게 나누면， 운동방정식에 의하 

여 작용하는 힘을 정확히 기술하고 시간진행에 따른 입자/이옹의 궤적을 추적하 

는 Molecular Dynamic Simulation과 난수표를 이 용하여 입 자의 거 통과 반응을 

확률적으로 예측하는 Monte Carlo Simulation이 있다. 개별입자의 움직임을 정확 

히 추적한다는 점에서는 전자가 상대적으로 유리하며 개별 이온입자의 움직임보 

다는 전체로서 이온빔(ion flux)기술하는 작업에는 계산과정의 효율성 면에서 후 

자가 선호된다. 

반도체산업에서는 저 에너지이온빔의 주입과정에 수반되는 챈널링 현상은 공 

정상의 심각한 저해요소로 작용하므로 챈널링 현상을 피하는 수단으로 전산모사 

가 흔히 사용되고 있으며 또한 결정매질의 표면개질의 과정에서 atomic 

collision -cascade 현상을 주로 기술하는 목적으로 전산프로그램이 개발된 것이 

MALOWE[23-29]이다. 반면 챈널링 현상을 이용한 결정의 특성평가를 목적으로 

일군의 연구자들이 전산모사를 이용하고 있으며 크게 ORNL의 Baπett[3이와 

Gronogen의 Smulders[31] , 그리고 Ðygo[32]가 대표적이다. 특성평가 목적의 code 

는 이미 외국에서 제작되어 사용되고 있는 상태이지만 Rutherford Backscattering 

Spectrometry(RBS) 나 Elastic Recoil Delection 방 법 처 럼 획 일 적 인 실 험 조건 과 간 

단한 결과해석 과정이 아닌 까닭에 기존의 code를 도입，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챈 

널링 현상의 완전한 이용이 어렵다. 따라서 최소한 기존 code의 개선이나 독자적 

인 전산모사용 프로그램의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당해 년도의 연구에서는 

기존의 전산코드의 기본적인 algorithm과 사용된 변수들의 파악하여 챈널링 현상 

을 기술하는 당 연구진 고유의 코드를 개념설계 하고자 한다. 

챈널링 현상을 이용하는 특성평가방법은 기본적으로 이온을 사용하고 측정하 

는 물리현상에 따라 이름을 탈리한다. 이를테면 channeling/RBS , PIXE 

channeling, PIGE/channeling등이 된다. 기본적으로 이온의 챈널링 현상에 의하여 

초기이온 이온빔의 공간적 분포가 결정 내에서 왜곡화되며 이러한 공간분포를 가 

지는 이온빔과 특정원자 혹은 원자구조와의 상호반응으로 만들어지는 물리량을 

측정함으로서 결정내의 불순물 원자 혹은 왜곡된 격자구조의 위치와 평균적인 밀 

도를 측정할 수 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거의 매질격자에 의하여 결정되는 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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빔의 공간적 분포에 대한 정확한 기술이 요구된다. 따라서 챈널링 현상을 이용한 

특성평가작업은 격자내 에서 이온빔의 공간적 분포를 구한 후 불순물 원자와의 

예상분포를 입력하고 이온빔과 불순물 원자간의 상호반응에 의하여 발생되는 물 

리량을 전산기로 모사하여 실험치와 비교하는 순서로 이루어진다. 

1. Flux distribution 

특성평가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이온빔 챈널링은 이온주입과정과는 달리 결정 

매질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일반적으로 결정챈널에 존재하는 불순 

원자는 매질원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으므로 채널중의 이온빔분포는 

매질원자와만 작용하여 결정된다 챈널을 따라움직이는 이온의 거동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들은 우선 격자원자의 핵자에 의한 전기력이다. 일반적으로 핵자의 

Coulomb potential을 궤도전자의 차폐현상이 더해진 모양으로 나타나며， 매질격자 

와 입사이온의 종류 그리고 이온의 에너지에 따라 차폐의 효과가 달라진다. 기본 

적으로 결정내에서 개개의 격자원자가 기여하는 potential을 고려해야하지만 무 

한한 개수로 인하여 계산이 불가능하거나 시간소요가 지나치게 많다. 따라서 운 

동입자(이온)로부터 가까운 몇 개의 격자가 만드는 potential을 고려하거나 결정격 

자의 규칙 성 을 이 용하여 “끈(string)'’ 혹은 ”판(plate)"형 태 의 potential source를 

가정할 수 있다. 물론 언급한 두 가지의 복합적 형태인 potential source를 가정할 

수도 있다. 전자를 Binary collision model이 라 하며 후자를 continuum 

approximation이 라 부른다. 

이온과 원자의 충돌Ccollision)현상을 기술하는 potential 모델은 흔히 

Thomas- Fermi 모델을 기본으로 하여 구체적인 경우에 실험적으로 적합한 차폐 

함수를 선택하여 사용하고 있다. 결정 내에서의 이온 챈덜링 현상에서 특히 매질 

내에서의 저지능(stopping power) 이 무정질 혹은 poly crystal의 그것들과는 현격 

히 다른 값을 가진다는 점이다. 또한 고도로 규칙적인 격자배열 상태이고 격자간 

격과 비교하여 상당한 정도인 격자원자의 thermal vibration amplitude가 이온의 

거동에 영향을 미치므로 정량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반드시 고려하여야한다. 일반 

적으로 격자 상호간에 독립적인 열운동을 가정하여 계산하고있으나 열운동의 인 

접한 격자간 상호관계( co-relation)를 고려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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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Binary collision model과 continuum model. 

격자의 원자핵과 궤도전자가 기여하는 potential을 개별적으로 기술하는 방식 

이 binary collision model이 며 격 자 챈 널 의 축 과 면 이 전 자 기 적 potential에 대 한 

기 여 분을 간단하게 기 술하는 방법 이 continuum model이 다. 이 경 우 축방향 

continuum charge의 분포는 끈(string) 이 되고 변방향의 분포는 판(plate) 이 된다. 

계산이 간단하고 챈널링 현상의 정성적인 기술은 가능하지만 개별격자원자에 의 

한 shadow cone 혹은 이온빔의 챈널간의 이동등에 대한 기술이 불가능하다. 따 

라서 큰접원자(nearest atom)에 대해서는 binary collision model로， 그 외각 원자 

들의 기여분은 continuum model로 기술함으로서 계산시간의 단축을 시도했다. 

원자핵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순수 Coulomb potential을 궤도전자의 영향으로 

차폐하는 방식이 된다. 

Z,Z?e2 ., r K 서 = 」;느'- cþ(승 ) 

여기서 ￠(5)는 궤도전자의 차폐함수(screen뼈 

(8) 

의 조합과 이온의 에너지에 따라 적절한 함수를 선택， 사용하게된다. 일반적으로 

흔히 사용되는 차폐함수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Moliere approximation[33] 

cþ( 즌 )=Lα 1 exp(- βi r/ a) 
tι l 

여기서 a 는 Firsov의 차폐반경이다. 

CÐ Lindhard screening function[34] 

￠( 5 ) = 1 - { 1 + 3a2/ 써 1/2 

여 기서 a는 Bohr' s screening radius. 

@ Universal potential[35] 

Moliere 차폐함수와 같고 다만 4개씩의 계수를 사용한다. 

αi= {0.1818 , 0.5099 , 0.2802 , 0.02817} 
β，= {3.2 , 0.9432 , 0.4029 , 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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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Spherical syrnmetric charge distribution에 의 거 한 차폐 함수[36] 

r frr … 4πrp2dr} cþ( 서=윷{ frr… 4 7r?P2ψ -

stnng 평균화한 갚이방향으로 기여분은 원자핵바깥의 격자원자로부터의 

potential로 표시 한다. 
랩
 

(22) Vs(p)= ￡ J$n당필)dz 

contmuum 모사할 경우에는 상관없으나 

기술하는 경우에는 string의 열진동효과를 

근접원자를 binary coolision 모델로 

model로만 이온 챈널링 현상의 거동을 

고려할 수도 있다. 

(23) V TM(P) = _1호 cπ | ∞ e μ /u' Vs( s) s ds da 
πμ JO μ0 

값， 二l진폭이며 평균 축(axis)마다의 

결정하였다. 

p2+ i - 2pscos α이 며 

<x2>=<i>= μ2 은 Debye model로 

? 여기서 

ζt:../-、1
‘'- 'ë즈 이온의 에너지 진행하는 'iU L---l ...2-

L.!.'t.:코 E크 나. 

단면 

죠::..!-、1 
‘'- t즈. 

Impact parameter, b, 인 작은각 산란(glancing angle scattering) 전후의 

( transverse)방향의 운동량 변화는 다음과 같이 근사할 수 있다[37]. 

1) 원자핵에 의한 운동량변화량과 에너 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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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격자원자와 작은 각도(glancing a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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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빔들은 또한 챈널을 따라 진행하는 



의 탄성산란반응을 연속적으로 하게된다. 진행하는 입자의 질량을 M J, 표적인 격 

자원자의 질량을 Mz라 하면 에너지 E인 이온이 산란 후 손실되는 에너지 L1E)는 

아래와 같이 근사된다. 

- r쭈 1 ~ 2깎(1- cos e) ~ 띈 e2 
~ J nuc Tn2 Tn2 

(25) 

2) 전자에 의한 이온의 에너지 죠:: /、1 
'-- "크 

이 온의 에 너 지 손실은 nucleonic stopping power와 elctronic stopping power 

로 나뉘 며 수십 keV이 상의 에 너 지 영 역 에 서 는 electronic stopping power가 지 배 

적이다. 무정질이나 다결정질 매질에서의 이온빔에너지 손실은 반실험적인 자료 

를 적합한 함수로 fitting하여 사용[38]되고 있다 하지만 챈널링 현상이 일어나는 

결정질 격자사이(channel)에서는 이온이 정지하기까지의 궤적을 따라 전자의 분 

포가 평균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비정질이나 다결정에서의 electronic stopping 

power와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시료 결정의 특 

정 챈널별로 입사이옹에 따른 에너지손실을 계산할 필요가 있다 Dygo와 

Turos[39]는 물질내에서의 electronic stopping power를 내각전자의 여기， 이온화 

그리고 외각전자(valence electron)에 의한 손실 그리고 plasmon의 공명손실에 의 

한 항으로 구별하고 각각의 기여분을 합하여 챈널내에서의 electronic stopping 

power를 구하였다. Inner shell과 valence electron은 b/ ao ~ 4으로 구별하였으며 

v/vo 는 0.5 인 이온에 대해서는 비교적 실험치와 일치하고 있다. 여기서 b는 

impact parameter이며 ao는 scaled Bohr radius이며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 

ao = aBohr/(E,hB) 1/2, ν0= ñ /(aOmJ) 

where, Ei is appropriate binding energy 

(26) 

따라서 챈널내에서의 electronic stopping power, éC깅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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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nc는 core전자의 평균밀도이며 ncC까)와 η vC;')은 챈널 내에서의 국부적 

인 전자밀도이며 Roothaan - Hartree→Fork의 wave function[ 40]을 이용하였다. 

Impact parameter, b, 로 core 전자와 반응했을 때 저 지 능[41 ，42]은 다음과 같 

다. 

L1E(b) =쁘합 [ Jo∞KÕ(쩌뼈) f φ 
- 짧{ Jo∞댐(η H(rf， 써，) f 썩 2] 

(28) 

여기서 H(x， y) = Jo 7r zK1 (z) 뼈이며 z= (x2 + i-2xycoslþ) 1써다 Ko과 K1는 

modified Bessel functions of second kind를 나타내 며 éB는 Rydberg 

constantCl3.6 e V)이 다. 사용된 、껴 까‘ L.. 

긴Tτ: a=2v/vo , β= (b/ao)/(v/vo) , 

r= Cl +α2) 1/2 이다. 외각전자의 저지능 성분은 두 가지로 구별하여 local 

electron[ 43]과 plasmon에 의한 항[44-J24]으로 구별하였다[45]. 

-[ 뽕 La ,. 總켈{P Iocal1n [ 짧빨 ] + NZln [ 끓 ]} (29) 

where Z e!j effective charge of the moving ion; 

VF 11(3π2NZ) 1/3/ me is the Fermi velocity; 

ωρ (4πe2 NZ/ me) 1/2 is the plasma frequency; 

Z the number of valence electrons per atom; 
P local the local charge density due to valence electrons , 

N the atomic density; 
Zeff:= ZI{l- exp( -137Z12/3v/c)} 

2. Yield calculation과 lattice site location. 

챈널을 따라 깊이에 따른 이옹 flux의 분포를 구한 다음 격자 내에서의 불순물 

원자 혹은 왜곡된 결정구조를 가정하여 측정하고자하는 물리량을 발생케하는 반 

응확률과 flux 분포를 곱하면 계측되는 특정 물리량의 발생확률을 구할 수 있다. 

되
 



RBS/Channeling의 경우 후방산란입자가 될 것이며 PIXE/Channeling의 경우에는 

특성 X-ray가 된다. 

격자 원자와 이온의 반응확률(nucJear encounter probability)은 impact 

parameter( b)가 격자원자의 열진동 진폭( α) 보다 작을 때 다음과 같은 확률로 

일어난다. 

P( 야 db ~ 휴 s 써 / u' b 뼈 
μ 

(30) 

챈널축 방향과 이온의 진행방향이 이루는 각도가 ￠일 때 random 입자의 

nuc!ear encounter probability는 다음과 같다. 

Praηdom(b) db=2πb db/A (31) 

여기서 A=AocosØ이며 A。는 챈널의 단면적이다. 따라서 random 입자의 

nuc!ear encounter probability로 규격 화한 nucJear encounter probability[3이는 다 

음과 같다. 

A 얘/u2 
F( ro) = Iî? e 

πu 
(32) 

Channeling/RBS의 경우 일반적으로 일정 갚이에서의 불순물 원자에서 유도되는 

산란입자의 스펙트럼이 사용된다. 따라서 이온 flux의 공간적 분포를 임의의 깊이 

( z) 에 위치한 단위두께 ( dz) 에 위치한 불순물 원자의 분포를 아래와 같이 가중함 

으로서 이후 계산에서는 불순물의 갚이에 대한 분포로부터 자유로와 진다. 

/(x , y) 값 dy = Jp(x ， y ， z)ω(z) dz (33) 

여기서 p(x, y , z) 는 이온빔의 flux density이고 w(z)는 불순원자의 갚이방향( z) 

분포이다. Weighted flux를 구한 다음 챈널 내에서의 불순물분포를 아래와 같이 

적 분하면 후방산란의 normalized impurity yield( x)를 구할 수 있다. 

