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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1 . 제 목 : 광물의 비파괴 표면분석 연구 

I그 -.
~ 

(이온빔 표면분석법 및 레이저유도 플라즈마 분광볍) 

H 기술개발목적 및 중요성 

가. 기술개발 목적 

o MeV 이온빔분석기술(ERD-TOF ， channeling)을 이용한 광물시료의 경원 

소정량 및 결정구조 평가기술 개발 

o 레 이 저 유도 플라즈마분광법 (LIPS: Laser lnduced Plasma 

Spectroscopy)를 이용한 미크론급 미세부위 분석법 실용화 

나 . 기술개발의 중요성 

O 최근의 첨단소재는 크게 박막， 결정질， 비정질 등으로 분류되며， 어떠한 경 

우에도 경원소 거동 및 구조， 결함 평가기술은 소재 및 관련 소자 개발에 필 

수적임 

O 현재 광물소재의 미세부위 분석법으로는 SEM/ EDX , EPMA가 주로 사용 

되고 있으나 분석 감도상 정량분석이 곤란함 . 

o Channeling분석법은 시료의 결정구조 특정 및 결함을 비파괴적으로 분석 

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으로서， 박막 및 결정소재 개발에 있어 타 방법으로 

는 불가능한 귀중한 정보를 제공함. 

O 레이저유도플라즈마 분광법은 최신 분석기법으로서 시료의 전처리가 쉽고 ， 

기존 방법에 비해 정량성이 우수함. 또한 시료를 대기중에서 분석할 수 있으 

며， 광섬유를 이용할 경우 현장분석이 가능한 장점이 있음. 

O 아울러 반도체 ， 기록매체 등 첨단 박막소재의 국내 개발 및 기술자립화를 

위해서는 channeling 등 첨단 분석기술 자립이 요구되며， 휴대용 미세부위 

분석장치는 현장분석 및 거대시료 비파괴 분석용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으 

므로 상품화 될 경우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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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 기술개발내용 및 범위 

가 . 1 차년도(1996) 

O 연구목표 : ERD- TOF (탄성산란-비행시간 측정법 ) 에 의한 광물 박막소재 

적층분석법 개발 

O 내용 및 범위 

- ERD- TOF 검 출 시스템 설계 및 제작 

• ERD spectrum 분석 전산 프로그램 제작 

나 2차년도(1997) 

O 연구목표 ERD- TOF에 의한 광물 박막소재 적층분석법 실용화 

O 내용 및 범위 

data acquisition 시 스 템 설 계 및 제 작 
일상분석 을 위한 ERD- TOF 시스템 완성 및 시 험분석 

다. 3차년도(1998 ) 

O 연구목표 Channeling 분석시스템 구성 및 기초 실험 

LIPS에 의한 광물 표면분석시스템 구성 

o 내용 및 범위 

- channeling분석 을 위 한 시 스템 구성 

- data acquisition system 제 작 

- 간단한 결정에 대한 기초실험 

- LIPS 시스범 설계 및 제작 

라.4차년도(999) 

o 연구목표 Channeling에 의한 광물구조 해석 및 결함해석법 확립 및 

LIPS에 의 한 광물소재 반정 량 분석 법 확립 

o 내용 및 범위 

- Stereogram기법에 의한 광물 구조 해석법 확립 

- RBS/channeling에 의한 광물내 결함 해석볍 확립 

- LIPS용 반정량분석 컴퓨터 프로그램 작성 

- 표준물질 시험분석 및 광물 ，소재 반정량분석 시스템 완성 

N . 기술개‘발결과 및 활용에 대한 건의 

결관 

o ERD-TOF 분석법에 의한 초박막막내 경원소 정량적층분석법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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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channeling 분석법에 의한 결정구조 및 결함 분석법 개발 

o LIPS에 의한 미세부위 반정량 분석법 개발 

활용 

O 광물의 결정구조 및 결함을 정량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됨에 따른 지질연구에 

의 활용 . 

O 금속， 합금 등의 표면물성 및 상변화 연구에 활용. 

O 반도체를 비롯한 첨 단 박막산업에 결정구조 및 결함을 정량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막강한 수단을 제공. 

O 광물 및 환경시료를 전처리 없이 바로 미세부위에 대한 성분분석을 수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현장지질조사에 강력한 수단을 제공 . 

o 미세부위별 정량분석에 있어 EPMA나 SEM보다 정량성이 뛰어난 수단을 제 

v. 기대효과 

O 초박박막 정량분석법의 확보로 국내 첨단 소재 산업 지원 

o 결정구조 해석 및 결정 내의 결함을 정량분석 할 수 있는 최신 수단의 확보로 

관련 산업의 측면 지원 

o channeling 일상분석지 원 실현 및 산학연 관련분야 활성화 

o 레이저빔 집속에 의한 미세구조 분석기술 확보 및 휴대용 또는 table-top 크 

기의 미세부위 분석시스템 실용화 가능 

O 부수적으로 레이저빔을 사용한 미크론 범위의 미세 가공기술을 확보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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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이온범 표면분석법 



제 1 장 서론 

본 연구는 1999년부터 시작된 channeling에 의한 결정구조 확인 및 결함분석법 

연구의 2차년도 연구이자 1988년부터 산업자원부의 출연금으로 수행된 가속기를 이 

용한 분석법개발의 최종연구이다. 1988년도에 한국자원연구소에 1.7MV 직렬형 가 

속기가 도입된 이래 본 과제를 통하여 개발된 분석법들은 Table 1과 같다. 12년간 

약 5억원의 산업자원부 재원을 투자하여 한국에서 가속기를 이용한 분석법에 관한 

최고의 기술을 갖추게 되었고 대민 분석지원에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 표면적인 성 

과이다. 일련의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분석법은 PlXE (양성자유발 X 선 발생볍) , 

PIGE (양성자유발 감마선 발생볍). ERD- TOF (탄성되됨 비행시간측정볍) 및 

Channeling에 의한 결정구조 분석법 등이다. 이중 특히 PlXE분석법연구는 국내의 

이온빔분석법의 효시를 이루었으며 ERD-TOF법의 개발은 국내에서 반도체를 비롯 

한 박막내의 경원소 적층정량분석을 가능케 한 성과를 거두었다. 어려운 여건에서 

도 비교적 안정적 재원의 뒷받침으로 한 분야의 기술을 장기적으로 개발하여 이용 

할 수 있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다만 연구환경의 변화와 함께 일련의 

이온빔분석연구는 본 channeling 연구를 마지막으로 일단락 지어지게 되었다. 

Channeling분석법에 관한 자세한 원리， 특정 및 기본 시스템에 관하여서는 전년 

도(1차년도) 보고서[1]을 참고하면 된다. 다만 이해를 돕기 위하여 channeling 분석 

법을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MeV 급 에너지의 가속 이온빔을 결정에 입사하면 결 

정의 축방향으로 입사될 경우 이온빔이 축의 격자와 충돌할 확률이 작아지므로 반 

응산물 (주로 후방산란된 입자) 의 수율이 급격히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결정과 이 

온빔의 각도를 달리하여 측정하면 결정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는 결정결함의 정도 및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결정의 결함은 전기적， 기계 

적， 광학적 성질에 큰 영향을 주므로 결정의 용도에 따라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 

게되므로 그 분석이 중요하지만 기존의 XRD. Laue 등의 방법으로는 정량이 어려 

우므로 channeling분석 법 은 neutron diffraction , synchrotron XRD 등 과 마찬가지 로 

일반적 분석법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생각하면 된다. 특히 박막결정의 특성평가를 

위 하여 channeling분석 은 필수불가결하다고 할 수 있다. 