? 
]

-h 

니
 



x = J J 값 dy f(x , y)FO(r,) 

=찮 J J dx dy [f(x , y) . e [ - (x- x싸 
(34) 

그러나 실제 계산에서는 챈널의 단면 (xx y)을 2차원 배열로 나누어 작은 sub- cell 

( Ej . E)별로 weìght flux , f(Xi , y) ，를 구하여 저장해서 이용하게된다. G, j)번 

sub-cell에 서 의 weìght flux는 다음과 같으며 

F，j= 찮2펴2fXI+SYl 十 η) 뼈 (35) 

이 것을 이용하여 계산되는 norrnalized impurity yield( x)는 다음과 같이 표시된 

다. 

x πμxziyExEy 획Fij 
~ I? . ~ I? J_I 작土k상삭 I'J ι土仁꽉ι 1'[ 

>< ffY/2 [김 e \ -l u, j -l u, j I 짜 야 
(36) 

이러한 과정으로 전산 모사하여 실험값과 비교하게 되면 가장 적합한 불순원 

자의 분포를 예측할 수 있다. 챈널링 현상을 모사하는 전산코드의 알고리즘은 거 

의 알려져 있으며，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격자원자의 potential과 챈널 내에서의 저 

지능 자료u모델)의 선택이다. 일반적으로 깨끗한 처녀결정 (vìrgìn crγstaD의 

트럼을 얻어 적용한 potential 모델과 저지능 자료의 적합성을 검증한다. 

까、퍼1 
- -, 

띠
 써 



제 4 절 실험 

l. Experimental setup 

가. Chamber 

다목적으로 제작된 진공 chamber를 이용하여 channeling 실험을 수행하였다. 

진공은 초기진공， 진공해제， 재 진공 등이 자동으로 제어되는 진공 시스템 및 

cold trap를 이용하여 대개 실험 중에는 진공이 낮은 10 5 torr이하를 유지하게 

하였다. 진공제어 장치는 이전 후방산란 실험 시 사용했던 자동 진공 시스템을 

재구성하여 이용하였다. Channeling 실험이 진행된 chamber의 내부 크기는 H530 

mm X D420 mm 이고， target manipulator의 설치와 고 진공을 위해서 스텐레스 

스틸로 제작하였다. Collimator unit는 collimator와 antiscattering collimator로 이 

루어져 있으며 구멍의 크기는 각각 지름이 5.2 mm. 5 mm 이다. Collimator unit 

는 지지대위에 고정되어 정렬이 용이하고 빔과 수직인 면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였으며， collimator를 교환하더라도 collimator unit가 본래의 위치로 

재현성 있게 위치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Channeling 실험 시 검출기가 위치한 

각도는 140。 이고 표적으로부터의 거리는 250 mm이며， 검출기의 입체각은 1.3 

mstrad 이다. Chamber의 바닥에는 goniometer의 회전 3축을 조정하는 선을 연결 

할 수 있게 하는 multiwire feedthrugh를 설치하였고， 각 회전축을 연결하는 선은 

진공을 위해서 teflon이 피복된 전션을 사용하였다. 또한 chamber 지지대는 작은 

충격에는 chamber7} 움직이는 것을 막기 위해 철재 상자를 제작하여 그 위에 위 

치하게 하였으며， 철재 상자 바닥부분을 앵커로 실험실 바닥에 고정하였다. 철재 

상자 옆변에 조정나사를 만들어 빔 라인과 정렬할 때 조정할 수 있는 장치로 이 

용하였다. 철재 상자와 chamber의 연결 부분에서는 땅콩모양의 구멍을 내어 전후 

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 

나. Goniometer 

Channeling 실험 시에는 표적의 방향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게 하는 

goniometer가 제일 중요한 장치중의 하나이다. 본 실험에서는 3축의 linear 운동 

과 3축의 회전 운동이 가능하고 진공 chamber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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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niometer를 사용하였는데 그 재원은 표 2.3과 같다. 

Table 2.3 : Specification of the used goniometer 

축방향* -닝f- %t 경남 최대변이 정확도 
home 

비고 drive 
type 

UMR8.25V6 
X 25mm 1μm micormeter Newport 

BM17.25V6 

” 25mm 1μm mlcrometer ” y 

MVN120VB 
” Z 20mm 1μm mlcrometer 

M24.40V 

:t 180。 0.001。
switch 

” A URM80PP ministepper 
+index 

:t 180。 0.001 。
switch 

” C URM80APP mlcrostepper 
+index 

0.001。
switch 

” B VBG80PP :t 45。 mJnlstepper 
+index 

* Definition ofaxis 

A 

C 

Beam 

7 

」

A 
T --v 

특-닝늘i 

Y 

Fig. 2.19 Schematic diagram of the goniometer used in the 

channeling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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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y , z축에 대한 goniometer 조정은 빔 정렬 시 수동으로 이루어지며， A， B, C축 

은 channeling 실 험 시 chamber 밖에 존 재 하는 MM3000 이 라는 motor controller 

에 의해서 조정되어진다. MM3000은 수동 및 program에 의해서 computer에서 

조정되어질 수 있는데， 본 실험 시에는 LabView에 의해서 제작된 program및 

RS232C을 통해서 제어되었다. LabView에 의한 goniometer 조정용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4.3절에서 상세히 언급하고 있다. 

다. Target holder 

Channeling 실 험 시 표 적 은 goniometer의 중심 축에 위 치 해 야 goniometer 회 

전 시에 정확한 각도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지름이 250mm인 시료 하나를 가운 

데 고정할 수 있게 하는 세 곳의 고정 지지대를 탄력성이 강한 텅스텐 강을 이용 

하여 제작하였다. 또한 전하량 측정을 위해서 시료 holder 측면에 시료와 전기 

적으로 접촉이 용이하도록 용수철을 이용하였다. 용수칠이 회전하면서 시료 

holder를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시료 holder와 절연체사이에 약간의 틈을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이차전자 방출에 의한 전하량 측정의 오차를 막기 위해서 

동심원 형태의 전자 방출 억제 장치 (electron suppressor)를 설치하였다. 이러한 

형태의 장점은 당연히 이온빔의 입사각이 작을 때 suppressor가 입사 빔의 진로 

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과 제작이 쉽다는 점을 들 수 있다. 

Si wafer를 시 료로 하여 electron suppresor에 전압을 변화시 켜 주면서 얻어 

진 집적 전류의 변화량을 측정하였는데 -300V에서 포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SIMION을 이용하여 모사를 하면 동심원 형태의 전자 방출 억제 장치 걸어주는 

전압 에 비해 1/8 정도의 전압만이 실제 표적과 빔 충돌 시 충돌위치로부터 이차 

전자를 억제하는 전압으로 판명되었다. 본 Channeling 실험 시에는 500V 인가 

전압을 이용하였다. 

라. Electronics 

Channeling 실험시에 얻어져야할 data는 정해진 각도로부터 얻어진 RBS 스펙 

트럼이므로 정확한 RBS 스펙트럼을 얻기 위한 전자 장치들이 필요하다. 일반적 

으로 RBS에 이용되는 전자장치로는 하전 입자 검출기， 전치증폭기， 주 증폭기 

및 다중파고 분석이고， 정확한 집적 전하량을 측정에 이용되는 전자장치로는 이 

차전자를 발생 량을 억제하기 위해 인가하는 인가 전압 공급장치 와 집적 전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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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mber 

Fig. 2.20 Electronics for the channeling experiment. 

을 측정하는 적산전류계 (Current Integraor) 등이다. 일정한 빔 량을 기록해주는 

기록기가 필요하며 이를 다중 파고 분석기에 trigger 신호로 입력 시켜 입사 빔이 

존재할 때 만 다중 파고 분석기가 작동하게 하였다. 그림 2.20은 이들의 연결 회 

로를 나타내고 있다. 

2. 결정 정렬 방법 

챈널링에 의한 결정연구는 비교적 긴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험 

에 관한 정확한 방법론， 특히 결정 정렬 방법에 대하여는 체계적으로 연구된 바 

가 별로 없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정렬방법은 1965년 Andersen[ 46]등에 

의하여 고안된 것인데 Chu[ 471 Swanson[ 48]등에 의하여 검증없이 사용되어오고 

있다. 앞으로 이해가 되겠지만 stereograph에 의한 결정변과 결정축의 결정은 아 

주 정확한 방법은 아니다. 특히 결정축이 빔축과 많이 어긋나 있는 경우와 빔 고 

니오메타의 정렬이 매우 정확히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상당한 오차를 유발할 

소지가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기존의 방법을 검증하고， 오차의 해소 방법을 

제시하며， 결정의 챈널링 측정을 위하여 필요한 정렬의 전과정을 세밀하게 검토 

하고자 한다. 이러한 일련의 방법은 최근 Carnera와 Ðrigo[49]와 Dygo 등[5이에 

의하여 상당 부분 체계화되어 있으므로 그들의 방법을 토대로 한다. 챈널링실험 

57 -



에서 결정을 정렬할 수 있을 때까지 는 다음과 같은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한다 : 

1) 초기 goniometer 정 렬 goniometer자체 의 직 교성 , 중심 점 , 빔 축과 goniometer 

Z축의 정렬 

2) rnisalignment r 의 결정 : 정 렬된 goniometer와 Z축과 빔과의 오차각 

3) goniometer의 영점 결정 : 정렬된 고니오메타의 절대 영점 

4) 결정의 주축(主輪)과 주변(主面)의 결정 (stereograph) 

5) 결정주축에 대한 임의의 방향으로의 빔 정렬 

이중 1) 2) 3) 과정은 한 고정된 계측 시스템에서 한번만 거치면 더 이상 필요하 

지 않다. 따라서 챈널링 시스템에서 주로 필요한 정렬과정은 4) 5) 이다. 그러나 

1) 2) 3) 과정은 시스템을 변경하기 전까지는 그로부터 야기되는 오차가 계속되기 

때문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 정확히 수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가. 결정의 주축을 찾는 일반적인 방법 

챈널링실험에서 주축을 찾는 방법은 Andersen 등에 의하여 처음으로 고안되 

었으며 [51] 현재까지 보편적으로 널리 사용되어 오고 있다. 이 방법은 Chu[47] 등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잘 설명된다. 

i) 그림 2.21과 같은 fcc 결정을 생각해 보자. 

ii) 그 결정을 [110] 방향으로 goniometer에 부착한 후 수 도정도 기울인후( θ ) 회 

전하면서( cþ ) 후방산란 yield를 회전각의 함수로 나타내면 그림 2.22와 같은 

결과를 얻는다. 

iii) 이 때 rrummum yield 지 점 을 polar diagram 상에 (혹은 Andersen등은 

Stereogram이라는 용어를 사용) 표시하고 각 지점을 연결하면 그림 2.23과 같 

은 결과를 얻는다. 이때 직선이 교차하는 점이 주축이 된다는 것이다. 

iv) 교차점은 기하학적인 방법으로 실제 직선을 그어서 구할 수도 있고， 보다 더 

정확한 방법은 측정지점을 식 (37) 에 의하여 직교좌표로 환산한 다음 교차점의 좌 

표를 수학적으로 풀어 X , Y 값을 구한 다음 다시 해당되는 AB, AC 혹은 BC 좌 

표로 환산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는 물론 goniometer가 완벽하게 정렬되어 있어 

야 한다. 체계적인 channeling 실험을 위해서는 이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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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1 Example of the crystal considered through 

the rest of the chap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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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3 Stereographic representation deduced from Fig. 2.22 as is 

done by Andersen et al. They thought the misalignment of the sample 

(or the goniometric system) is given by the distance op , but it is not 

true as is verified later. 

나. 좌표변환 

결정의 임의의 방향을 고니오메타를 통하여 빔방향으로 맞추려면 결정의 좌표 

계와 실험실좌표계를 변환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를 위하여 실험실좌표계를 Fixed 

(Lab) Frame of Reference (FFR) , 결 정 의 좌표 계 를 Crystal Frame of Reference 

(CFR) 이라고 하고 다음과 같이 용어를 정의한다. 

<terms> 

XL, YL, ZL : FFR 

A, B, C Goniometer Axis 

ix, iy , iz unit vectors of XL, Y L, ZL ax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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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c, YC, Zc : CFR 

ex, ey, ez unit vectors of Xc, Y c, Zc 

< defini tion> 

FFR: 

XL은 goniometer A축과 일 치 (for XL =YL =이 

- YL은 A축과 수직 인 B축과 일치 (for A=XL=YL=이 

- ZL은 XL, YL축에 수직 C축과 일치 (for A=B=XL=YL=O) 

A =0 position은 빔이 XLZL 평면상에 위치하도록 결정 

- 따라서 빔벡타 b (cos y , 0, sin y ) y 는 빔과 ZL축이 이루는 각도 (그림 

2.24 참조) 

X 

B Z 

C 
b 

Y 
A 

Fig. 2.24 Fixed (Lab) frame of reference. 

A ,B,C are the goniometer rotational axis. b 

is the beam v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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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R: 

때 XLYLZL과 일치 - XcYcZc는 A=B=C=Xc=Y c=O 일 

- C축은 항상 Zc축과 일치 

- B축은 C=O일 때 YC축과 일치 

- A축은 B=C=O일 때 Xc축과 일 치 

이루어진다. 좌표변환은 다음과 같이 

변환하려면 벡 타 RL=[XL，YL，Cd을 CFR의 좌표 Rc=[Xc,Y c ，cd로 

이용하면 된다. 

임의의 FFR에서 

시
 「

다
 

(37) rc = R J?BRArL 

rotation matrix 는 다음과 같다 : 

sinAI 
cosAI 

A 
A 

1 

o 
m 

개
 

여기서 

1l4 

n”u 
n”u 

--A R 

(38) 멕
|
R
 

녕
 
o 

m 

n”
U 

1l4 

n”u 

r cosB 
R B = I 0 

I sinB 

sinC 
cosC 

O 

r cos C 
Rc= I - sinC 

식 (37)은 따라서 

(39) [ ~~l ~ Rc R B R A [ ~~l 

이루어진다. FFR과 CFR간의 좌표변환은 자유롭게 식 (39)에 의하여 과 같이 되며 

<빔벡타의 좌표변환> 

FFR에서의 좌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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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혔 = I :$3 (40) 

이것을 식 (37)에 의하여 CFR로 변환하면 

b(CFR)= (xc , Yc , zc) , 

여기서 
xc= bxcosBcos C+ bz(- cosAsinBcos C+ sinAsin C) 
Yc = - bx cosBsin C+ bz( cosAsinBsin C+ sinAcos C) 
zc= bxsinB+ bzcosAcosB 

(41) 

식 (41)는 빔벡타의 CFR좌표를 ABC 회전에 의하여 완벽하게 나타낼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주목할 것은 3차원 공간에서 임의의 한 방향은 

극좌표계를 쓸 경우 두개의 좌표만으로 표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 

서 식 (41)의 빔벡타도 ABC 세 가지 회전 중 어느 두 회전만의 조합으로 표현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 가능성을 생각해보자. 식 (41)를 풀 경우 실은 여기에 1개 

의 방정식 즉 샤+yg+zg=1 이 더 추가된다. 그러므로 A , B, C가 주어졌을 때 

대응하는 X , y , z 값은 umque 하지만 거꾸로 X , y , z 가 주어졌을‘ 때 대응되는 

A, B, C 값은 무한히 많다. 

1) AB 회전 

식 (41)에서 C=o 로 놓으면 

B 

B 

·m 

m 

A 

A 
따
 m 

z 

z 

’n) 

1
h
u
ι
 

-+ B 
A 
B 

야
 
m 
·m 

c 
S 

S 

X 

Z 

X 

’o 
1O 

10 

-----c 

c 

c 

x 
y 
z 

(42) 

이 경우 제약은 I YI ~ b z = cos r, 즉 빔벡타가 y축에 근접할 경우는 AB회전만으로 

는 빔방향을 맞출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bz는 일반적으로 1에 가까운데다， 이 

렇게 해야할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큰 제약은 되지 않는다. 

식 (42)으로부터 A，B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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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in -l(y/bz ) 

B= sin -lr J - xbzcosA + zbx~l 
- "'"1 l (Z2 + X 2) 

2) AC 회전 

Xc = bxcos C+ bz sinAsin C 
yc=- bxsinC+ bzsinAcosC 
zc= bzcosA 

(43) 

(44) 

이 경우 제약은 Izl 드 bz = cos /, 즉 빔벡타가 Z축에 접근할 경우 AC회전만으로 

빔방향을 맞출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참기 어려운 제약이다. 왜냐하면 결정의 

축을 z방향으로 해야할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2축만 있는 goniometer의 경우 그 

러므로 시료지지대 위에 영구적으로 몇 도 정도의 기울기를 두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녔=1-싫-랴， b;+ b;= 1 의 관계를 이용하면 식 (44)로부터 AC는 쉽 

게 구할 수 있다. 

3) BC 회전 

xc= (bxcosB- bzsinB)cosC 
Yc= (bxcosB- bzsinB)( - sin C) 
zc= bxsinB+ bzcosB 

(45) 

이 경우는 제약이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B축이 goniometer에서 cradle에 해 

당되기 때문에 제약이 따른다. 즉 • 450 < B < 450 이다. 

위의 AC회전과 BC회전이 다른 이유는 빔벡터 b가 FFR의 xz평면상에 있다고 

가정했기 때문이다. 즉 goniometer가 완벽히 정렬되어 있는 상태에서 빔과 CFR 

의 Z축을 일치시키려면 B회전을 약간 하면 되지만 A회전에 의하여서는 불가능한 

것을 쉽게 깨달을 수 있다. 여기서 3축 goniometer와 2축 goniometer의 기능상 

차이는 일단 공간적인 제약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64 



다. Goniometer의 영 점 정 렬방법 

Goniometer의 영점정렬이라는 것은 세부적으로는 CFR의 X，Y축이 FFR X，Y축 

과 일치되도록 하고 빔벡타가 xz평면상에 위치하도록 하는 A. B의 회전 값을 구 

하는 작업이다. 이 새로운 좌표계 (수정좌표계) 에 의하여 임의의 결정 축 방향을 

정확히 찾아갈 수 있다. 여기서는 Carnera의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영점의 좌 

표(현재 고니오메타의 좌표계에서)를 V(Ao, Bo) 라고 하자. 또한 현재 좌표계에서 

결정의 임의의 방향을 V(Al ’, Bl ’) 라고 하자. 그러면 수정좌표계에서 이 방향 

V(Al , Bl)은 

Al Aj'+Ao 
B j Bj'+B。

가 된다. 이때 수정좌표계에서 이 방향을 FFR의 Z축을 중심으로 1800 회전한 방 

향의 좌표를 V(A2, B2)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A 2 A 2’ +Ao 
B2 B2'+B。

이 된다. 위의 두 식으로부터 Ao, Bo는 

2Ao A j+A2-(A j ’ +A2 ’) 
2Bo B!+B2-(Bj ’ +B2 ’) 

로 표시된다. 여기서 Ao. Bo 를 구하려면 Al+A2, Bl+B2 를 알아야 한다. 여기서 

착안할 것 이 V(Al , Bl) 과 V(A2, B2) 두 좌표는 직 교좌표로 했을 때 

V，~ = - v: !x - • 2 
V ,,, = - v !y - • 2y 

(46) 

의 관계가 성 립한다는 사실이다. 식 (42) ， (46) 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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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A2 =O 

Bl 十 B2 = tan -1(_議)

따라서 

Ao= 

Bo= 

Al ’ +A2 ’ 

2 
1 , t::.n 'Y, B 1 ’ +H,' tan -1(_찮파) _ -, ι 

(47) 

가 된다. 여기서 y 만 알면 영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역으로 y 

를 모르면 정렬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이 정렬과정을 정리해 보면 다 

음과 같다 : 

i) {OOl} 면으로 정확히 절단된 실리콘웨이퍼를 시료 지지대에 밀착한다. 

ii) 일반적인 주축 결정 방법에 의하여 [001] 방향을 찾아 그 좌표 (A1’ , Bl ’) 를 

기록한다. 

iii) 그 좌표로부터 C축을 180。 회 전 한다. 

iV) 다시 [001] 방향을 찾아 그 좌표 (A2' , B2 ’) 를 기록한다. 

V) r 는 다음절에서 구한 값을 이용， 영점을 구한다. 

라. Misalignment의 측정 

Misalignment는 goniometer와 빔간의 영구적인 불일치의 정도를 정량화 한 것 

이다. 이 값은 FFR 좌표계와 CFR좌표계가 일치하는 상태에서 xz평면상에 빔이 

위치하게 할 때 빔과 Z축이 이루는 각도 y 로 표시된다. 따라서 빔벡터 b의 CFR 

좌표는 (sin r , 0, cos r )로 표시할 수 있다. 여기서는 Carnera와 Drigo가 고안한 

y 의 측정방법을 소개한다. r 의 측정은 그림 2.25와 같이 정확히 절단한 {OO1} 실 

리콘왜이퍼를 사용하여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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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axis 

A 

(001) 
y = 0.3 

c -----
Z axis -- b 

B 

1 ‘。

0 .5 ‘뇨 ι」;of=
。

-60 o 60 A 
B 

Fig. 2.25 Setup for the Fig. 2.26 Typical result of the 

misalignment measurement of the misalignment measurement. The 

goniometer using a well cut matching B angle increases drastically 

silicon wafer. as A angle approaches :t 900 . 

i) 이 웨이퍼 (100)면을 고니오메타의 X축에 수직으로 정렬한 다음 (시행착오적으 

로) 

ii) 각 A에서의 빔이 결정면에 일치하는 B값을 찾아낸다. 즉 A를 고정하고 B를 

움직여가면서 minimum yield 점을 찾은 다음 A값을 이동하면서 

iii) 그림 2.26과 같이 그려보면 A값이 커질수록 챈널링 주면을 빔에 일치시키기 

위한 B의 움직임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y 값의 결정은 계 

산치와 측정치가 일치되는 곡선에서의 y 값을 구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마. 결정의 임의 방향을 빔방향으로 맞추는 방법 

결정의 channeling 실험을 수행할 때， 주축을 찾아 정렬한 다음， 결정의 임의 

의 방향으로 빔을 맞추어야 할 필요가 생긴다.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CFR은 결 

정의 주축에 의하여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축에 대한 특정 각도에 빔을 

맞추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결정의 주축을 좌표축으로 하는 좌표계가 펼요하게 

된다. 이 좌표계에 의하여 임의의 방향의 좌표를 설정하고 그 방향으로 빔을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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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는 방법을 고안하는 것이 이 절의 목적이다 

임의의 결정 방향은 주축과 주축을 포함하는 주변으로 정의되는 좌표계에 의 

하여 표현할 수 있다. 

i) 그림 2.27과 같이 극좌표계를 정의한다. 즉 한 으
 」

그
 
「1 강

 
껴
 

& 이고 ￡ 와 주변상 

의 임의의 벡터 b 로 이루어지는 평면에 있으면서 g 와 직교하는 또하나의 
二L .Q.
-. t즈 f 라고 정의한다. 나머지 wr:工.Q..-. '- ￡와 b 에 공히 직교하면서 μ) = S x t 

로 정의된다. 

ii) 이때 주축과 6 의 기울임각， ø 의 회전각을 갖는 임의의 벡터 r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s 

따;;;;iJ/// W 

Fig. 2.27 The crystal coordinate is defined 

by the major axis s and a vector p in the 

major plane. Any direction r relative to 

these two directions can be easily 

transformed to the CFR. 

- 68 



r= cos () s + sin ()( cos <þ t + sin <þ w) (47) 

iii) 그런데 g 와 b 는 측정에 의하여 이미 CFR에서의 좌표 [Sx, Sy, S2]와 [Px, Py, 

P2]가 정해져 있으므로 CFR에서 ; 의 좌표는 간단히 구할 수가 있는 것이다. 

iv) 따라서 식 (42) 에 의하여 여기에 해당하는 고니오메타의 값 AB, AC 혹은 BC 

값을 구하면 된다. 

v) 실례를 들어 보자 

S = [001] 

P [011] not normalized 

r = 0 

일 경 우 r( () , cþ) = (600 ,300 ) 를 빔 방향과 

맞추기 위한 AB , AC, BC 값은 ? 

정 의 에 의 하여 t=[O lOJ. w=[100] 가 된다. 따라서 

r - cos60 o [001] + sin60 0 (cos30 0 [010] + sin30 0 [100]) 
[펴 」i i] 

4 ’ 4 ’ 2 

- AB 회전일 경우 

Xc= bxcosB- bz cosAsinB = - cosAsinB 멍 
Y c= bzsinA = sinA 

z c= bxs뼈 

따라서 A=48.590 , B= -40.89。 이 다. 

AC 회전일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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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 c = cosA 

그러므로 A=600 , C=30o 

- BC회전일 경우 

x c = sinBcos C 펌 
Yc= sinBsinC = 3 
Z c = cosB 융 

그 러 므로 B=600 , C=60o 

위의 세 가지 경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결정축이 시료지지대에 수직으로 놓인 

경우 (이 경우가 일반적) 결정의 기울임각 6 는 A에， 회전각 ￠ 는 C에 해당한다 

는 것이다 물론 빔의 rnisalignment를 무시한 경우이다. 따라서 AC회전의 경우가 

결정의 움직임과 goniometer 동작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에 가장 편리한 것을 알 

수 있다. 

- 거꾸로 A=450 , B=450 일때 r( θ , cþ )= ? 

X c = - cos45 ' sin45 。

--2 

1
펴
 
1-2 

Y c = sin45。

Zc = cosAcosB 

식 (47)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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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 
1-E 

」2

= sin8sinrþ 

= Slnθcosrþ 

== cos 8 

그러므로 8 = 120。’ cþ = 35.26。

바. 일반적 결정정렬 방법의 타당성과 문제점 

Andersen등에 의하여 고안되고 지금까지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결 

정 정렬방법은 앞으로 설명되어지겠지만 완전한 방법은 아니다. 이 절에서는 그 

방법의 타당성과 문제점， 그리고 문제의 해결방법 등에 대하여 논의한다. 그 방법 

을 이해하기 위하여 가장 간단한 경우로부터 출발하여 일반적인 경우까지 생각하 

기로 하자. 그 방법론에 대하여는 앞의 2.가절에서 설명한 바가 있다. 

이해를 쉽게하기 위하여 여기에서는 결정의 모양이 그림 2.21과같은 정입방체 

인 경우에 대하여 생각해 본다. 또한 결정의 외관이 구라고 생각하면 편리하다. 

그림 2.28, 2.29는 앞으로 모델이 되는 구를 CFR에서 Z방향과 비스듬히 쳐다본 

모양이다. 그림에서 동심원은 기울임각 θ 가 일정한 점들의 집합이다. 

1) Goniometer 축과 결정축이 일치하고 misalignment=O인 경우 

그림 2.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경우 channeling ffilmma를 연결하면 cþ =0인 점 

에서 교차하고， 이점이 주축의 좌표인 것은 금방 알 수 있다. 또한 두개의 직선 

역시 주변을 정확히 재현하고 있음도 확실하다. 이 주축이나 주면은 기울임각을 

어떻게 하더라도 일정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경우 결정을 정렬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2) Goniometer 축과 결정축이 일치하지 않고 miséÙignment=O인 경우 

이 경우는 모형이 그림 2.32와 같이 회전축에 대하여 기울어져 있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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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ngth = e 

Fig. 2.28 The crystal model 

for the explanation of the 

crystal alignment procedure. 

Any angle can be represented 

by the length on the sphere of 

r=1. 

beam 

Fig. 2.30 Crystal 

alignment when 

gomometer aXls matches 

the maJor axlS of the 

crystal and y =0. 

crystal plane 

crystal axis 

Fig. 2.29 Top view of the crystal 

model of Fig. 2.28. 

λ
 ψ
 

l 

8 

Fig. 2.31 Polar diagram for 

Fig. 2.32. the intersection 
y 

없
 

XA 

사
이
 

-
-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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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
 

posltlon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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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ystal 
axis \ beam 

Fig. 2.32 Crystal Fig. 2.33 Trajectory of the 

beam (ABCD circle) on the 

sphere for Fig. 2.32. The 

beam vector matches the 

crystal plane at A,B,C,D. 

alignment when 

goniometer axis does not 

matches the major axis 

of the crystal and r =0. 

이때 회전축은 .로부터 .로 이통한다. 우리의 관심은 결정축(즉 기울어지기 전 

의 회전축) +의 위치를 점선으로 표시된 새로운 좌표시스템의 좌표로 정확히 얻 

어내는 것이다. 일반적인 방법에 의하여 θl만큼 기울인다음 channeling mlnIma 

를 구해보면 그림 2.34a와 같은 결과를 얻게 된다. 여기서 ABCD는 회전시 빔이 

결정변과 만나는 위치를 표시한다. 또한 여기에 해당하는 stereogram은 그림 

2.34b가 된다. 여기서 ‘은 일반적 방법에 의하여 구한 주축의 좌표이다. 문제는 

‘가 .의 정확한 좌표인가 하는 것이다. 그림 2.33의 굵은 원내의 부위는 반구형 

태인데 그림 2.34b는 평면 즉 원형인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점 ABCD의 좌표는 

직접 측정한 값이므로 정확하지만 선AC와 선BD의 교차점 ‘의 좌표 (즉 단면의 

좌표)는 구변의 좌표인 .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 일단 두점의 회전각 ￠ 는 

일치한다 (1800 ). 그러나 기울임각 6 는 다를 수 밖에 없는데 어느 정도 다를 것 

인가 한번 계산해보자. 

그림 2.35는 우리의 모델을 옆에서 즉 Y축에서 쳐다본 모습이다. 여기서 반구 

(반원으로 보이는)를 잘라낸 단면이 stereogram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므로 

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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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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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5의 P점은 그림 2.34b의 B，D에 해당하고 ‘에 해당하는 점은 단면에 수 

직으로 면을(선으로 보이는)을 올렸을 때 구면과 만나는 Q점이 된다. 따라서 

stereogram으로 측정되는 기울임각은 Q점과 구의 중심을 연결하는 직선이 회전 

축과 이루는 각도 8 m이 된다. 따라서 항상 측정치 8 m 은 실제의 기울임각 8 r 

보다 작게 나타난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오차가 생길 것인지 알아보자. 그림에서 

sin 8m = cos 81 tanκ 

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실제 기울임각과 측정각의 차이는 

L18 = 8r -:- 8m 

= 8r - sin -1(cos81tan8 r ) 

이 된다. 