1차년도에는 channeling분석을 위한 진공표적함 설치， 정밀 시료지지대의 제작， 

data acquisition system 구축 및 Si 및 GaAs 결정 에 대 한 간단한 channeling 측정 

실험 등을 수행하였다. 이어서 2차년도인 당해연도에는 다음과 같은 연구를 수행하 

였다. 

1)구축된 시스템을 보완 - 시료 장전을 위한 Load- Lock system 구축 

2)분석의 최적화를 위한 보완실험 부도체 측정 시 이온빔에 의한 하전 효과 측 

정， 연마 및 Au coating의 channeling측정에 대한 영향 평가 



3)Labview를 이용한 goniometer 구동 프로그램 개선 

4khanneling 모사 program 연 구 

5)CaF2, Si02, LiNb03 결정에 대한 구조 및 결함 확인 실험 

일 반적 으로 CaF2는 IR spectroscopy의 windowL} 프리 즘， 렌즈 등으로， Si02는 

piezo electric 소자나 polarizer 등으로， LiNb03는 레 이 저 의 SAW(Surface 

Acoustic Wave) filter, frequency doubler, waveguide substrate, scintillator 등으로 

많이 사용되는 결정들이다. 

Table 1 History of the series of the ion beam analysis projects supported 

by the Korea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 The budget 

was divided into two different projects. 

연도 과제명 
연구비 

주요개발 성과 주요활용상황 
(백만원) 

1988 PIXE분석 법 연구(I) 47 
가속기 를 이용한 광물시료 
분석법을 국내 대기분진시료 

1989 PIXE분석 볍 연구 (II) 42 최초로 개발 고고학시료 
PlXE분석 시스템 촉매시료 

1990 PIXE분석 법 연구(1II) 48 
구축 기타 일반적 인 
대기분진분석볍 

1991 PlXE분석법 연구(1V) 44 
개발 

화학분석법으로 

External beam 분석 이 곤란한 

1992 PlXE분석법 연구(V ) 44 PlXE system 시 료의 비 파괴 

구축 
논"-ιλ - }1 

1993 PIGE분석 법 연구(I) 31 K 이하의 
경원소 비 파괴분석 

1994 PIGE분석 법 연구(11) 31 경 원소분석법 개발 

1995 
바파괴표면분석 및 

45(90)* 
불순물 이동특성 연구 ERD-TOF(탄성 되 반도체 ， 기 록매체등 
이온빔을 이용한 비파괴 

됨 비행시간 측정) 박막내 경 원소 
표면분석 및 55(40)* 1996 

EiLa-λ 「} 님 닙 7B~ 적층분석 
비저항특성변화 연구 

1997 비파괴표면분석법 연구 60(100)* 

1998 바파괴표면분석볍 연구 60(92)* channeling에 의 한 
인조광물，반도체 

결정구조 및 결함 
결정의 특성분석 1999 비파괴표면분석법 연구 40(56)* 

분석법 개발 
가속이온빔을 

별크 및 박막시료 
12년 547 이용한 종합 

종합분석 
분석시스템 구축 

「/ ‘ 



저12장 본론 

제 1절 channeling에 의한 결정구조 해석 및 결함 분석 방법 

channeling 방법은 주로 박막이나 인공 결정의 결함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사용 

되지만 때로는 결정의 구조를 확인하는데에 사용되기도 한다. 이것은 주로 polar 

plot을 작성 하고 상응하는 stereogram을 그려 보면 알 수 있다. 또한 polar plot에 서 

찾아진 축방향에서 기울임각에 대하여 mappmg을 하면 결정의 기본구조를 쉽게 확 

인할 수가 있다. 그러나 결정의 구조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결정구조를 완전히 

알아내기에는 channeling 실험이 너무나 오랜 시간과 많은 시간을 소요되므로 주로 

결정의 구조를 추측한 상태에서 그 확인을 위한 방법으로 사용된다. 박막결정의 

성장시에는 channeling 방법이 성장된 결정의 구조 및 성장상태를 알아보는데 거의 

독보적인 방볍으로 사용되고 있다.[2 ，3 

결정의 결함 정도나 결함의 위치확인에는 channeling방법이 특히 유용하다. 이 것 

은 channeling 과정이 결함의 결정 내의 위치와 양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이다. 결함 

의 위치를 확인하는 방법은 주로 입사빔을 결정의 특정한 축에 일치시킨 후 기울임 

각에 의 한 angular scanning을 하여 후방산란 수율을 측정 하는 방법 을 주로 사용한 

다. [4] 결함의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주로 channeling spectrum의 X rnin값이 결함 

의 양에 민감한 것을 이용한다. 즉 결함이 많을수록 channeling에 방해가 되어 후방 

산란 수율이 높아지므로 완전결정의 X min값에 대한 시료의 값에 의하여 결함의 정 

도를 측정할 수가 있다. 이 를 위하여는 computer 모사가 펼수적이다. 최근의 모사 

prgram 중 대 표 적 인 것 으로는 LAROSE [5], DICADA2 [6] 및 CASSIS [7] 등을 

들 수 있다. 모사 program들은 주로 몇가지 특정한 형태의 결함을 가정하고 그 농 

도를 입력하여 출력되는 X rnin분포를 실제 실험의 X rnin 분포와 비교하므로서 결함 

의 농도를 결정한다. 최근에는 이온주입이 소재의 표변 개질에 좋은 수단으로 대두 

됨에 따라 이온주입에 의한 소재 표변의 결정상태의 변화를 측정하는 도구로 

channeling 이 많이 사용되 고 있다. [8] 

1. Channeling 모사 code DICADA - Dechanneling In Crγstals And Defect 

Analysis 

가. 기초이론 

DICADA program[9，1O， 11]은 K. Gaertner에 의하여 1983년도에 처음 개발이 되 

어 현재까지 수정을 거쳐 사용되고 있는， channeling 실험에 의하여 결정내의 결함 

, 
、) 



분포를 측정하는데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Lin버1ard 

[12]의 channeling 개념， 즉 E의 에너지를 가지고 결정축에 ￠ 의 각도로 입사되는 

이온의 수직방향의 에너지 E上 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는 개념으로부터 출발한다. 