” ” 

(48) 

(49) 



el 
5。

5。

100 

100 

100 

100 

crystal axis 

rotation axis 

sin8m cos81tan8r 

Fig. 2.35 Side view of the sphere model for the case of 

Fig. 2.33. The points B and D in Fig. 2.33 match P but ‘ 
in Fig. 2.34b appears as Q causing the difference between 

the measured tilt angle θ m and the real angle e r. 

몇 가지 실례를 들어보면 

θr L1 e 
0.004。

2。 0.006。

0.02。

2。 0.03。

5。 0.06。

10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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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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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200 

0.270 

l.21" 

l.630 

결론적으로 측정 시 기울임각을 크게 할수록 오차는 커지고， (정확히는 아니지만) 

결정축의 기울임각이 클수록 오차는 커진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 

인 결정 정렬방법은 주축이 Z축 부큰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차가 너무 커지므로 

그대로 사용하기가 곤란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측정치를 그대로 사용하기 

보다는 식 (48)을 이용하여 보정한 값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 

8 r = tan -l[ 뚫칼 ] (50) 

3) Goniometer 축과 결정축이 일치하지 않고 misalignment=O인 경우 

위의 2)절에서는 goniometer축이 결정의 한 주면상에 있다고 가정하였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일 것이다. 이 경우를 생각해 보자. 우 

선 그림 2.33과 유사하게 이 경우는 그림 2.36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2.36에서 ‘ 의 좌표 (θr， 1/; r) 가 ‘ 의 좌표 ( 8η， 1/; m) 와 다른데 8 r 

수 8 m 인 것은 확실하나 I/; r 추 ￠’ m 일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자. 회전축과 

결정축을 동시에 포함하는 면은 항상 존재한다. (결정축의 평행이동 역시 같은 결 

정축임을 착안) 그림 2.36b에서 그 면은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다. 결정은 이 면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이 된다. 그림 2.36b에서 결정축이 A인 경우도 약간 회전하면 

‘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좌우 대칭이 됨을 알 수 있다. 그림 2.36b는 회전각 입장 

에서 그림 2.33과 차이가 없고 따라서 I/; r I/; m 이 된다. 

그러면 Ør은 역시 식 (5이로 표현될 수 있는가. 그림 2.36b는 적당한 회전각에 

의하여 그림 2.33과 차이가 없다. 그런데 식 (5이는 회전각과는 무관하므로 결국 

그대로 적용된다. 

결론적으로 빔과 goniometer축이 잘 정 렬되어 있는 경우， 즉 rnisalignment=O 

인 경우 식 (50)는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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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6 Similar to the case of Fig. 2.33 but now 

assuming the rotation axis is not on the crystal plane 

As (a) can be reduced to Fig. 2.33, the situation can be 

treated equally. 

4) 빔축과 Goniometer 축과 결정축이 각각 다른 경우 (misalignment=유한값) 

일반적인 경우 

일반적인 측정시스템에서는 빔축， goniometer축， 또한 결정축이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일반적인 경우에 대하여 고찰해 보자. 그림 2.37은 이 경우 

stereogram상의 교차점이 어떤 의미가 있는 점인지를 보여준다. 

i) misalignment양을 모르는 경우 

그림 2.37에서 ABCD는 y =0인 경우를 나타낸다 scanmng을 위하여 기울임각 

을 주면 빔축의 위치는 그림의 .로부터 O로 이동한다. 따라서 y=유한값인 경 

우 찾아지는 주면의 위치는 A’B'C'D'가 된다 이 주변에 의하여 찾아지는 주축 

의 위치 4는 원래의 주축‘으로부터 각 Q 만큼 회전한 위치가 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런데 α 는 기울임각과 그 방향에 따라 달라지므로 미지수이다. 따라서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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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7 General situation of the 

crystal alignment. When the 

misalignment angle r is not known, 

the common procedure fails to find the 

real crystal axis. 

misalignment를 모르는 경우 정렬이 불가능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가지 특 

기할 것은 주면이 세개 이상인 경우 misalignment가 상당하더라도 주면들의 교차 

점은 한점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주변들이 한점에서 만난다는 사실은 정 

렬이 잘되어 있다는 증거가 전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goniometer의 정렬이 확 

실하지 않은 경우 일반적인 정렬방법에 의하여 찾는 교차점은 결정축이 될 수 없 

다 

ii) rnisalignment양을 알고 있을 경 우 

misalignment양을 알고 있는 경 우라도 scannmg시 의 기 울임 각 θ l을 임 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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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으로 할 경우 그림 2.37에서 a 를 정의하기가 복잡하다. 그러므로 이 경우는 

문제를 가장 단순화 할 수 있도록 X축， 즉 goniometer의 A축 방향으로 기울여 

scannmg하는 경우에 대하여 생각하기로 한다. misalignment를 알고 있다는 것은 

goniometer와 빔의 정렬이 완벽히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X축 

방향으로 기울이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이 경우는 그림 2.38과 같이 선AC와 선 

A'C ’ 그리고 선 BD와 선 B'D'가 일치하게 된다 따라서 결정축의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또한 빔축과 결정축을 일치시키는 것도 역시 기울임 각을 y 만큼 

만 보정해 주면 된다. 

crysta I axis 

rotation axis 

beam axis 
Y 

Fig. 2.38 Finding the real crystal axis is possible by 

tilting in the misalignment direction when the 

misalignment r is kn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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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abView 에 의한 계측시스템 자동화 

가. LabView 의 개요 및 구성 

1) LabView 의 개 요 
LabView 는 미 국 National Instruments 사가 개 발한 컴 퓨터 언 어 로， 개 인 용 컴 

퓨터에 가상 실험장치 (virtual instrument)를 꾸미는 것을 목적으로 개발된 언어 

이다. 가상 실험장치란， 컴퓨터와의 연계가 가능한 각종 계측장비로부터의 신호를 

컴퓨터로 받아들임과 동시에， 컴퓨터로부터 계측장비로 명령을 보냄으로써 일련 

의 계측작업을 자동화하고， 그 결과를 컴퓨터의 스크린에 표시함으로서， 컴퓨터를 

계측기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를 의미한다. 계측장비 뿐 아 

니라， RS -232C 나 IEEE 488 인터페이스 등을 내장하여， 컴퓨터와 연결이 가능하 

도록 되어 있는 구동장치의 제어에도 활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가상 실험장치를 작성하는 데 사용이 가능한 컴퓨터 언어는 여러가지 

있으나， LabView 를 이용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잇점을 얻을 수 있다 

가) 컴퓨터와 기기를 연결하는데 많이 이용되는 각종 표준인터페이스들 

(RS-232C , IEEE 488, GPIB 등) 의 제어기 (device drived 를 내장하고 있으 

므로， 인터페이스의 선택의 폭이 넓고 측정 및 구동장비의 원격제어가 쉽다. 

계측기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인터페이스 보드를 많이 제작하는 National 

Instruments 사의 제품이므로 특히 동 회사의 보드를 사용하는 경우 유리하 

다 

나) 가)과 같은 이유로 복수의 장비의 조합된 작동에 의한 실험을 총괄하는 프 

로그램의 제작이 용이하다. 특히 여러 인터페이스의 제어기들을 미리 검증하 

여 거의 망라하고 있으므로 인터페이스 간의 충돌 가능성이 다른 언어를 이 

용하는 경우에 비해 적다 

다) Windows95 환경을 지원하며 visual 개념을 도입한 언어이므로 가상 측정 

기기의 화면 구성 및 편집이 용이하다. 특히 프로그램 작성시에도 명령어문 

을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lcon화 되어 있는 명령어를 화면에 나열하고， 그들 

을 논리적으로 연결함으로서 프로그램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라) Microsoft 사의 Visual C++ , Watcom C 등 다른 고급언어와의 연계 coding 

이 가능하며，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는 데이타 처리 루틴도 포함시킬 수 있다. 

LabView 에는 여러가지 인터페이스의 제어기가 내장되어 있다. 표 2.4에 나타 

낸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표준 인터페이스들 뿐 아니라 계측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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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컴퓨터의 연결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National Instruments 사의 보드 전부를 

사용할 수 있다. 

Channeling 계측에서는， 시료의 각도를 미세하게 움직여 각도스캔을 하면서， 그 

각각의 각도에서 계측을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의 시료에 

대해 이러한 계측을 스캔방향을 바꾸어 수회 반복해야 하므로， 수동으로 수행하 

는 경.우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인력의 낭비가 클 뿐아니라 실수를 범할 가능성 

도 크다. 따라서 계측 시스템과 시료 구동장치 (goniometer) 를 연계해서 자동화 

함으로써 능률적인 계측을 수행함과 동시에 시스템의 안정화를 꾀하였다. 

Table 2.4 Boards of which Lab View has device drivers 

interna려lly. 

Interface boards Specifications 
RS -232C standard 

GPIB (General Purpose IEEE 488 ANSI standard 

Interface board) board 

. Boards with VXI bus* (NI DIO series (24, 32F, 96) 

Corp.) DAQ- STC • based MIO 

Lab boards 

MIO • E series board 

MIO- F series. board 
* VXI bus : IEEE 488 호환 bus 동 일 프로토콜 내 장 

2) LabView 의 구성 
LabView 는 컴파일러 형식의 언어 는 아니며， interpreter 형식의 언어이다. 따 

라서 실행화일을 만들 수는 없다. LabView 로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2가지 화면 

을 이용할 수 있다. 첫째 화변에는 가상 계측기의 panel 이 표시되며 다른 하나에 

는 기 기 의 회 로도에 상응하는 diagram 이 표시 된다. 

Panel과 diagram 을 구성하는 요소는 크게 다음의 5가지로 구분지을 수 있다. 

가) 자체 VI (Virtual Instruments) control 수치 및 문자를 표시 하거 나 입 력 하 

는데 사용되는 개체 (object). 다른 언어와 마찬가지로 수치형과 문자형이 있으 

며， 수치형은 단정형， 장정형， 단정도실수형， 배정도 실수형， boolean 형 등이 

있다. 여기에는 상수도 포함할 수 있는데 상수형으로 정의되면 프로그램의 

실행 시 값을 바꿀 수 없다. Panel 에서의 모양은 수식을 키보드를 통해 직접 

- 81 -



입 력 하거 나 (주로 LED 나 입 력 창 등)， listbox, ring , on/off switch (주로 

boolean 형에 사용)， 다이얼， slide switch 등 마우스에 의한 입력이 가능한 

입력장치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다 

나) 자체 VI indicator 수치 및 문자를 표시하는데 사용되는 개체 (object) 들 

로 형식은 indicator 와 같으며， 실행 시 사용자가 값을 입력할 수 없다. 

Panel 에 서 의 모양은 문자창， 그림 창， 그리 고 LED, pilot lamp 등의 형 태 를 

띈다. 특히 그림창은 그라프나 스펙트럼 등의 표시에 이용할 수 있다. 

다) 자체 VI library 연산자 및 일반 함수， 그리고 특수함수 (Fourie 

transforrn , signal generator, 아날로그 펼터， 디지탈 필터， fitting 함수， 적분 

함수， peak ID 루틴， spectrum 입력루틴 등 계측에 이용되는 함수) 및 그들 

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여러가지 library function 들이다. 그 외에 반복 루틴 

이나 조건 분기명령 등도 여기에 속한다. 또한 여기에는 몇몇 표준 인터페이 

스 카드들의 제어기 들도 포함된다 

라) NI-DAQ 및 인터페이스 : VXI 카드들의 제어기 및 전용 library. NI 사의 

카드들을 제어하는데는 필수적 이며， 각종 function call 및 software interrupt 

routine 들이 포함되어 있다. NI- DAQ 도 자체적으로 몇몇 많이 사용되는 컴 

퓨터 언 어 ( MS Visual C++. MS Visual Basic 등) 용 인 터 페 이 스 및 확장 

control 을 가지고 있다. 이 요소들은 LabView 를 설치할 때， 추가여부를 결 

정해야 한다 

마) CIN (Code Interface Node) 외 부언 어 (MS Visual C++ , Watcom C) 용 

인터페이스 library 들로， 데이타 공유용 선언문들과 link 방식에 관한 정의문 

들이다. 

이 러 한 요소들은 모두 하나의 control object 로 되 어 있으며 마우스를 이 용하 

여 선택한 다음， 끌어 놓기 (drag and drop) 로 설치한다. Panel 은 이 중 VI 

control 및 indicator 만으로 구성되며， diagram에는 위의 모든 요소가 포함 될 수 

있다 

Panel 은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때 나타나는 화면으로， 이곳에는 프로그램을 실 

행할 때 필요한 모든 요소， 즉 설정 값을 표시하거나 바꿀 수 있도록 해주는 여 

러 종류의 스윗치 및 display , LED 등을 배치 한다. 그림 2.39에 Panel에 사용할 

수 있는 control 들을 나타내었다. 프로그램의 설계 시에는 프로그램 사용상의 능 

률， 외형상의 조건 등을 고려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하는 점은 

Panel 에서 정의된 요소는 diagram 에는 반드시 존재하게 되며， 이를 소거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Panel 에서 소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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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9 VI controls and indicators available in the pannel. 

Diagram 은 기기의 회로도와 같은 역할을 하며， panel 에 나타나있는 구성요소 

들은 물론， 주변기기와의 입출력 함수， 산술， 논리 연산자， library 함수 등 panel 

에서는 보이지 않는 요소 (VI) 들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요소들을 

Wlre 를 이용하여 논리적으로 연결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실제 회로에서와 

같은 데이타의 흐름을 프로그램 작성 과정에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 LabView 

의 큰 특징 중 하나이다. 그림 2.40에 diagram 의 예를 나타내었다. 그림에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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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0 An example of block diagram. 

나 있는 lcon 들은 VI 를 나타내며 그들을 잇는 가느다란 선은 데이타의 흐름을 

가능하게 하는 연결 선들이다. 또 3개의 굵은 선으로 나타난 테두리 (frame) 는 

각각이 하나의 큰 루프를 나타내는 것으로 하나의 루프 안에서는 모든 명령어가 

동시에 독립적으로 실행되나 다음 루프로 넘어가는 것은 현재 루프 내의 모든 

명령어의 실행이 완료되어야만 가능하다. 

LabView 의 실행은 Panel 혹은 diagram 화면상단의 tool bar 중 가장 왼쪽에 

나타나 있는 화살표모양의 실행버튼을 클릭함으로써 수행한다 (그림 2.40 참조). 

프로그램상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어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행버튼이 사용 

불능 상태로 되어 있으며， 오류를 수정하면 사용가능 상태로 바뀐다. 또， 그림 

2.40 의 diagram 화면의 tool bar 중 전구모양의 버튼을 클릭해 두면， 프로그램의 

실행 시， 실행순서 및 명령어 사이에 전달 되는 데이타의 흐름， 그리고 데이터 값 

을 화면에 표시해 주므로 오류수정이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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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LabView에 의 한 goniometer control program 

1) 기 본 goniometer 구동 program 
본 연구에서는 위에 열거한 여러가지 잇점을 고려하여， LabView를 이용한 

goniometer 구동 프로그램의 제작과， 그와 연계되는 계측시스템 제어프로그램을 

제작함으로써 전체 측정시스템의 자동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금년도에는 우선 

goniometer 구동프로그램을 작성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계측시스템 제어프로그램 

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제작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goniometer controller는 Newport 사의 모델명 MM3000 

으로 4개의 축을 제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시료의 각도 이동은 controller의 4 

개의 제어신호 출력 port 중 3개에 연결되어 있는 step motor를 이용하여 수행한 

다. Channeling 실험에서 각도 scan 을 하기 위해 필요한 회전축은 3개 이므로 3 

개의 motor를 제어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각 motor는 1번에서 3번까지 번호로 

구별하여 제어된다. Step motor는 가속도와 속도를 각각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설정은 controller를 통해 원격으로 가능하다. 

MM3000의 작동 mode에 는 본체 panel에 있는 버 튼의 조작으로 동작하는 

local mode와， 자체에 내장되어 있는 RS- 232C 혹은 IEEE 488 port를 통한 컴퓨 

터 원격제어에 의해 동작하는 remote mode가 있다. 본 프로그램은 원격 mode를 

이용하는 것이며， 원격제어를 위해서 MM3000 에는 207~ 의 동작 관련 명령어와 

207~ 의 상태표시 명령어 15개의 프로그래밍용 명령어 등 총 111개의 명령어가 

준비되어 있다. 표 2.5에 MM3000의 주요 명령어를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MM3000는 내부에 명령어의 일시 저장을 위한 buffer 메모리를 가지고 있어 한번 

에 80 자의 명령어를 입력할 수 있다. 그 밖에도 5 kB의 메모리가 매크로를 위해 

내장되어 있고， 전원을 꺼도 내용이 보존되는 메모리 (flash memorγ) 가 25 kB 

준비되어 있어 일련의 작동에 필요한 명령어 프로그램을 최대 997~ 까지 기억시 

켜 놓고 불러 사용할 수 있다. 

그림 4.41 에 작성한 프로그램의 흐름도를 나타내었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MM3000 내장하고 있는 2종류의 컴퓨터 제어용 port 중 보다 사용이 간편한 

RS - 232C port를 이용하여 원격제어를 수행 하도록 하였다. 컴퓨터에서 RS- 232C 

port를 이용하여 데이타의 입출력을 수행하려면， 먼저 port를 초기화 하여야 한다. 

초기조건은 MM3000의 초기치를 기준으로 하여， 전송속도는 9600 bps, data bit 

는 8bit, parity check는 하지 않으며， stop bit는 1bit로 설정하였다. 이 초기치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실행 초기에 port를 초기화 하고， 이 때 오류가 발생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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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1 

program. 

Flow chart of goniometer mani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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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오류가 발생하면 오류발생을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panel 의 오류 표시등이 점등되도록 하였다. 

오류없이 port가 초기화 되면， panel 에서 미리 세팅되어 있는 motor 작동에 

필요한 데이타를 이용하여 controller로 보내어질 명령어를 만든다. 작동에 필요한 

데이타는 가 goniometer의 3개의 회전 축 중 움직이고자 하는 축의 번호， 나) 

motor의 회 전속도， 다) motor 의 회 전 시 작과 정 지 시 의 가속도， 라) 이 동각도， 마) 

절대각도 이동/상대각도 이동의 여부 등이다. 이 값들은 panel 의 control을 이용 

하여 임의로 입력 혹은 수정할 수 있다. 그러나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적절 

한 값을 미리 초기치로 정해 놓음으로써， 수치의 변경작업을 최소화 하였다. 

명 령 어 가 작성 되 면， 일 련의 명 령 어 의 끝을 알리 는 carriage return (ASCII 13 

번) 을 맨 마지막에 추가한 후， port를 통해 출력한다. Carriage return을 마지막 

에 추가하지 않는 경 우 MM3000은 “ bad command" 오류 (eπor code EOl) 를 

발생시킨다. 출력은 LabView에 내장되어 있는 serial port 출력용 VI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출력 후에는 오류의 발생여부를 확인하고 오류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오류표시등을 점등하도록 하였다. 한번에 출력할 수 있는 명령어는 최대 80 자이 

다. 

오류없이 출력이 이루어 진 경우에는， 해당 축의 motor의 현 상태를 읽어 들 

이기 위한 명령어를 작성하여 출력한다. 이 명령어를 받으면 controller는 motor 

의 현 상태에 관한 데이타를 port로 출력한다. 프로그램은 port를 통해 현 상태 

데이타를 읽어 들인 다음， motor의 정지여부를 확인한다. Motor 작동중에 

면 다시 현 상태 데이타를 읽어 들인다 이 과정을 motor 정지할 때까지 

수행한다. Motor가 정지하면 그 때의 위치 값을 panel에 표시한 후， 수행을 

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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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5 Commands of MM3000 goniometer contro11er. 

Command Syntax xx nn Description 
AB xxAB 1- 4 Abort motion for xx axis 

AC xxACnn 1- 4 15000- 450000000 Set acceleraiton to nn for xx axis 

CM CMnn ... 1 - 127 Create macro with macro number nn 

EM EMnn 1 - 127 Execute macro number nn 

EP EP Enter program mode 

EX EXnn 1 - 99 Excute a program 

LM LM List a11 macro definition 

LP LP nn number of line List program from line 1 to nn 

MF xxMF 1-4 Disable motor power 

ML xxMLnn 1- 4 + or Move to travel limit 

MO xxMO 1- 4 Enable motor power 

MZ xxMZnn 1- 4 + or - Move to index 

PA xxPAnn 1-4 o - ::t 2147483648 Move to absolute position 

PR xxPRnn 1- 4 o - ::t 8388607 Move to relative position 

RM RM Reset macros 

RS RS Reboot controller 

SL xxSLnn 1-4 ::t 1- ::t 2147483648 Set soft travel limit 

ST xxST 1-4 Stop motion 

TB TB Tell message buffer 

TE TE Te11 error code 
TM TM Te11 memory usage 

TP xxTP 1-4 Te11 actual position 

TPI xxTPI 1-4 Read position in motor step units 

TS TS Tell controller status 

TV xxTV 1- 4 Tell real velocity 

UP xxUPnn 1- 4 ::t 1000000000 Move to absolute position in unit 

UR xxURnn 1- 4 ::t 1000000000 Move to relative position in unit 

US xxUSnn 1- 4 100.0 - 0.000001 Define stage resolution ( f.L m or deg) 

UU xxUUnn 1- 4 μ m,mdeg ,deg Select positioning unit 

VA xxVAnn 1- 4 100 - 1500000 set velocity 

% % Qui t program en try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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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2 Front panel of the goniometer manipulation 

program. 

그림 2.42에 작성된 goniometer 구동 프로그램의 panel을 나타내었다. 그림에 

서 알 수 있듯이， controller 제어에 사용하는 serial port 번호를 지정하는 정수형 

contr이과， 데이타의 flow rate를 지정하기 위한 control, 그리고 port에의 데이타 

입 력 시 발생 할 지 도 모르는 무한 waiting loop를 피 하기 위 한 read timeout lirnit 

을 초 단위로 지정하기 위한 control 그리고 timeout 오류의 발생을 알려주는 

indicator 등이 panel 첫 줄에 위치한다. 두 번째 줄에는 구동에 이용될 파라메터 

를 지정하기 위한 control 3개와 구동 mode (절대 혹은 상대)를 지정하기 위한 

스윗치형 control이 배치되어 있다 

마지막 줄의 moving indicator는 step motor 에 보낼 이동량을 나타낸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1000 이 goniometer의 1 。 에 해당한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0.005。 이하의 정밀도를 얻을 수 있다. 두 번째 goto indicator는 최종 도 

달 각도를 계산하여 degree 단위로 표시하며， 세 번째 indicator에는 작동이 끝난 

후， 현재 위치를 역시 degree 단위로 표시한다. 따라서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수 

행되면， goto indicator와 현재위치 indicator가 같은 값을 나타내어야 한다. 이 두 

값을 비교함으로써 작동결과를 쉽게 알 수 있다. 셋째 줄의 마지막에는 serial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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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의 발생 여부를 나타내는 표시등이 배치되어 있다. 

본 프로그램은 이 자체로 구동하여， goniometer 제어에 사용 가능하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 전체를 하나의 VI로 작성하여 뒤에서 설명할 계측시스템 자동화 프 

로그램의 subroutine으로 활용도 가능하다. 그러나 본 프로그램은 아직 수정， 보 

완해야 할 점이 있다. 첫째는 정밀도 문제이다. MM3000은 자동으로 back 

crushing 을 보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많온 각도를 이동하는 경우， 0.00 

1-0.003 정도의 오차를 나타낸다. 그리고 이를 보정하기 위한 명령어를 내장하고 

있다. 현재 본 프로그램은 이 정도 오차를 무시하고 있으나， 보정루턴을 포함시킴 

으로써 개선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channeling 실험에서 필요로 하는 각 

도의 정밀도는 현 상태로도 충분히 얻을 수 있다. 두번째는 데이타의 보존이다. 

MM3000은 처음 전원을 연결하면 모든 축의 값이 실제의 위치와 관계없이 0 으 

로 셋팅된다. 그러므로 각 축의 위치 데이타를 작동이 끝날 때 마다 구동프로그 

램이 컴퓨터의 디스크에 저장해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처음 전원을 

넣었을 때， 이전 값으로 세팅이 가능하다 또， 다음 절에서 설명하는 각도 좌표 

변환 알고리즘을 포함시킴으로써 결정내의 임의의 각도를 찾아가는 기능을 추가 

할 수 있다. 

2) 임의의 공간각으로의 이동 

1장 4절 2)에서 소개한 alignment procedure에 따라서 LabView를 사용하여 임 

의의 결정방향을 빔 vector와 정렬하는 전산프로그램을 제작하였다 방향정렬 작 

업 이전에 예정된 실험에 가장 적합한 회전축의 조합을 결정하여야한다. 언급하 

듯이 AC , BC, AC 어느 조합도 가능하나 일차적으로 dead cone의 존재여부， 수 

용가능한 입처1 각의 범위 등을 고려해야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결정의 방향은 전 

통적으로 결정구조에 따른 표기법이 확립되어(예를 들자면， <111> , <100>등) 사 

용되고 있으므로 CFR상에서 빔 방위을 기준으로 목적 방위를 지향하는 상대적인 

변위를 구하게 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목적방위의 CRF좌표를 구하게 되면 2절， 

2, 나 에서 소개한 변환행렬로 두 개의 회전축을 구동하게 된다. 구동의 순서는 

그림 2.4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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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up the Initial Status of 
Controller.eg. velocity, accleration etc.1 

j Move Each 샌~ 

Check the Position and 
Return ERR Message 

Standby Next Command 

Fig. 2.43 Flow chart of goniometer movement for arbitrary c:lirection. 

다. 계측시스템의 자동화(goniometer， current integrator, MCA) 

챈널링을 이용한 결정의 특성평가 과정은 RBS나 PIXE스펙트럼의 계측과달리 

결정시료에 대한 이온빔의 입사각을 변화시키면서 스펙트럼을 얻으며 측정된 스 

펙트럼의 일정부분(ROI)의 정보를 취하여 입사각도별 polar plot 을 그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RBS 혹은 PIXE와는 탈리 MCA, 전류적산계 그리고 

goniometer의 연계동작이 필요하다. 당 실험실에서는 이러한 목적으로 host~ PC 

를 중심으로 3축 goniometer, Multi - Channel Buffer(MCB) 그리고 전류적산계를 

운전제어할 수 있도록 그림 2.43과 같이 연결하였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 럼 goniometer는 serial communication방식으로 연결되 었 

으며 명령어 (command)의 전달과 반응(response)을 주고 받는다. 사용되는 3개의 

회전축에 대한 이동명령， 위치확인이 LabView환경에서 이루어진다. 후방산란스펙 

트럼의 계측을 담당하는 MCB는 module 제작사인 EG&G ORTEC고유의 

mailbox interface로 연 결 되 며 MCB의 모든 기 능 function control , acquisition, 

preset, ADC conversion gain , c:ligital stabilizer etc. --을 조정 할 수 있다. 전류적 

산계는 c:ligital current integrator와 GPIB communication이 가능한 counter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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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하여 꾸였다. 역시 간단한 명령어의 전송으로 모든 기능을 통제하게 된다. 각각 

의 계측， 구동장치들은 LabView환경에서 통합되었으나 다양한 실험요구에 부응 

하기 위하여 각기 독립된 module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측정， 제어계의 유연성으 

로 실험자의 요구에 대한 쉽게 대응할 수 있다. 

일 정 한 범 위 의 angle scanning mode로 측정 할 경 우， goniometer의 동작에 의 

한 결정 축 정렬， 일정한 조사량으로 스펙트럼을 측정과 저장 등의 작업이 이루 

어지며， 예정된 각도 범위를 모두 측정하였으면 중지하게 된다. 챈널링 현상을 이 

용하는 가장 초보적 실험인 polar scanning의 경우 그림 2.44와 같은 순서로 진행 

된다. 그림에서 사각형내의 내용은 PC와 주변기기들과의 통신명령 혹은 응답이며 

그 외는 host에서의 계산작업을 의미한다. 

EG&G ORTEC의 919 MCB[52]는 ORTEC의 독자적 인 protocol을 사용하고 

있다. PC와 MCB의 hardware의 연결은 37pin Dual-Port Memory cable을 사용 

한다.8개의 MCB를 하나의 PC로 제어할 수 있으며 내부의 DIP 스윗치로 주소를 

설정하게 된다. PC에 내장된 ADCAM/ IBM interface card는 &H292의 주소를 가 

지 며 각 8 page로 이 루어 진 data memory page와 명 령 어 의 전송과 수신에 사용 

되 는 8개 의 mail box page가 있 다. Data page는 DOOOO:OOOO에 서 DOOOO:FFFF까 

지 channel당 4개의 byte로 이루어진 16K 개의 memory로 이루어져 있으며 mail 

box는 DOOOO :OOOO에 서 DOOOO:8191 번 지 까지 로 할당되 어 있 다. 명 령 어 와 data 

memory의 주소가 같으나 명 령 어 의 전송시 에 는 "sendflag"를 "flagup" 상태 로 만 

든 다음 “outbox"에 명 령어를 넣으면 자동적으로 명 령어로 인식하여 mail box 

page에 넣게된다. 마찬가지로 "rcvflag"가 “flagup"완 상태에서 해당주소를 읽으면 

MCB의 응답이 호출된다. 