E J. = E야 + U(r) (1) 

여기서 U(r)은 continuum string potentiaHl]이며 r은 결정 string으로부터의 거리 

이다 완전 결정인 경우 E上 는 근사적으로 보존된다. 그러나 이옹의 격자나 결함과 

의 electronic scattering 이 나 nuclear scattering 에 의 하여 E上는 바뀌 게 되 는 데 그 

결과인 이온의 진행방향과 E J. 에 따른 분포 g(Eμ z)는 다음과 같은 transport 

equation에 의하여 주어진다.[13] 

ag( E ‘ , z) r aJ = | dEν [P(E J. E .1. )링E J. ， z)- P(E’ J. EJ.)밍E上 ， z)] (2) 

여기서 P(E 上 E J. )dE .1.는 단위 깊이당 E 가 E 와 E ’ +dE’로 갈 확률이다. 이 식 

에 대 응하는 numerical equation은 다음과 같다. 

dg，( 가 
-힌~ÑI = ~[Pijg/Z) - P j,g ,( z)] = ~Qi~j(Z) 

lιι j 

(3) 

여기서 Qij= P .; 이줍P셔 이며 dechanneling matrix 4 부른다 DICADA program 

은 기본적으로 numerical 한 방법으로 위 식을 만족시키는 gJz) 즉 E J. 와 Z의 함수 

로 입사업자의 에너지 분포를 찾아내는 프로그램 이다. 이 식을 풀기 위하여 필요한 

parameter 들과 그 근사적 해법은 1차년도 보고서를 참조하면 된다. 여기서 입사이 

온의 분포 g는 실험치와의 비교를 위하여 후방산란분포로 전환되 어야한다. 이 분포 
'
'-

Xmin (z) = Lg;(z) πt (4) 

같이 깊이의 함수로 표시되는데 여기서 πl 는 이온이 격자이온과 충돌할 확률로서 

1 r Eι 'T' 얘 셔m( Eι ) /p~ 
π 굶τ J E~ '~ l aι .1. ~ _ ?min ( E J.) e 

(5)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DICADA program은 결정 및 구조 정보와 결함의 분포 (결정 에 관한 정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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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업자에 관한 정보 (종류 및 에너지)를 입력 파라메타로 하여 식 (4)의 깊이에 따 

른 후방산란확률을 구하거나 반대로 측정된 후방산란 확률 (물론 측정된 후방산란 

에너지분포가 깊이분포로 전환된 것을 의미함)로부터 결함의 분포를 계산해내는 프 

로그램이다 

나. computer code 

DICADA는 FORTRAN으로 쓰여 진 프로그 램 으로서 DOS용 program이 다. 이 표 

로그램은 3가지까지 다른 구성원소를 가진 결정의 2가지까지 서로 다른 결함의 종 

류에 대하여 계산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DICADA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file 들을 필요로 한다. 

WFP AR.DA T electronic wave function parameter (interatomic potential 계 산) 

PRCOREFF.DA T ZBL proton stopping coefficient (저지능 계산) 

HECOEFF.DA T ZBL He stopping coefficient ( 저 지 능 계 산) 

INP.DA T input parameter file 

DICADA를 잘 활용하기 위하여는 필요한 입력파라메타를 잘 이해하여야 한다. 

입력은 입력화일을 통하여 일괄적으로 이루어진다. Table 2는 입력화일의 구조 및 

그 설명이다. 이해를 위하여 두가지 종류의 결함이 함수로 주어지고 channeling 방 

향으로 두가지 종류의 string이 존재 하는 lnAs의 [001]방향에 대 한 입 력 화일 의 구조 

를 보여주기로 한다. 여기서 한가지 중요한 사실은 일반적인 경우 결함의 분포를 

알기 위하여 는 완전 결정 (perfect crystal)의 channeling spectrum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다. DICADA에서는 물론 perfect crystal의 channeling spectrum (즉 x 

min )을 계산해 낼 수가 있지만 대개의 경우 측정 시스템에 따라 조금씩 그 값이 변 

하므로 측정치를 사용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 경우 defect의 계산은 X min 이 아닌 

L1 X min을(결함을 측정하려는 시료의 channeling spectrum에서 완전 결정의 

channeling spectrum을 뺀 spectrum) 사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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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 Input file structure of the DICADA program. 

행번호 。닙1 려 「 셔E 며 。

He+ + 입사이 온 표시 (text) 
2 <OOl >InAs 결정 표시 (text) 
3 1 1 L1 X min, 0 X min as input/ output 선 택 
4 2 .40026E+01 입사이온의 Z, M 

5 ’ 199‘똥흉시장3 contrõl ch'aràèt상~(업자업자의 입력이 끝났슴)핑픔? 
(\ 

6 2 2가지 종류의 격자 원소 (In과 As) 
7 49 .1 1482E +03 In의 Z, M 
8 33 .74922E+02 As의 Z. M 
9 처음원소(In)의 후방산란이 입 력 혹은 출력 대상임 

10 2 2가지 서로 다른 종류의 string이 존재함 

11 .1E+01 .OE+OO string 1 에서 In과 As의 존재비 

12 .lE+01 string 1 의 존재 비 

13 .60584E+0l string 1 내의 격자원소간의 평균거리 (A) 
14 .OE +OO .1E+01 string 2에 서 In과 As의 존 재 비 

15 .lE +Ol string 2의 존재 비 

16 60584E+0l string 2 내의 격자원소간의 평균거리 (A) 
.5667E+01 

밀도(g/cm2) ， Energy(keV), energy loss factor (대 개 0.6 - 0.8) 17 
.14E+04 .8E+00 

18 ι 99'ι ι control charac떼 (결정정보 업력이 끝났슴) 시 ‘ μ r 쨌 γ 효 ‘ ι 

293E+03 
온도， Debye 온도 (K) 19 

.25E+03 
2。 이 99' 셔상 송 cbntrol charac.ter (옹도 입 력 이 끝났슴) ‘ iιXι!.<<ι 끼 ( ‘ 끼 ι ’ 

처음: 결함1에 대한 설명 

o no point defect, 

1: defect with no thermal vibration ( 결 함 입 력 은 이 다음 줄 에 ) 
21 1 2 

2: randomly distributed (이 경우 결함입력 이 펼요없음) 

3: 1 과 같으나 thermal vibration이 있음 

2번째 결함2에 대한 설명 (위와 같음) 

22 .3E+00 .1 E+OO 
격자로부터 In결함의 거리 (A) ， thermal vib. ampl.: 이 경우 

의미가 없음. 

23 .35E+00 .1 E+OO 
격자로부터 As결함의 거리 (A) ， thermal vib. ampl. 이 경우 

의미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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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ntinued. 

처음: 

0: 결함1분포가 다음 파라메타임을 의미 

<0 0인경우와 같으나 결함1분포계산을 위한 DIC2NIN.DAT가 

생성됨 

=1 결함1분포나 X min 계산이 다음 파라메타에 의하여 결정됨 

번째 

>0 : 이것이 바로 분포데이타의 개수임 . 

=-1 : 분포함수 = fl ( 

=-2 : 분포함수 f2 (Gaussian) 
- 1 -1 .05E+041=-10: In결함/As결함 비가 다음 파라메타임 

24 1.1E+04 .3E+0413번째 

28 

6E+00 >0 : 이것이 결함분포나 Xmin의 depth step 임 JA) 

함수의 slgma 값엄 (2번째가 1 인 경우) 

함수의 sigma 값임 (2번째가 -2인 경우) 

결함/As결함 (2번째가 10인 경우) 

번째 : 

fl 함수의 zl값임 (2번째가 1 인 경우) 

f2함수의 zmax값임 (2번째가 -2인 경우) 

5번째 -

fl함수의 z2값임 (2번째가 - 1 인 경우) 

결함2분포가 다음파라메타임 

-2 .l E+04 1두 번째 : 분포함수=f2 

OE+OO I세 번째 sigma 값 
네 번째 

DICADA의 출력화일은 다음과 같다 . 