EG&G ORTEC Mo. 994[53]는 GPIB interface로 통신한다. Device number는 

4번 이 며 GPIB interface card에 제 공되 는 library의 subroutine를 이 용하여 명 령 어 

를 송신하고 응답을 읽게 된다 연결된 Device를 찾은 후에는 IBWRT로 text형태 

의 명 령 문을 송신하고 IBRD로 data 혹은 응답을 읽 어 온다. RS-232C방식 으로 연 

결되는 goniometer의 구체적인 통신환경은 전 절에서 이미 언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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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결과 및 논의 

1. Goniometer Alignment 

가. Optical alignment 

1) 챔버 정렬 

Transit를 이용하여 goniometer와 빔축을 정 렬하였다. 우선 transit을 이용하여 그 

림 2.46의 각 port 중심을 수평으로 맞춤으로서 진공챔버의 수평과 수직은 정렬 

되었다. 또한 빔 입사 port와 후방 NRA port의 중심을 빔축， 즉 analyzing 

magnet과 transit의 중심을 연결하는 직선상에 위치시킴으로서 챔버의 정렬은 완 

성되었다. 시료지지대로부터 각 port의 중심까지의 각도는 시료지지대에 실리콘혜 

reserve 

Si(Li) 

45.0 \ I 89.9 

40.2 

ERD2 
HIRBS 

vlew ERD1 

Fig. 2.46 Measurement of the exact port angles. 

m 

밍
 



이퍼를 설치하고 각 port의 중심점의 상을 계측한 결과 그림 2.46와 같다. 

2) goniomter 정 렬 

transit을 이용하여 고니오메터의 정렬을 다음과 같이 정렬하였다. 정렬을 위한 

시료로는 실리콘웨이퍼를 사용하였다 

i)수직， 수평 정렬 : 시료변을 빔축과 평행으로 유지하고 시료의 옆면 즉 수직면 

을 관찰하면서 고니오메타 지지대 4축을 시행착오방법으로 수직으로 정렬하였다. 

그후 NRA port의 중심점이 시료에 맺히는 상을 관찰하여 빔축의 중앙에 위치하 

도록 정렬하였다. 이로서 빔축과 시료면이 직교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ii) 중심정렬 : 고니오메타의 y축 중심정렬은 두가지 방법을 동원하였다.Y축의 

linear stage를 사용하여 시료부착면의 중심점을 transit로 정렬하였으며， 또한 900 

회 전한 시 료면과 279。회 전한 시 료면을 일치 시 켰다. 높이 는 Z축 linear stage를 사 

용하여 정렬하였다. cradle 체의 Z축 중심정렬은 고니오메타의 cradle 즉 B 회전 

축을 회전시키면서 중섬이 이동하는 정도를 관찰함으로서 정렬하였다. 중심이 이 

동하는 정도에 따라 X축 linear stage로 높이를 조절하였다. 이때 cradle의 회전에 

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는 점이 중심점이 된다. 

나. 빔 에 의 한 goniometer 정 렬 

{lOO} Si 왜 이 퍼 를 100 tiling 한 후 C 축을 회 전시 켜 {1l0} planar channel를 

찾은 후， 다시 tiling 각을 -700부터 70" 까지 변화시키면서 B축을 변화에 따른 

X min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goniometer의 정렬상태를 확인하였다. 즉 Fixed 

Frame of Reference(FFR)에 서 의 beam vector, b ，를 B축과 평 행 인 planar 

channel에 정렬시킬 수 있는 A축 회전 8x 와 B축 회전 θy 를 실험적으로 찾는 

작업이 된다. 8x , 8y 회전에 의하여 FFR에서의 beam vector b 의 Crystal Frame 

Reference( CFR)에서의 좌표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v= R/8y) . R x(8x) . b 

여기서 beam vector, b 는 XLZL평면상에 정렬된 FFR에서의 unit vector이므로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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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르 ( - sin r. O. cos r) 

변환 matrix Rx와 R;는 각각 아래와 같다. 

r 1 0 0 1 
Rx = I 0 cos 8 x sin 쩌 , 

I 0 - sin 8 x cos 8 x I 

r cos 8 y 0 - sin 8 y 1 
R~= I 0 1 0 

I sin 8 y 0 sin 8 y J 

따라서 A. B축의 회전 후 빔 vector의 CFR좌표에서의 성분은 각각 다음과 같다. 

Vx =- sinr cos8y- cosr sin8y cos θx. 

V y = cos r sin θx. 

Vz= - sin r sin 8y + cos r cosθx cosθy 

그러므로 빔 vector가 B축과 나란한 planar channel에 위치하려면 Vy성분이 

zero가 되어야한다. 따라서 FFR에서 xz평면상에 위치하는 빔 vector가 Z축과 이 

루는 각도가 y 일 때 B축과 나란한 planar channel과 정 렬할 수 있는 A. B축의 

조합은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같게 된다 

8y = 따ct뻐(뚫뤘) 

윗 식을 실험치와 비교하여 y 값을 구하면 그림 2.47과 같다 

그림 2.47에서 처럼 시스템의 시료지지대면과 빔이 이루는 각 y 를 0.020 로 

가정하고 윗 식을 이용하여 계산하였을 때가 misalignment 측정값과 가장 잘 일 

치하였는데 r 가 작으므로 misalignment 양은 거의 무시할 수 있었다. 

m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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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7 Measurement of the misalignment angle. 

시험분석 워}이퍼에 대한 GaAs u1 
^ 2. Si 

시험분석 대한 가. Si에 

조사하였다. 2.4 MeV He을 이 

yield를 측정하였다. 그림 2.48은 

그림 2.49는 그림 2.48 a에대한 

시스템의 성능을 

후 backscattering 

나타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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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O} 실리콘웨이퍼를 이용하여 

용하여 A회전축을 100 회전한 

{lOO} 실 리 콘워l 이 퍼 에 대 한 polar plot을 

polar diagram을 나타낸다. 



90 

180 0 

270 

Fig. 2.48 Polar plot of a {l00} silicon wafer. 2.4 MeV He. 

(a)Tilt angle = 100 • 

90 

180 o 

270 

Fig. 2.48 : (continued) (b) for tilt angle 600 . 

- 99 -



90 

180 0 

270 

Fig 2.49 Polar diagram of a {lOO} Silicon wafer. 2.4 MeV He, Tilting 

angle =100
. 

그림 2.48(a)에서 상대적으로 X min이 작은 peak은 {010} 평면， 큰 pe밟은 {1l0}평 

면 대응되는 pe뼈로 45。 회전할 때 마다 나타남을 볼 수 있다. 그림 2.48(b)는 

tilting angle을 600로 하여 얻은 polar plot 이다. 이 경우는 {l l l}등 3개의 축이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이는 450보다 더 큰 tilting각으로 인하여 다른 평면이 측 

정됨을 의미한다. 

그림 2.49에서 처럼 {100}평면， {l10} 평면의 pe하〈를 gausian fitting 한 다음 

같은 평면을 연결하는 선형 방정식을 만들어， 이들의 교차점을 구하면， axial 

channel을 얻기 위해 이동해야하는 각도를 계산할 수 있는데， Si 시료의 경우는 

0.16。 이었다. 그림 2.49에서 peak 옆의 숫자는 각 평면 peak을 gaussian fitting 

하였을 때 얻어 진 중심 점 을 나타낸다. {llO} planar channel 과 { 100} planar 

channel들의 FWHM(full width half maximum)의 평 균값은 {l 10}의 경 우가 l.48 

이었고， {lOO}의 경우가 1 .19로 {1l0}평면 channel의 간격이 더 넓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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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된 channel의 간격은 계산 값과는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는데 이는 빔 분산에 

의한 결과로 추정된다. 상당한 그림 2.50은 한 {l 10}평면에 대한 각각의 정확한 

angular diagram을 나타내고 있다. 

C축을 이동하여 {110} planar channel을 찾은 다음 tilting angle을 원점에 맞 

추고 B축을 0.16。 회 전하여 부근에 서 [110] axial channel을 찾는다. Axial 

channel에서 channeling의 가장 큰 특징 인 reaction yield의 감소는 그림 2.52에서 

볼 수 있다. 그림 2.52은 같은 입사전하량에 대한 backscattering yield를 random 

방향과 {l 10}방향에 대 하여 비 교한 것 이 다 {lOO} 방향과 [110]방향에 대 한 X min 

은 그림 2.53에서 비교할 수 있다. [110] axial channel에 대한 X min은 0.02 정도로 

서 Table의 이론치와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Planar channel의 Xmin값은 그림 

2.51- 52에서와 같이 일반적으로 axial channel의 Xmin 보다는 훨씬 큰 값을 나타 

낸다. 

1.2 

·〉ii、

-。 • .{ m • k깨’---- 1. • • ..c 

。‘-cl.. 
.8 

‘- FWHM: 1.60 1φ .... 
I 
그 
。Q 6 

E 
φ 

φ 

CJ) 4 
。

U 
2 

-8 -6 -4 -2 0 2 4 6 8 10 

Angle relative to {11 O} direction [deg] 

Fig. 2.50 Angular scan of the {11 O} plane of silicon crys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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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He = 2, 7 M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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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51 Backscattering yield of He on Si for random and 

{ll O} plane dir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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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GaAs 에 대한 시험분석 

[100] GaAs 시료도 시험분석하였다 0.5 MeV He을 이용하여 A회전축을 100 

회전한 후 backscattering yield를 측정하였다. 그림 2.53는 [100] GaAs왜이퍼에 

대한 polar plot 나타나고， 그림 2.54는 polar diagram을 나타낸다. 0.5 MeV 의 

낮은 에너지 He을 사용한 이유는 polar plot을 할 경우 입사에너지가 작으면 

peak FWHM 이 넓 어 져 서 큰 각으로 scan 해 도 빠짐 없 이 planar channel을 측정 

할 수 있기 때문이다. 

GaAs은 Si 결정과 마참가지로 cubic 구조를 갖인 결정이므로 Si 결정과 같은 

모양의 planar channel 갖는다 그림 2.54에서 상대적으로 X min이 작은 peak은 

{lOO} 평면， 큰 peak은 {110}평면 대응되는 peak이지만 결정이 절단될 때 임의의 

각을 가지고 절단되어져 있어 45" 회전할 때 마다 {110} 평변과 {lOO} 평면 교대 

로 나타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그림 2.55의 경우도 그림 2.49와 같이 {lOO}평면， {llO} 평면의 pe따〈를 

Gaussian fitting 한 다음， 같은 평면을 연결하는 선형 방정식을 만들어， 이들의 

교차점을 구하면， axial channel을 얻기 위해 이동해야 하는 각도를 계산하였는 

데， GaAs 시료의 경우는 3.06。로 Si 보다는 다소 크게 나타났다. 그림 2.55에서 

peak 옆의 숫자는 각 평면 peak을 Gaussian fitting 하였을 때 얻어진 중심점을 

나타낸다 {110} planar channel 과 {lOO} planar channel들의 FWHM(full width 

at half maximum)의 평 균값은 {l 10} 의 경 우가 3.43 。 이 었고， {lOO}의 경 우가 

3.08。 로 {110}평면 channel의 간격이 Si의 경우와 같이 더 넓게 나타났다. 그림 

2.56은 한 {lOO}평변에 대한 에너지 변화에 따른 angular diagram을 나타내고 있 

다. 입사에너지가 작아질수록 peak의 FWHM은 커짐을 알 수 있다. 

C축을 이 동하여 {l10} planar channel을 찾은 다음 tilting angle을 원 점 에 맞 

추고 B축을 3.06" 회 전하여 부근에서 [1 10] axial channel을 측정 하였다. 그림 2.57 

은 같은 입사전하량에 대한 backscattering yield를 random 방향과 {l 10}방향에 

대하여 비교한 것이다. {100} 방향과 [1 10]방향에 대한 X min은 그림 2.58에서 비 

교할 수 있다. [110] axial channel에 대한 X min은 0.047 정도로서 Si의 경우보다 

는 다소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Planar channel의 Xm때run 

와 같이 S히i페의 경우와 같이 ax저(l떠a려lcl미hanne리l페으의1 Xm띠m 값 보다는 훨씬 큰 값을 나타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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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정량분석을 위하여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정확한 입사빔의 양 

이다. 일반적인 이온빔 실험대에서 전하집적효율에 가장 문제가 되는 이차전자 

억제 효과을 측정하였다. 이차전자발생량은 일반적으로 시료의 원자변호에 따라 

커지므로 원자변호가 큰 Pt에 대하여 주로 측정하였다 그림 2.58은 그 결과를 

여준다. Cl이나 F과 같이 무거운 입사이온의 경우 발생되는 이차전자의 양과 에 

너지가 일반적으로 다같이 크다. 그림 2.53의 결과는 이 원리를 반영하여 이차전 

자 억제 전압을 lOOOV 이상 걸어주어도 Cl과 F의 경우 집적전하량이 평형상태에 

도달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He과 H의 경우는 500V 이하에서 거의 

평형상태에 도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Channeling 실험의 경우 거의 He을 

사용하게 되므로 전하량 측정에서 일반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이지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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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집적 효율적인 보다 실험수행시 는 channelingÆRD channeling/HIRBS 혹 은 

시 스템 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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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결론 

당해 년도논 channeling 분석 법 연구의 1차년도로서， channeling에 관한 기본 

이론의 연구， 계측 시스템 구성， 시료의 정렬법 개발 및 몇가지 시료에 대한 시험 

분석을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얻었다. 

1. channeling 기본원리 및 적용에 관한 연구 국내에서 체계적으로는 처음 수행 

되는 channeling분석에 관한 본격적 연구인만큼 channeling 현상의 정확한 이해， 

계측방법， 결정구조 및 결함해석 방법， 결과에 대한 모사방법， 적용 가능한 시료 

및 경우에 대하여 전반적인 검토 작업을 수행하였다 

2. channeling 시스템의 구성 고진공 챔버， 6-axis goniometer를 이용한 정밀시 

료지지대를 구성하였으며 channeling 실힘을 위하여 LabView를 이용하여 

goniometer, current integrator와 MCA를 연계하는 실험의 전산화 및 자동화를 

이루었다. 