DIC20UT.DAT full output. transition probability + defect distribution(or X min) 

DIC20SH.DAT short output. defect distribution (or X min ) 

출력화일내 파라메터들의 정의는 

z: 깊이 [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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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 그 깊이에서 입사업자의 에너지 Energy (충돌전) [MeV] 

CHI RBS Minimum yield (X min) 

CHIPER : 완전결정의 Xmin 

DELCHI : CHI - CHIPER 

NDATl: 결함1의 상대 농도 

NDAT2 : 결함2의 상대 농도 

이다 

2. 에너지의 깊이 변환 프로그램 

DICADA program은 결함분포와 X min의 분포를 모두 깊이의 함수로 나타내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실제 실험 에서 얻어지는 스펙트럼은 모두 energy의 함수이다. 따 

라서 DICADA의 사용을 위하여 는 spectrum을 깊이 의 함수로 변환하여야 한다. 이 

를 위하여 변환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변환프로그램의 입력화일 구조는 다음과 같 

다. Table 3는 1.4MeV의 He을 SiC에 입사하는 경우를 예로 보여준다. 

Tabel 3 Input file structure for the energy to depth conversion program. 

입력 값 설명 

2 입사입자의 원자번호 

1400 입사입자의 에너지 

4.62 energy/channel [keV] 
0.0 입사각(시료면의 수직벡타로부터의 각도) . 항상 + 

10.0 계측각(시료면의 수직벡타로부터의 각도) . 항상 + 

170. 후방산란각도(입사빔과의 각도) . 항상 + 

2 시료내 구성원소의 숫자 

14 원소1의 원자번호 

0.5 원소1의 원자구성비 

6 원소2의 원자번호 

0.5 원소2의 원자구성비 

9. 시 료의 원자밀도 (number density) [10ιι/cmJ] 
76 원소1의 surface edge의 위 치 [channeJ] 
20 원소l의 lower limit [channeJ] 
48 원소2의 surface edge의 위 치 [channeJ] 
20 원소2의 lower limit [channeJ] 

출력화일은 각각의 channel을 그에 상응하는 표면으로부터의 깊 이 로 변환된 결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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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실험 

l. 결정 측정을 위한 예비실험 

가. 시료 표면상태가 Channeling 에 미치는 영향 평가 

결정의 결함 평가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본자료인 X rnin값은 결정의 결함뿐만 아 

니라 결정의 표면 상태에 의하여도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표면의 영향을 배제하 

여야만 실제 Xmin 값을 측정할 수가 있다. 표변의 거칠기가 channeling spectrum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예비 실험을 수행하였다. 일반적으로 결정 

의 channeling spectrum을 측정하기 위하여 결정을 잘라내고 polishing을 하게 된 

다. 또한 측정 시에는 결정이 부도체이기 때문에 금을 앓게 코팅한 후에 측정하게 

된다. 따라서 2가지의 영향에 대하여 각각 Xmin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1) Polishing의 영 향 

polishing의 영 향 평 가를 위 하여 X rnin측정 이 쉬 운 Si 웨 이 퍼 를 사용하여 X min을 

측정 한 후 같은 wafer를 sand paper 600, 1000, 2000번， 마지 막으로 알루미 나 1 μ m 

순으로 polishing을 하여 다시 X rnin을 측정 하였다. 두 측정 의 결과가 Fig.1 에 나타 

나 있다. 두 polar plot을 비 교해 보면， polishing을 다시 했을 경 우 {l lO} planar 

channel은 X min이 30%에 서 60%로 ， {1 OO} planar channel은 55%에 서 65%로 공히 

Xmin값이 커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polishing 정도가 X rnin값에 큰 영향을 주 

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polishing에 의한 X min 감소정도는 결정의 종류 및 

polishing의 질 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므로 정량화하기는 어렵다. 

2) Au coating의 영 향 

Au 코팅의 영향평가 역시 Si 웨이퍼를 사용하여 coating 전의 [110]축에 대한 

X min spectrum을 측정하고， Au 100À을 코팅한 후 다시 측정하여 X rnin을 비교하였 

다. 그 결과가 Fig.2에 나타나 있다. 원래 웨이퍼에는 surface peak 가 관찰되고 X 

때n 값이 약 2% 인데 비하여 coating한 경우는 약 13%로 X rnin값이 많이 증가하는 

것을 관찰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 영향은 부도체의 측정 시 피할 수 없다. 다만 

Au 대신 Al과 같이 전하량이 작은 물질로 coating할 경우 그 영향이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어쨌든 coating이 X rnin에 미치는 영향은 후에 모사시 측 

정치에서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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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fer in [110] clirection. The surface peak does not appear and 

the X min becomes remarkably larger as a result of Au coating. 



나. Au coating의 RBS 측정에 미치는 영향 평가 

결정시료의 대부분은 전기 적 인 부도체이므로 이옹빔 조사과정에서 시료표면에 

전위상승효과가 나타난다. 표면전위상승은 일반적으로 하전 입자의 조사시 하전상태 

인 조사빔의 유입과 시료표면에서 의 이차발생과 탈출 등의 현상에 의해 표변에 고 

전압이 유기되는 현상이다. 이러한 전위상승효과는 결과적으로 x- ray 계측시 백그 

라운드 상승으로 나타나며[14，15] RBS!channeling 스펙트럼 에서 는 pe와<: shift 및 

broadening 현상으로 관찰된다[16J， 따라서 PlXE, RBS 등 거의 모든 이온빔실험 에 

서 상당한 정 도의 시료표면전위의 상승은 정 량과정 에 부정적인 영향의 끼치게 된다 

[17,18J, 

이 러 한 표면전위 상승효과의 억제 내지 해소 방법으로 전자총을 이용한 전자분 

무법 [15]， 부도체 시료주위의 전도성기판에 역 전압을 인가하여 억제하는 방법 [18]， 

시 료의 표면에 앓은 전도성 필름을 도포하여 전기전도도를 향상시키는 방법[19] 등 

이 이용된다. RBS!channeling 실험에서 는 조사량 측정 이 펼수적 이므로 전자분무법 

이나 역 전압 인가법 등은 사용하기 곤란하며 따라서 적정한 두께의 전도성 필름을 

도포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전도성 도포막의 두께가 충분히 두꺼우면 표면전위 상승효과는 충분히 억제할 

수 있으나 필요 이상의 두께는 시료에 조사되는 이온빔 의 straggling 효과로 분해능 

저하를 야기하고 충분히 두껍지 않으면 charge buildup 효과[2이의 억제가 불완전하 

다. 따라서 당해년도 RBS!channeling 실험에 사용되는 시료인 몇 가지 부도체 결정 

시 료의 charge buildup 효과를 억제할 수 있는 최소의 Au film 두께를 결정하였다. 

실험을 위해 사용된 표적의 크기는 1 인치 직경의 CaF2, 1/ 2 인치 크기의 

LiNb03이며 Si02는 2cm x 2cm 크기에 두께는 각각 3 mm이다 Au 두께를 변 

화시 키면서 후방산란 스펙트럼을 측정하였다. Au는 전자현미 경용 Au sputter 

coater로 증착하였으며 RBS로 두께를 정량하였다. 

예상대로 측정도중 전류적산계Ccharge integrator)의 불안정한 동작과 후방산란 

spectrum상에서 leading edge의 불규칙한 이 동 등의 현상이 관찰되 었다. 조사 중 

표면전위의 상승효과로 인하여 leading edge의 전이 (shift)와 edge의 분해능 저 하 

등의 현상을 Fig.3과 4의 스펙트럼에서 볼 수 있다 

식 (6)의 누적 정 규함수(Gaussian Cumulative Function )를 근간함수로 fitting하여 

leading edge의 전 이 를 정 량하였다 G(x)가 정규분포함수이며 A는 백그라운드 준 

위일 때 스펙트럼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S(x) = A - J G( x)dx (6) 

u 



Leading edge의 전이 정도로부터 build- up voltage의 계산은 다음과 같다. 표면 

전위의 상승 정도를 +V라고 하고 입사입자의 하전상태를 qin, 산란입자의 하전상태 

를 q out, 이라고 하면 초기 에너지 Eo로 입사된 하전입자( q in )가 전위 +V로 대전 

된 표면에 도착할 때의 에너지 ( Ej )는 

El=Eo-qin. V (7) 

가 되고 kinematic factor가 K인 원자로부터 산란되어 계측기로 향하는 하전업자 

( q out)의 에 너 지 ( E2 )는 

E 2 K. El 十 qoul. V (8) 

가 되어 결국 전기전도도가 우수하여 표면전위상승이 없는 경우와 비교하면 

leading edge의 전이 정도( ôE)는 

ôE = q oul. V - K. q in . V (9) 

이고， q in = qoul= q의 경우에는 

v= ôE -
-(l-K) .q 

(10) 

의 관계가 된다. 따라서 build- up voltage가 증가할수록 peak shift는 커지며 같은 

시료내에서는 kinematic factor가 가벼운 원소일수록 pe밟 shift 효과는 커진다. 이 

와 같은 방법으로 10 Å 두께의 Au 필름이 도포된 시료에 대한 pe와( shift 정도를 

Table 4에 정리하였다 

입사입자를 He++로 사용하였을 때 산란입자의 전위상태는 대부분 2+ 전위상태 

라는 점은 Fig.5에서 보듯이 Au 피크의 분리로 증명된다. 표면 전위의 상승으로 피 

크 shift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 도포된 Au로부터 산란된 입자의 pe밟는 2개로 분리 

되며 그 에너지 간격은 정확히 1 +, 2+ 의 차이로 해석된다. Fig.5에서 보듯이 고에너 

지쪽의 피크가 He++이며 낮은 에너지 피크가 +1가의 그것이다. 산란 후 탈출하면 

서 전위 상승된 시료표면부터 얻는 에너지의 차이이며 다음의 관계를 가진다. 

E 2.2 + -E2. 1+ = (K. El +2 V)- (K. El + 끼 = V(e V) (11)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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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Voltage build up at two different sarnple surfaces with and without 

10 A Au coating. 

Non- Coated 10A Au coated 

Sarnple Element K Peak shift Build- up Peak shift Build- up 
(channeD V oltage[k V] (channeD V oltage[k V] 

Au 0.9252 4 99.5 

SiOz Si 0.5774 15 66.2 21 92.7 

O 0.4094 21 66.3 31 97.9 

Au 0.9252 3.4 84.7 

CaFz Ca 0.6816 6.8 40.5 13.9 82.8 

F 0.4411 12.7 41.7 24.8 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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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Another quantitative evidence of charge build- up using satellite 

peak scattered He by 10 A 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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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로부터 산란된 He업자는 하전상태의 분포를 가진다고 알려져 었다. 표면전위 

의 상승효과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식 (11)과 같은 정도의 에너지 차이를 보이며 10 

A Au 도포된 Si02 시료의 경우 Fig.5에서 보듯이 명확한 피크분리 현상이 나타난 

다. 같은 시료에서 leading edge의 에너지 전이로부터 계량한 build- up voltage(표 

1, Si02 참조)와 일치한다. 따라서 에너지 분리된 Au peak의 존재는 leading edge의 

전이현상과 더불어 표면전위 상승효과를 증거하고 그 정도를 평가하는 좋은 예가 

된다. 

시료별로 80 A까지 Au 두께에 따른 leading edge의 shift 효과를 조사한 결과는 

Fig.6과 같다. 전하축적에 의한 charge build- up 효과는 조사중 표면에서의 이차전 

자의 발생， 공급사이에 balance가 깨어짐으로서 나타난다고 설명된다. Fig.6에서 보 

듯이 10 A의 Au 펼름은 이차전자의 발생을 증가시키나 전위 상승을 상쇄할 수 있 

는 전하의 공급통로는 아직 불완전하기 때문에 buildup 효과는 촉진되는 결과를 가 

져온다. Table 4에서 보듯이 전도성필름을 도포하기 전이나 불완전한 상태의 전도 

막의 상태에서 사용한 3가지 시료의 표면에 유기되는 build- up voltage는 작게는 

수 십 kV에 서 100 kV 정 도까지 로 나타났다. 100 kV 정 도의 전위 상승은 PlXE t1-
RBS 등의 이온빔 분석에 있어서 정량을 방해하거나 치명적인 정량오류를 유발하기 
쉽다. 따라서 Au 피막으로 charge build- up 효과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 40 A 이 

상의 Au 층이 필요하다는 것이 결론이다. 부수적으로 표면전위 상승효과의 결과 

로 산란입자의 하전상태에 따라 피크의 에너지분리 현상이 나타나는 현상은 전위상 

승을 계량하는 방법이 될 뿐 아니라 산란되는 입자의 하전분포를 측정하는 간단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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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 

Fig.7은 channeling 측정을 위한 빔라인 및 진공 챔버의 설계도이다. 사용된 진 

공챔버는 RBS , ERD-TOF 및 기타 이온빔분석이 모두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channeling 실험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작년도에 제작된 시료조사대에 진공을 

유지한 상태로 시료를 교환할 수 있는 load- lock 시료교환장치를 설치하였다. Fig.8 

은 시료교환 장치의 schematic diagram 이다. 시료판은 진공챔버에 부착되어 있는 

별도의 load 챔버에서 시료장입봉에 의하여 gate valve를 통하여 진공챔버내에 장 

입된다. 다음에 load 챔버를 진공으로 하고 시료장입봉을 챔버로 밀어 넣으며， 시료 

판은 goniometer의 시료지지대에에 나사식으로 고정이 된다. 시료를 빼 낼 때 역시 

같은 순서로 시료를 load 챔버로 빼내면 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 load- lock 시스 

템에 의하여 진공챔버의 진공을 캘 필요가 없게 됨으로 인하여 시료교환에 필요한 

시간이 30분으로부터 5분정도로 단축되었다. 

및 2. 계측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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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ation Stage 

- Target Plate 

Electron Suppressor 

口
h 

LJ 
r:기 

념 
Target Holder 

Transportation Arm 

Fig. 8 ln- vacuum sample exchange using load- Iock system with 

transportatlOn arm. 