3 시료정렬법 개발 및 시료지지대 정렬 시료의 위치를 0.010의 정확도로 임의의 

방향으로 정렬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였으며， 결정의 축을 정확하게 찾는 절차 

를 고안하였다. 빔 과 goniometer를 정 렬 한 결과， misalignment 정 도( / )는 0.020 

。.~ , 1 
-^λ ~I 

4. 시험분석 : [100] 실리콘웨이퍼， GaAs 왜이퍼에 대한 시험분석을 수행하여 시 

스템의 성능을 평가하였다 얻어진 χ111111 값은 실리콘의 경우 [1 10]방향 0.020
’ 

{110}방향 0.260 , GaAs의 경 우 [110]방향 0.050 , {110}방향 0.33。 이 며， 잘 정 렬된 

시스템의 값에 비하여 손색이 없다. GaAs 웨이퍼의 경우는 웨이퍼 면의 절단각 

이 3。 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살리콘 워l 이퍼냐 GaAs 워l 이퍼의 시험 분석을 통하 

여 결정의 결함 분석에 적합한 channeling 시스템을 setup 하였다 

2차년도에는 당해 년도에 제작된 시스템의 성능을 개선하고， 실제 doping된 반 

도체시료， 인조광물시료 등의 결정구조 및 결함평가 방법을 개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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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A 1. Interatomic Potential 

1절에서 Rc를 계산할 때 Coulomb potential을 가정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원 

자핵은 궤도전자에 의하여 그 전기장이 얼마간 차폐 (screeni ng )되어 있으므로 정 

확한 계산을 위하여는 더 현실적인 모델이 필요하다 

Single atomic potential 

고전적으로 screening function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φ= J1Ji 
Ze 

y 

(Al) 

여기서 V는 실제 potential이고 분모는 순수한 Coulomb potential이다 φ 를 원자 

량과 무관하도록 일 반화하기 위 하여 reduced radius(x) 개 념 을 도입 하면， 

(A2) 

로 나타낼 수 있다 여 기 서 aTF는 Thomas- Fermi screening length로서 

O.8853a。
aTF- 굉-/3- (A3) 

이 며 Bohr radius a。는 O.529Å 이 다 screening function은 다음의 표와 같이 여 러 

가지로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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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A. l Species of screen function in interatomic potential 

model screening function 

Thomas .<i _..1 

Fermi φπCx) = [l +( 훨 )"] 
A 

,tÌ = 0.8034 
atom 
Bohr 

atom 
φBohr = e-x 

Moliere 

approx. to φ [0. 35e - 0.3x + 5. 5e - 12, + 0. 1 e - 6, ] Moliere= LO.35e v.vA+5.5e '"'+O. l e 

TF atom 
Lenz-Jens 

φ Lenz - Jensen = [0. 7466e - 1. 038\ + O. 2433e - 03S76x+ O. 01018e -0206 ] 
en atom 

Zieg ler φ Ziegler = [0 .1818e -3.2, + O. 509ge -0 9423x+ O. 2802e -04029x+ 0.02817 e -0 .2띠6x] 

위의 모델은 그러나 shell effect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목적에 따라 보다 정확 

한 계산이 필요한 경우 Hartree- Fock model을 이 용하여야 한다. 

Interatomic Potential 

Interatomic screening function은 s i ng le atomic potential과 비 슷하게 정 의 되 지 만 

다음과 같이 에너지의 비로 나타난다. 

φ ，= 一K각「 
ZlZ2 eι 

r 

(A4) 

이때 φI는 표 A. 1과 같지만 screening length는 달라진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screening function의 모 양 의 변 화 없 이 interatomic screening length ar를 실 제 와 

일치하도록 조정하는 것이 간단하기 때문이다. 다음의 표에 여러가지 screenmg 

length를 수록하였다 이들은 약간씩의 차이가 있을 뿐 거의 같은 결과를 가져오 

는데， 서로 다른 것은 이론이라기 보다는 현상론적인 이유에서이다. 이 값은 다음 

표의 여 러 가지 다른 interatomic screening length와 비 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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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A.2 Species of 

interatomic screening length 

Interatomic screening length 

a。

a Bohr = ( 2/3 十 ~/3) 1/2 zl . -r Z2 

O . 8853a。
a Flrsov = ( l /2 + l /2 ) 2/3 

ZI" -r Z 2 

O.8853a。
a Llndhard =( 2/3 2/3 ) l /2 zj /U + Z2 

O . 8854a。
a Zlegler = 0 23 + 0 23 zi." -r z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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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 론 

루비레이저의 발명 이후 레이저빔을 집속시켜 공기의 breakdown을 일으키 

는 실 험 이 1963 1년 Damon과 Thomlinson1 및 Meyerand 와 Haught2, Minck3 등 에 

의해 실시되었다. 이는 마치 두 개의 전극사이에서 일어나는 discharge 실험과 

같은 강한 빛을 방출하였다. 그 이후 이러한 실험이 기체 액체 및 고체에 대해 

서 breakdown의 mechanism을 규명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최근에는 eXClmer 

laser를 이용한 단파장 영역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4 

Laser induced breakdown는 레이저 펼스가 끝나는 순간 완전히 이온화된 

가스， 즉 플라즈마가 생성되는 것을 의미한다. 플라즈마가 생성되기 위해 전자가 

발생되어 유지되는 과정은 크게 두가지 과정을 거치게 된다. 1) 레이저빔이 중성 

원자와 충돌하면 전자가 레이저의 에너지를 흡수하여 이온화된다. 

e- + M • 2e- + M+ 1) 

위와 같은 반응을 거치면서 시간에 따라 전자밀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된 

다. 이 과정은 기체 액체 및 고체의 dielectric breakdown과 유사한 반응이다. 

여기서 1)의 반응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첫째， 초기전자는 초점 지역 내에 존재해 

야하며 둘째， 전자는 이온화에너지보다 더 큰 에너지를 얻어야된다. 이상의 조건 

을 만족하면 두 번째 MPI(multi - photon ionization)과정을 거치게 된다. MPI 과 

정은 원자나 분자가 동시에 충분한 photon 에너지를 흡수하여 이온화되는 과정으 

로 다음과 같은 반응으로 설명되어진다. 

M + mhv • M+ + e 2) 

위의 반응에서 흡수되는 photon의 수는 이온화에너지 또는 bandgap 이상이 되어 

야하며， 고체시료의 breakdown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최소한 레이저 에너지는 106 

W/cm2 이 상은 되 어 야만 한다. 

레이저에 의한 분석법은 고체시료의 rrucro 또는 macro 영역 분석시 in si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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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장치로서 고체시료를 분석하는 방법으로도 각광을 받고 있다4 고체시료 분 

석시 시료를 준비하기 위한 화학적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므로 시약에 의 

한 오염의 영향이 없으며 미량의 시료를 분석할 경우 화학적 처리과정에 의한 

시료의 손실에 대한 염려가 없다. 그리고 용해가 어렵거나 유해한 시료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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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화학적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므로 여러 가지 고체시료의 분석에 응 

용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분석보조수단으로서 다음과 같은 장점도 가지고 있다. 

1) 레이저에 의해 삭마된 원소는 충분히 원자화되므로 분석을 위한 시료준 

비 시간을 없앨 수 있다. 

2) 레이저 삭마는 광섬유에 의해 원격지에서도 가능하여 가스등에 의해 분 

석지로 운반될 수 있다. 

3) 레이저 삭마는 빛에 의해 일어나므로 유기 및 무기시료， 전도체 및 부도 

체등 시료의 특성과 무관하게 거의 모든 시료에 적용이 가능하다. 

4) 레 이 저 집 중에 의 한 분석 이 므로 수십 μm 의 분해 능으로 microanalysis가 

가능하다. 

5) 수 ng정도의 시료만 분석에 이용되므로 시료의 양이 제한되는 분석에 적 

용 가능하다. 

이상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레이저 삭마(Laser Ablation) 분석법은 고체시 

료의 분석에 현재 많이 응용이 되고 있으며 사용하는 레이저로는 조작이 쉽고 

간편한 고체레이저인 Nd:YAG 가 많이 이용이 되고 있고 단파장인 자외선영역에 

서는 기체 레이저인 Excimer 레이저가 사용이 된다. 또한 레이저 에너지는 108 

W/cm2 이상에서 펄스 시간은 5-100 nsec 정도를 갖는 레이저를 사용하고 있으 

며， 소량의 시료만 분석에 이용이 되므로 분석감도는 수 pg까지 검출이 되며 함 

량비로서는 10-200 ppm정도가 된다. 

이상의 특정들을 이용하여 1차년도에는 Nd:YAG 레이저의 532 nm 파장에 

의한 레이저 삭마특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고10. 2차년도에는 고체시료의 직접 

분석에 응용을 하여 철강시료， 알루미늄 합금시료 등 시료처리에 시간이 걸리는 

시료의 분석 및 암석시료의 미세구조에 대한 원소분포를 조사한 표면분석에 레이 

저 삭마 분석법을 적용하였다. 현재 레이저 삭마에 의한 분석법은 광역지역에서 

광섬유를 이용하여 원거리 분석을 실시하는 방법 및 오염지역에서 현장에서 직접 

원소분석을 하는 현장분석법에 응용이 되고 있다. 

당해연도에는 Nd:YAG 레이저의 1064 nm. 532 nm 및 355 nm 파장 변화에 

따른 삭마 및 레이저 유도플라즈마의 특성을 연구하여 고체시료의 직접 분석을 

위한 최적의 레이저조건을 연구하였으며， 빠른 시간안에 시료의 전처리 없이 성 

분분석을 할 수 있는 정성분석 응용 연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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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본 론 

제 1 절 레 이 저 유도 플라즈마 특성 

1. 플라즈마의 공간적 특성 

펼스 레이저를 시료에 집중시키면 시료표면에서 순간적으로 고온， 고압의 플 

라즈마가 발생되어 원자증기가 방출된다. 이때 플라즈마 내에서 원자들은 이온 

과 재결합을 하거나 특성 및 연속스펙트럼이 방출된다 순간적으로 방출되는 플 

라즈마는 냉각되고 시간에 따라 변하며 불균질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플라즈마의 위치에 따라 이온 및 중성원자의 분포가 다르게 된다. 방출광의 공 

간적 분포에 대해 알게되면 플라즈마가 생성되는 과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 

며， 분석의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방출광의 공간적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는 1) 시료 주변의 대기환경과 압력이 있으며， 2) 레이저 power density 및 

파장， 3) 시료의 조성과 구조 등이 있다. 여러 섣험실에서 서로 다른 기체상태에 

서 압력을 변화시키며 레이저 유도 플라즈마 실험을 실시하여 플라즈마의 공간적 

분포를 측정하였으나 대부분 1차원적으로 플라즈마 높이에 따른 변화만을 관찰하 

였으나 Aguilera5는 CCD camera를 사용하여 금속시료인 구리와 스테인레스강 

및 세라믹시료에서의 2차원적인 플라즈마 분포를 측정하였으며， Schechter6는 황 

동시료에서 플라즈마 특성을 2차원적으로 조사하여 Zn와 Cu의 공간적 분포 특성 

을 연구하였다. 레이저 유도 플라즈마 내에서 온도가 높은 inner sphere 에서는 

이온 및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나므로 백그라운드가 증가하며 온도가 낮은 outer 

sphere 에서는 연속 스펙트럼이 없고 중성원자들이 존재하므로 S/B 비는 증가한 

다. 

본 실험에서는 1기압 대기 환경에서 고체시료중 Zn alloy시료에 Nd:YAG 

532 nm 에서 발생되는 레이저 유도 플라즈마의 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생성된 

플라즈마의 X 및 Y 방향에 따라 단색화 장치의 slit의 위치를 변화시켜 Zn 원자 

의 발광 특성을 조사하였다. 플라즈마의 2차원 분포 특성을 그림 1에 나타내었 

으며 이를 3차원적으로 묘사한 것을 그림 2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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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sma of the Zn based alloy sample. 

그림 1과 2에서 알 수 있듯이 플라즈마내에서 Zn의 발광세기는 시 료표면에 

서 약 500μm 부근에서 가장 강하게 방출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백그라 

운드 연속 스펙트럼에 의해 S/ B 비는 시료표면 800 μm 부근에서 가장 좋게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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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레이저 파장 특성 

가. 삭마되는 속도 

단파자의 레이저를 사용하면 에너지의 대부분이 시료에 흡수되며 전자의 방 

출은 억제가 된고 mass ablation rate는 증가하게 된다 Fabbro는 

glass - neodyrnium 레 이 저 를 사용하여 1064, 532, 266 nm의 파장을 사용하여 파 

장에 의해 abaltion되는 양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유도하였다7 

m 110 (F~/3) (10 14) ,.1 - 4/3 3) 

m : mass abmhon rate(kg/ s · cm2) 

,.1 wavelength 

Fl/3a : absorbed f1ux(W/ cm2) 

식 3)에서 알 수 있듯이 mass ablation rate는 파장의 역수에 비 례하므로 파장이 

짧을수록 많은양이 ablation 된다. 

식 3)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Nd:YAG 레이저의 1064, 532, 355 nm 파장 

에서 대기환경하에서 구리의 mass ablation rate를 실험으로 확인하였다. 레이저 

에너지 50 mJ을 사용하여 1064, 532 nm에서 실험을 하였으며， 355 nm에서는 30 

mJ의 에너지를 사용하였다. 레이저 파장의 변화에 따른 mass ablation rate 변 

화를 측정한 결과는 그림 3에 나타내었다. 그럼 3에서 파장의 변화에 따른 mass 

ablation rate 변화를 실험적으로 구한 결과 레이저 펄스에 의해 삭마되는 시료의 

양은 거의 일정함을 알 수 있으며 1064 nm 에서 는 25 ng/ shot, 532 nm에서 36 

ng/ shot 그리고 355 nm에서는 31 ng/ shot 의 결과를 얻었다. 이결과를 통해 단 

파장인 자외선 영역의 레이저에서 낮은 에너지를 사용하여 많은양의 시료를 방출 

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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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Mass ablation rate of Cu target with Nd:Y AG laser 

wavelength variation. 

나. 화구의 형상 

레이저 파장 변화에 따른 mass ablation rate가 차이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레이저 삭마에 의해 시료 표면에 생성되는 crater 모양도 변화한다. 레이저 파장 
변화에 따라 시료에서 생성되는 crater 의 크기는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갖는다. 

μ)n 

IÌ . J p 2 - 1 
4) O π .d 

W o , spot diameter 

A wavelength 
p tolerance factor (= l.01) 

d light width 

식 4)에 의하면 파장이 짧고 레이저 빔의 폭이 큰 경우일수록 crater의 크기가 작 

아지므로 미세분석을 원할 경우 자외선영역의 파장을 갖고 빔의 폭이 큰 eXl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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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의 경우가 유리하다. 

Crater 모양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 하여 Cu 와 Pb 판을 준비 하여 Nd:YAG 

레이저의 파장을 변화시키며 30 mJ의 에너지에서 초점거리 f 20 cm~ 

planoconvex 렌즈를 사용하여 실험을 한 결과는 그림 4에 나타내었다. 그림 4에 

서 Cu와 Pb의 crater 크기는 거의 변화가 없으며， 1064 nm에서는 표면이 앓고 

넓게 삭마된 것을 알 수 있으며파장이 작아질수록 crater 크기가 점점 작아지며 

깊게 삭마되는 현상을 관찰할 수가 있다. 