3. Labview를 이용한 goniometer 구동 프로그램 개선 

채널링 측정시 빔의 방향과 측정하고자 하는 결정의 방향을 일치시키기 위해 시료 

의 정확한 방향제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시료는 고니오메터에 설치되어 있는 

시료지지대에 고정하도록 되어있다. 전년도 보고서에서 언급하였듯이， 시료의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실험실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정의되는 Fixed Frame of 

Reference (FFR) 과 시 료지 지 대 위 에 서 정 의 되 는 Crystal Frame of Reference 

(CFR) 사이의 좌표변환이 필요하다. 실험을 수행할 때는 수시로 시료의 방향을 빔 

방향에 대해 변경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작업을 고니오메터를 움직임으로써 수행하 

기 위해서는 좌표변환 프로그램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작년에 작성하였던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한 고니오메터 제어 프로그램의 후속으로， 금년도에는 실험자가 직관 

으로 알 수 있는 CFR 좌표를 입력하면 FFR 좌표로 변환하고 그 결과치에 따라 고 

니오메터를 구동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좌표변환을 간단히 수 

행하며 그 결과를 이용하여 실험자의 의도대로 시료의 방향을 바꾸어 주므로 편리 

하다. 프로그램 작성에 이용된 컴퓨터 언어는 작년과 같은 미국 National 

lnstrument 사의 LabView 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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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R value 1-3 or 2-3 rotation 

speed 

Fig. 9 Flow chart of the coordinate transforrn and goniometer 

movmg program. 

프로그램의 흐름은 그림 9와 같다. 사용자는 고니오메터 컨트롤러가 연결되어 

있는 serial port의 변호， 구동모터 의 가속도， 속도， 시 료의 회 전방향 및 시 료를 움직 

이고자 하는 변위를 CFR 좌표로 입력해야 한다. 먼저 serial port를 초기화하고 회 

전방법에 따라 입력된 CFR 좌표를 FFR 좌표로 변환한다. 회전은 고니오메터의 3 

개의 회전축 중 2개를 이용함으로써 가능하므로 1- 2 축 회전 1- 3 축 회전 그리고 

2- 3 축 회전이 있을 수 있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3가지 방법 중， 사용자가 직관적으 

로 예상하기가 비교적 용이한 1- 3 축 회전과 1- 3 축회전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2-3 축회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좌표변환에 관한 자세한 계산방법 및 변 

환식은 전년도 보고서에서 자세히 언급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하고 결과 

식만을 식 (2) 과 식 (3)에 나타내었다. 

m 



X c = sin 8sin ø sinAsin C 
YC = sin8cosø sinAcosC 
Z c = cos 8 cosA 

for 1 - 3 rotation (12) 

X c = sin8sinø - cosAsinB 
Y c = sin 8cos ø sinA 
Z c = cos 8 cosAcosB 

for 2- 3 rotation (13) 

식에서 6 와 ψ 는 CFR 좌표이고 A, B, C는 각각 3, 2, 1 축방향의 회전각을 나타 

낸다 토글 스위치로 변환방법을 간단히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CFR로 주어진 

이동변위가 FFR 좌표계로 변환되면 다음 단계에서 그 수치만큼 고니오메터를 구동 

하고， 계산결과를 출력한다. 또한 도중에 seral error 가 발생하면 그 여부를 표시하 

도록 작성되었다. Fig. lO에 프로그램의 panel을 나타내 었다. 

Fig. 10 Front panel of the coordinate 

transfonn and gomometer 

movmg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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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료의 준비 및 계측 

입사입자는 주로 2.4 MeV He을 사용하였다. 후방산란된 He은 산란각 140。부터 

162。 사이에 설치된 SSB 검출기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시료들은 

Si wafer, GaAs wafer, Si02, LiNb03 및 CaF2 등이다. 시료에 관한 정보는 Table 5 

에 요약되어 있다. wafer 들은 그대로 측정하였으나 그 외의 시료들은 결정을 ingot 

로부터 diamond cutter를 사용하여 절단하고 면을 연마하여서 사용하였다. 절단시 

결정에 유기되는 결함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단속도는 1cm/1hr 미만으로 유지하였 

다. 연마는 대체적으로 sand paper 400번으로부터 600번， 1000번， 2000번 순으로 손 

으로 하였으며 그후 결정의 강도에 따라 3 μm 나 lμm 알루미나로， 마지막은 0.3 

μm 냐 0.05μm 알루미나로 회전반을 사용하여 lapping하였다. lapping 후 시료들 

은 현미경으로 눈에 뜨일 만한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 연마가 끝난 시료들은 이 

옹빔의 조사시 하전효과의 방지를 위하여 ion sputter를 사용하여 약 100A 두께의 

금을 표면에 입혔다. polishing과 금도금이 channeling에 미치는 영향은 예비실험에 

서와 같이 Si wafer를 polishing 혹은 도금하여 스펙트럼을 측정하여 순수한 wafer 

의 경우와 비교함으로서 평가하였다. 

Table 5 Information of the samples used in the experiment. 

surface defect 
sample onentatlOn polishing reference 

coatmg information 
industrial 

Si wafer [100] none 
product 
industrial 

GaAs wafer [110] none 
product 

dislocation 
0.3μm， Russia 

Si02 [0001] Au 100A density :6, 
China 0.05μm 

3000/cm2 

LiNb03 [0001] 0.3μm Au 100A Korea 
dislocation 

CaF2 
[110] 0.05μm Au 100A density Korea 

[lOOOppm Sm] 
수만/c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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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결과 및 논의 

1. channeling 스펙트럼 측정 및 결정구조 확인 

가. Si02 

Fig. 11 Si02 (]ow quartz) Structure. 

seen in random (Jeft) and 
[0001] (right) direction. 

솥) Si • 0 

Si02의 polar scan 결과는 Fig .l 2에 나타나 있다. Si02는 hexagonal 구조를 가지 

고 있고， 결정 의 방향은 대략 [0001] 이므로 그림과 같이 polar plot에서 3개의 

{lO- 10 }변과 {1l -20}면이 peak로 나타나게 된다. [0001] 축에서 의 channeling 

spectrum은 Fig.13에 나타나 있다 X rnin은 대략 25% 수준으로 완전결정과는 차이 

가 있으며 이는 상당부분 Au coating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polar plot에서 찾은 

축 주위를 Z축[0001] 의 주변으로 약간의 각도씩 기울여가며 후방산란 수율을 측정 

하면 결정의 구조를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 Fig.ll의 결정구조모형에서의 

[0001] channel의 모양이 Fig .14(a)의 channeling 측정 에 의 한 후방산란 수율의 분포 

로 재현되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단위 결정의 크기가 수 A 정도임을 

감안할 때 channeling 측정이 기하학적으로 얼마나 민감한 지를 짐작할 수 있다. 

Fig.l4 (b)는 (a)의 3차원 plot으로서 axial channel의 깊 이 - 기 하학적 으로는 

channel 의 크기에 대응함 -를 보여준다. Axial channel의 주위로 3개의 planar 

channel이 존재하는 것을 또한 알 수 있다. 이 planar channel 들은 polar scan에 

경
 



나타나는 3개 의 UO- 10}면 에 해 당하는 것 이 다. 

-90 

o -180 

90 

Fig. 12 Polar plot of the SiOz crys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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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02, Ran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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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Comparison of the random and channeling spectrum of 

Si02 in the [0001]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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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Mapping of the channeling yield for SiOz around the [0001] ax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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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LiNb03 

Fig. 15 LiNb03 Structure seen in 

random (]eft) and [0001] 

(right) direction. 

μLi 훌훌 Nb • 0 

LiNb03의 polar scan 결과는 Fig .l6에 나타나 있다. LiNb03는 Si02와 마찬가지 

로 hexagonal 구조를 가지고 있고， 결정의 방향도 비슷하므로 polar plot의 형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다만 LiNb03의 경우 Si02와는 달리 {lO- 10}면이 확실히 나타나 

지 않는데 이것은 같은 구조라고 해도 격자를 점령하고 있는 원소의 차이에 비롯한 

다고 할 수 있다 즉 Si02의 경우 육각형의 중심이 비어있는데 비하여 LiNb03의 경 

우 Fig.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Li이나 Nb로 채워져 있고 이 원자들이 {lO-10}방향 

의 channeling을 방해 하므로 그 방향의 channeling 수율은 낮아지 지 않는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Si02의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축 주위를 Z축[0001]의 주변으로 약 

간의 각도씩 기울여가며 후방산란 수율을 측정한 결과를 보면 Si02의 경우와 유사 

하지만 모양이 조금 확실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이 것은 사용된 결정의 결함이 

Si02보다는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X min이 커지고 따라서 상대적으로 contrast가 

나빠진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Fig . 15의 [0001]축방향의 모양 

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Fig.17은 random 방향과 channeling 방향의 X min의 비교 

이다. 예상대로 X min값이 Si02보다는 약간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urface peak은 

뚜렷이 나타남을 볼 수 있다 

x 

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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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 Polar plot of the LiNb0 3 cryst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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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Comparison of the random and channeling spectrum of 

LiNb0 3 in the [0001]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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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CaF2 

Fig. 19 CaF 2 S tructure seen in random 

Oeft) and [110] (right) direction. 

• Ca ι F 

CaFz의 polar scan 결과는 Fig.20에 나타나 있다. CaF2는 LiNb03나 Si02와는 완 

전히 다른 Cubic 구조이므로 나타나는 polar scan의 양상이 매우 다르다. 그림에서 

현저하게 수율이 떨어지는 2 peak는 [1 10]방향의 결정을 계측할 때 channeling이 일 

반적으로 가장 현저히 일어나는 U lO} 면이다. 결정을 회전하면 planar channel 이 

{110}{111}{211}{100}{111}{211} 순으로 나타나야 하며 이 것은 측정 한 결과와 잘 일 

치한다 Si02의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축 주위를 Z축[0001]의 주변으로 약간의 각도 

씩 기울여가며 후방산란 수율을 측정한 결과를 보면 CaF2의 경우는 Fig. 21과 같이 

Si02나 LiNb03의 경우와는 달리 사각형의 모양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U lO} plane의 channeling이 다른 plane에 비하여 현저하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골 

이 많이 패여 있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다. 그러나 아마도 doping된 Sm의 영향으 

로 X min값은 다른 결정들에 비하여 현저히 나쁜 40% 정도이다. 

한가지 재 미 있 는 현 상은 axial channel의 Xmin값이 다른 결 정 의 경 우 planar 

channel보다 훨씬 작은데 비 하여 (Si02 axi려 = 0.25 plan따 = 0.9, LiNb03 axi머 

= 0.3 planar = 0.9) CaFz의 경 우는 axial = 0.4, planar = 0.6 이 라는 것 이 다. 이 것 은 

매우 괄목할 만한 결과로 일반적인 경우와는 매우 다르다. 한가지 가능한 설명은 

CaF2의 격자 사이에 Sm이 interstitial 로 들어가 있는 경우이다. 이 경우 axl머 

channel을 따라 움직 이 는 이온의 입장에서는 Sm이 channeling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고 (격자 사이사이가 Sm으로 메워 져 있으므로) planar channel을 따라 움직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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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의 입장에서는 plane 이 Sm이 plane 상에 있으므로 오히려 planar channeling 

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Fig .19에서 4개의 Ca이 이루는 격자 중앙에 

Sm이 위치하고 있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자명하다. 그 경우 Sm은 {l10}plane 상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doping된 Sm이 대부분 in ters ti tial로 들어가 있음을 암시한 

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확한 결론을 위하여는 결정의 방향별로 Sm의 후방산란 

수율을 측정하고， doping되지 않고 결함이 적은 결정과의 X min 비교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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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0 : Polar plot of the CaF2 crys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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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 : Mapping of the channeling yield for CaF2 around the [110] ax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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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mputer 모사에 의 한 결함의 정 량 

제1절 l.에서 소개한 channeling 모사 program DICADA로 측정한 결정들의 결 

함을 추정하였다. Table 6은 모사할 결정들의 program 입력 데이터이다. 

Table 6 Information on the crystals for the input to DICADA. 

* is an estimated value . 

Debye Interatomic 
Lattice portion of 

Crystal Density Temperat Measured space m 
crystal constance 

(g/cm3) 
different 

measured structure ure aXls 
(A ) lows 

(K) direction ( A ) 

Ca row: 1 3.86 
CaFz cubic a=5.462 3.18 510 [1 10] 

F row 2 3.86 

LiNb03 hexagonal 
a=5.148, 

4.64 300' [0001] 
NbLi row: 1 13.863 

c=13.863 o row 3 27.726 

a=4.916, Si row 1 4.916 
SiOz hexagonal 2.649 470 [0001] 

c=5.405 o row :2 4.916 
diamond 

[1 10] 3.841 Si a=5.431 2.329 640 Si row :1 
cubic 

diamond Ga row 1 3.998 
GaAs a=5.654 5.32 360 [1 10] 

cubic As row 1 3.998 

먼저 모사 program의 정 확도를 확인하기 위 하여 완전결정 에 가까운 Si과 GaAs 

결정에 대하여 모사를 수행하였다. 모사를 위하여는 측정된 스펙트럼을 에너지로부 

터 깊이의 분포로 변환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s topping power의 차이로 각각의 

channel크기가 조금씩 달라지지만 그 오차는 무시하였다. Fig .22는 Si에 대한 모사 

결과이다. 완전 결정을 가정하였을 때의 X min 분포는 측정 된 분포보다는 약간 적은 

값을 나타낸다 측정치와 모사치를 일치시키기 위하여는 약 1%의 결함을 가정하여 

야 함을 알 수 있다. 측정치와 모사치의 기 울기 는 프로그램의 정확도를 반영하는데 

Si의 경우 기울기가 비교적 잘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Fig.23 는 결함의 농도가 

X min에 어 느 정 도 영향을 주는지를 보여 준다. 농도가 %급인 경우 농도변화에 따 

른 X min의 변화는 상당히 급격하나 커질수록 X min의 변화는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결함이 많을수록 Xmin은 깊이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것도 알 수 있다. 