다. 플라즈마의 특성 

Nd:YAG 레이저 파장변화에 따라 플라즈마의 특성은 크게 차이가 난다8，9 

구리시료에서 생성되는 플라즈마의 발광세기 여기온도 및 S/B 비의 특성을 플라 

즈마의 높이에 따라 조사한 결과를 그림 5 에 나타내었다. 레이저 파장을 변화 

시키며 플라즈마의 특성을 조사한 결과 단파장으로 갈수록 플라즈마의 여기온도 

와 S/B 비는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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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초점 특성 

레이저 삭마의 경우 빔을 집속시키기위해 사용하는 렌즈에 의해 시료표면에 

맺히는 초점에 의해서도 바탕신호와 발광신호의 크기가 변하다. 초점 거리에 따 

른 플라즈마 발광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초점거리 f = 20 cm 인 렌즈를 사용하 

여 시료를 초점거리보다 멀리 벗어난 곳부터 시작하여 초점보다 10 mm 짧은 곳 

까지 5 mm간격으로 이동하면서 관찰한 결과를 그림 6.7.8에 타내었다. 그림 8 

에서 시료를 뒤에 놓고 먼저 공기중에서 breakdown 현상을 일으키는 경우 500 
nm 부근에서 대기중의 질소에 의한 백그라운드 피크가 크게 나타나는 것이 보이 

며， 구리의 특성 발광피크의 크기는 크게 변하지 않으나 시료가 초점거리 뒤에 

위치하는 경우 백그라운드는 공기의 breakdown 에 의해 계속 증가되는 현상을 

알 수가 있다. 레이저 파장이 1064 nm 와 532 nm를 사용하여 초점거리의 변화 

에 따라 구리시료의 표변에서 발생하는 플라즈마의 모양을 나타낸 그림 6과 7에 

서 532 nm에서는 플라즈마의 모양이 크게 변하지 않으나 1064 nm에서는 시료가 

초점거리보다 앞에 있는 경우 평평한 플라즈마가 생성되며 시료가 점점 뒤로 갈 

수록 플라즈마의 모양이 원형으로 변하고 대기중으로 높이 확산되는 현상을 관찰 

할 수가 있다. 이는 Schechter가 Nd:YAG 레이저의 1064 nm 의 파장으로 실험 

한 시료의 위치를 초점거리 바로 뒤에 위치할 경우 가장 백그라운드가 작게 나타 

났고 시료의 위치에 따라 플라즈마의 특성을 CCD 검출기로 측정한 결과 시료가 

초점보다 앞에 있는 경우 플라즈마는 평평한 모양을 가지며 낮은 여기온도를 나 

타낸 결과와 잘 일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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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레이저 세기에 따른 플라즈마의 변화 

집중된 레이저 빛의 에너지가 물질과 만나는 순간에 집중된 에너지가 그 물 

질의 항복점 이상으로 흡수하면 물성파괴 즉 breakdown이 생기는 것이므로， 레 

이저로 플라즈마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용하는 레이저 빛이 일정한 값 이상의 에 

너지 밀도를 가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장치는 대상 물질이 대기에 개방 

된 조건으로 설치하여 플라즈마를 발생하므로 시료의 바로 앞부분의 공기에서 만 

들어지는 플라즈마의 생성 여부에 따라 분광파장과 세기에 대한 상대적 비율이 

달라진다 또한 동일한 세기의 레이저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빛이 시료 표변에 도 

달하기 전에 공기에서 breakdown이 발생하면 여기에서 빛에너지가 현저하게 손 

실되어 시료의 표면에 도달하는 빚은 줄어들고 발생하는 플라즈마와 시료 구성 

성분으로부터 방출되는 빛의 분광세기도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원소의 분광 측 

정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레이저의 파장이 적외선 영역인 1064 nm 를 사용하여 

세기를 바꾸었을때 생성되는 플라즈마의 모양은 그림 9에 나타내었다. 처음 18 

mJ의 세기를 가진 레이저는 시료의 표면에서만 플라즈마를 발생시키고 있다. 에 

너지 세기를 높여서 50 mJ 정도되면 공기의 항복점에 도달하게되고 플라즈마는 
그림 9의 (b) , (c), (d)에서와 같이 강한 백색광 방출이 더욱 커진다. 이 밝은 불꽃 

속은 플라즈마 옹도도 높아서 시료로부터 떨어져 나온 원소의 방출세기도 커지므 

로 스펙트럼도 커지기는 하나 바탕신호가 상대적으로 급격히 증가하므로 측정 조 

건이 더 나아지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현상은 그림 11에서 잘 알 수가 있다. 가 

시광선 영역인 532 nm 의 레이저인 경우는， 비슷한 에너지 세기의 1064nm 를 사 

용한 경우보다. breakdown 현상이 적게 일어난다. 그림 10 에서 보면 65mJ의 레 

이저세기 까지 차츰 플라즈마 크기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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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The shapes of plasma at ablating energy of (a) 18 mJ, (b) 50 

mJ, (c) 65 mJ and (d) 80 mJ using 1064 nm la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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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The shapes of plasma at ablating energy of (a) 15 m] , (b) 35 

m1, (c) 45 mJ and (d) 65 mJ using 532 nm la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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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정성분석 방법의 개발 

l. 레이저 유도 플라즈마법에 의한 성분 분석의 특정 

펄스레이저에 의한 breakdown spectroscopy 의 특성은 그 생성 원리로보아 

필연적으로 높은 잡음지수와 불안정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방법자체에 편리성이나 유리한 점이 무척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산업이나 

응용분야가 그리 널리 확대되어있지 않다. 물론 여러 실험자들의 노력에 의하여 

분석법이 가질 수 있는 정량적인 한계를 점점 확장하고 있기는 하나 아직도 재현 

성이나 안정적 운용을 위해서는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다11 

분석법이 산업에 실용적으로 이용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몇 나노그램 정도의 

양이나 농도로서 ppm 정도는 분석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은 이정도 수준의 분석 

에서는 불안한 점이 많다. 레이저 펄스가 시료를 때리고， 이 때 발생되는 플라즈 

마 불꽃으로부터 방출되는 스펙트럼을 분석하므로서 분석이 이루어진다 가스불 

꽃을 이 용한 흡광(atomic absorption) 혹은 발광분석 볍 (atomic emission)에 서 와 

같은 선형동작에 비하여， 펄스형 동작은 선호의 요동(fluctuation)을 가져오고 따 

라서 플라즈마 불꽃을 균일하게 발생시킬 수 있는지 여부가 감도에 크게 영향을 

미친디. 

보완하는 방법으로서는 발생되는 플라즈마 불꽃의 부위에 따라 방출되는 원 

소들의 분광선이 가지는 특성을 규명하여 경헝:성을 가진 요소를 설제분석에서 보 

완하는 방법이다 플라즈마의 형태 자체를 이미지로서 취득하고 스펙트럼을 분석 

하여 보면 불꽃의 부위에 따라 빛을 방출하는 원소들의 비율이 다르다는 것이 알 

려졌고， 이를 보정하기 위하여 플라즈마의 부분적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설비를 

하거나， 최적의 분석을 위해서 보정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이 분광법이 가지는 한계를 그대로 받아들이되 장점을 크게 부 

각하여 이용하는 연구도 많이 진행되고 있다 중요한 장점으로는 시료의 준비과 

정이 단순하고 시료의 형태에 대한 제한이 적다는 점과 분석 전과정을 빠르게 수 

행할 수 있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장점들을 이용하여 다른 분석법이 

가지기 어려운 신속 정성분석법을 개발에 역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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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장치의 최적화 

레 이 저 광원은 Nd:Y AG Q- switched 레 이 저 (Spectron SL802G, FWHM 

10 ns , England)로서 10 Hz의 펄스를 사용하였다. 고에 너 지 의 레 이 저 빔 power 

density를 얻어 플라즈마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레이저빔을 200 mm focal length 

를 갖는 planoconvex형의 직경 2" 렌즈를 사용하여 시료표면에 조사시켰다. 

레이저빔에 의해 생성된 플라즈마내에서 방출되는 특정원소의 발광선을 검 

출하기 위하여 시료에서 발생한 플라즈마상을 초점거리 10 mm인 planiconvex형 

의 직 경 2"의 렌즈를 사용하여 단색화장치 인 monochromator(Jarrell Ash 

Monospec 27, f 275 mm, USA)의 entrance slit(slit width 20 μm ) 위 에 상 

이 맺히도록 하였디. 그리고 정확한 분석 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He- Ne 레이 

저 를 위 치 확인용 pointer로서 사용하였다. 

측정용 시료는 회전을 시키며 레이저빔이 항상 새로운 시료표변에서 플라즈 

마가 발생힐 수 있도록 하였다. 

단색화장치로 들어온 플라즈마 발광선을 검출하기 위하여 검출기는 2048 

pixel의 PCCD 검 출기 를 사용하여 한번에 80 nm 영 역 의 발굉 션을 동시 에 검 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발굉-선의 선호는 0.5초 동안 검출기를 개방하여 3번의 신 

호를 평균하여 처리하였다. 

스펙트럼 해석에 사용한 프로그램은 Galactic 사의 LabCalc A2.22 판을 사용 

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IBM PC의 DOS 환경에서 구동하는 것인데 현재 실험에 

사용하고 있는 OMA 의 구동 프로그램이 DOS 환경이므로 서로 유사한 구동 조 

건을 갖고 있고 데이터 호환괴- 프로그램 연동이 적합하다. 

실험에 사용한 장비의 개략도는 그림 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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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뚫훌훌 a ~ target 

Nd:YAG taser lens 

쯤뺏 
monochromator 

computer 

Fig. 12. The experimental setup for laser-induced plasma 

spectroscopy for qualitative elemental 없lalysis. 

3. 표준 분광선 라이브러리 

표준 분광션을 만들기 위하여 마련한 고순도 물질들은 표 l과 같다. 분말 형 

태나 알갱이 형태로 입수된 고순도 시료는 프라스틱 컵에 담아 10 톤의 압력으로 

펠렛으로 만들어 사용하였으며， 판형 시료는 적당한 형태로 잘라 사용하였다. 

- 140 -



Table l. Standard reference materials for the spectral reference library. 

Elements Sample type reference 

foil Johnson Matthey, w26397, U K. 
Al 

foil Lotte aluminum, Korea 

Co foil Johnson Matthey, w26843, U K. 

Cr Powder 

Cu foil 

Fe foil Johnson Matthey, w26317, U K. 

Mg powder 

Nb powder 

Ni foil Johnson Matthey, w1347, UK 

Pb granular 

Si wafer Samsung Elec. 

Sn granular Aldrich 99.5% 

Ti foil Goodfellow, 121719, U K. 

foil Johnson Matthey, 122383, U K. 
W 

Wire Goodfellow, U K. 

foil Johnson Matthey, w21328, U K. 
Zn 

granular Aldrich 

다중채널 분광기를 통하여 측정한 스펙트럼은 텍스트형 파일로 저장되며 저 

장된 실험 결과들 사이에서의 비교와 정성 분석을 위하여 LabCalc 프로그램을 

구동하여 라이브러리용 파일을 만들었다. 이 프로그램에는 스스로 피크를 찾는 

기능이 들어있으므로 측정한 스펙트럼과 표준 원자발광 분광표12를 사용하여 신 

뢰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피크들이 검색될 수 있도록 자동 탐색 파라미터들 

을 결정해 준다. 예를 들어 알루미늄의 경우 표준 분광표에 제시된 강한 방출선 

으로서 본 실험장치의 분광범위인 250 nm 에서 600 nm 범위에서 강한 순서대로 

396.l5, 309.27, 394.40, 308.22 nm의 피크들과 이보다는 약한 피크인 266, 257, 256 

nm 부근의 피크들이 있다. 그림 13에 일루미늄 표준물을 사용하여 구한 스펙트 

럼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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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같은 방법으로 다른 원소 표준물에서도 스펙트럼을 취득하고 피크들을 

구하여 파일로서 저장하여 필요할 때 들여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표준물 라이브러리는 여러 원소를 동시에 비교하기 위하여 한꺼번에 스 

펙트럼을 들여와 그림 14와 같이 놓고 사용할 수 있다. 

4. 정성분석 과정 

표준 분광선 라이브러리 제작 과정에서 가능한 많은 원소에 대하여 비교스 

펙트럼을 보유하고자하였다 그러나 신뢰성 있는 순도를 가진 물질들을 입수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 확보된 표준물에 대하여 비교 분석을 하기로 하고 

시험 시료를 분석해보았다 

아연 합금으로서 성분을 알 수 있는 표준물인 NBS 표준물 626 번을 대상으 

로 정성분석을 실시하였다. NBS 626번 아연 합금은 불순물로서 Cu 0.05 %, Al 

3.57% , Mg 0.02% , Fe 0.10% , Cr 0.039% , Mn 0.048% , Ni 0.048% , Si 0.042% 와 

Pb, Cd, Sn 이 0.001% 정도 함유된 합금이다. 레이저 펄스는 초당 5회의 속도로 

구동하고 5회의 스펙트럼 누적을 취득하여 저장한 후 스펙트럼을 비교하였다. 시 

료로부터 얻어진 스펙트럼과 자동으로 탐색한 피크 위치들을 표시한 화면이 그림 

15 이다. 

그림 16은 황동제인 동전에 대하여 LIBS 스펙트럼을 구한 것이다. 피크에 

나타난 구리 (Cu)와 아연 (Zn) 이 주성분을 이루고 있다. 

위와 같은 정성분석과정은 분석 시료에서는 표면의 수십 미크론정도에서 분 

석이 이루어지므로 표면오염에 의한 대표성 상실에 대하여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묘팅 된 시료의 표면 검사의 경우 미량이나마 표면의 증발이 일어나므로 

삭마의 초기시점과 레이저 펄스가 여러번 가해졌을 때의 변화에 주의해야 한다. 

이 방법에 있어서 분석 조작은 수초 이내에 완료되므로 신속한 성분의 결정이 가 

능하다 그러나 시료에 여러 원소가 높은 비율로 혼합되어 있는 경우 시료의 스 

펙트럼으로부터 직관적으로 원소들을 가려내기가 어려워진다. 향후 프로그램의 

보완을 포함하여 몇가지 개선한다면 더욱 이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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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결 론 

레이저 파장변화에 의한 레이저유도 플라즈마의 특성을 조사한 결과 단파장 

으로 갈수록 플라즈마의 여기옹도， S/B 비가 향상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리 

고 플라즈마의 형상을 CCD 카메라로 관찰한 결과 장파장인 1064 nm 에서는 레 

이저의 에너지가 증가할수록 공기에 의한 breakdown 현상이 증가하여 심한 분석 

방해효과를 나타내었으며 시료가 삭마되며 형성된 crater 모양을 SEM으로 관찰 

한 결과 장파장에서는 앓고 넓게 시료가 삭마되며， 단파장인 355 nm에서는 좁고 

갚게 삭마가 되었다. 또한 삭마되는 시료와 레이저광을 집속시키는 렌즈와의 초 

점거리에 의해서도 breakdown 현상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렌즈와 시료의 

거리에 따라 발생하는 플라즈마의 모양중 532 nm에서는 플라즈마의 모양이 크게 

변하지 않으나 1064 nm에서는 시료가 초점거리보다 앞에 있는 경우 평평한 플라 

즈마가 생성되며 시료가 점점 뒤로 갈수록 플라즈마의 모양이 원형으로 변하고 

대기중으로 높이 확산되는 현상을 관찰할 수가 있다. 

레이저 프라즈마법을 이용한 정성분석 과정은 분석 시료 표면의 수십 미크 

론정도에서 이루어진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표면 오염에의한 대표성 상실 

에 대하여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코팅된 시료의 표면 검사에서는 증발에 의 

한 표변 구성 변화에 주의해야 한다. 이 방법에 있어서 분석 조작은 수초 이내 

에 완료되므로 신속한 성분의 결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시료에 여러 원소가 높은 

비율로 혼합되어 있는 경우 시료의 스펙트럼으로부터 직관적으로 원소들을 가려 

내기가 아직은 어려우므로 향후 프로그램의 보완을 포함하여 몇가지 개선한다면 

더욱 이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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