이 런 현상은 실제 계측시에도 감지가 된다. Fig.24는 GaAs에 대한모사결과이다. 이 

경우는 Si의 경우보다도 차이가 오히려 적어서 약 0.7%의 결함을 가정하면 모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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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가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차이는 모사프로그램의 오차일 수도 있고 실제 

실험에서 이온빔이나 시료변의 불순수성에 기인할 수도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Si이 

나 GaAs의 표면에는 항상 수십 A정도의 산화막이 형성되므로 이에 의한 영향일 

수도 있다. DrCADA에서는 이 차이를 보정하여 주기 위하여 X min의 절대치뿐만 아 

니라 완전결정의 측정치와 결함을 재고자 하는 결정의 측정치의 X min값의 차이를 

입력으로 할 수도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본 실험의 경우 Si과 GaAs을 제외하고 

는 완전 결정을 구하기가 어려워 Xmin 절대치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Au coating 이 결함의 농도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를 알기 위하여 Fig.25 의 

Au coating된 Si wafer의 channeling spectrum을 모사해 보았다. 100A Au coating 

의 등가(equivalent)결함농도는 Fig .25에서와 같이 약 7%에 해당한다. 따라서 다른 

시료들의 결함을 모사에 의하여 구할 때 이 정도의 결함 농도를 보정해 주어야 함 

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물론 Si에 대한 것이므로 정확한 정량을 위하여는 각각의 완 

전결정에 대한 계산을 하여야 한다. 

가. Si02의 결 함정 량 

Fig.26은 러시아 제품의 Si02에 대한 X min 측정값과 이의 모사에 의한 결함농도 

의 정량 결과이다. Au coating의 영향 7%를 제한 결함농도는 11%로 계산되었다. 

한편 중국 제품의 Si02의 결과는 Fig.27에서와 같이 15%로 계산되었다. dislocation 

density 가 각각 3/cm3과 3000/cm3 인 것을 고려할 때 결함농도의 차이는 타당한 

것으로 보이지만， dislocation 이외의 twin, point defect 등의 결함이나 기타 불순물 

에 의한 결함의 농도가 10% 대로 계산되는 것은 약간 과도한 결과인 것으로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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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LiNb03의 결 함 정 량 

Fig.28은 LiNb03에 대한 X min 측정값과 이의 모사에 의한 결함농도의 정량 결과 

이다. Si02의 경우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정량을 한 결과 결함농도가 약 23% 인 것 

으로 계산되었다. 조화(congruent)용융된 LiNb03 결정의 경우 약 5.9%의 Li site가 

Nb에 의하여 점령되어 anti- site를 이루며 전하보상현상 때문에 4.8%의 Nb site가 

비워지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보고가 있다. [21] 그럴 경우 LiNb03는 다른 결함이 전 

혀 없는 경우라 해도 X min값이 시료의 표면에서 이미 약 0.1 정도가 될 것이다. 이 

러한 고유의 결함을 제외하면 측정한 LiNb0 3 결정의 결함농도는 17% 정도이나 이 

값도 역시 약간 과도한 값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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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빔을 이용한 비파괴 표면분석법의 마지막 연구연도이자 channeling 분석법 

개발의 2차년도 연구로 수행된 당해연도 연구개발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 channeling 측정을 위한 측정시스템 개선 (시료교환장치 및 시료정렬전산 프로그 

램 개발) 

2. channeling 분석의 최적화를 위한 예비실험 수행 (결정 연마 및 Au coating의 측 

정에 미치는 영향평가) 

3. Si02. LiNb03 및 CaF2 결정의 구조분석 및 결함위치 측정 실험 

4. computer simulation에 의 한 Si02 및 LiNb03 결 정 의 결 함농도 분석 

당 연구를 통하여 국내에서 이온빔을 이용하여 인공결정 의 구조 및 결함을 정량 

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분석시스템 이 개발되었다. 단지 원래 3년간의 개발계획이 2 

년으로 단축되는 관계로 정량분석의 정확도를 검증하지 못한 것과 channeling분석 

법의 강점인 결함의 위치 측정 실험(예 CaF2내의 Sm 위치)이 불완전한 아쉬움이 

있다. 인공결정에 대한 channeling 분석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되었으며， 따라 

서 많은 시행착오 끝에 정량분석까지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도에는 문제가 있 

는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앞으로 이 방법의 적용을 위하여는 좀 더 면밀한 연구 

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당 channeling 연구를 끝으로 일련의 가속 이온빔을 이용한 처l 반 분석방법개발 

연구는 일단락이 되었다. 이 연구는 이전에 국내에서는 불모지였던 이온빔 분석과 

이온빔의 산업적 활용을 시발하였고 이에 따라 현재는 서울대. KIST를 비 롯한 국 

내의 연구기관에서 관련연구가 이어지고 았다. 특히 RBS나 ERD방법은 개발 즉시 

국내 박막관련 기업체에서 활용되어지고 있다. 앞으로 세계적으로 신소재 및 반도 

체 소재 개발과 발맞추어 이온빔분석법은 계속해서 발전이 될 것이고， 국내에서도 

특히 미세부위분석을 위한 연구는 꼭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정시료를 제공하여 주신 화학연구소 이영국 박사 지질연구부 채수천씨에게 

감사하며. 연마장비를 제공한 활용연구부 시료처리실 제위에게도 감사한다. 

n 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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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1 

레이저유도 

플라즈마 분광법 



제 1 장 서 론 

레이저는 아주 좁은 범위의 파장 영역을 가지고 있는 빛의 다발이다 . 

이 빛 에너지를 짧은 순간에 모아서 물질에 쪼이면 표변에서 증발 현상과 

함께 원자나 이온 원래 물질의 조각 등이 뒤어나간다. 에너지 집속에 의한 

공기의 파열 현상을 이용한 breakdown 현상은 마치 두 개의 전극사이에서 

일 어 나 는 discharge 와 같 이 강 한 빛 이 방 출 되 는 것 이 초 기 의 연 구 자 들 에 

의하여 관찰되었다 . [1] 이러한 실험이 기체 액체 및 고체에 대해서 

breakdown의 mechanism을 규명 하기 위 하여 연구되 었다 . 이 렇게 표면의 

일부가 증발되는 현상(laser ablation)은 레이저 빛과 물질과의 상호 작용에 

의해 일어나는데 증발되는 물질의 일부분을 성분 분석용 분석 장치에 도입 

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실용화되고 있다. 레이저를 이용한 시료 채취방법은 

원리적으로 시료의 기화가 필요한 대부분의 원소 분석 장비와 함께 시료 도 

입 기구로 부착하여 시판되고 있으며 현재 유도결합 프라즈마 분석기 

Cinductively coupled Plasma Spectroscopy) 에 시 료 도 입 장 치 로 [3 ,4] 가 장 많 

이 이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다양한 레이저의 파장에 따라 여러 가지 웅용 

분야가 개 발되 었으며 excimer laser를 이 용하면 단파장 영 역 도 사용할 수 

있어서 이것을 사용한 연구가 활발하다. 

레이저에 의하여 파열 현상이 일어나면 이온화된 가스， 즉 플라즈마가 

생성된다. 플라즈마가 생성되려면 레이저빔이 물질의 원자와 충돌하여 전자 

가 레이저의 에너지를 흡수하여 이온화된 후 연쇄 반응을 일으켜 시간에 따 

라 전자 밀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 이 과정은 기체， 액체 및 

고체의 dielectric breakdown과 유사한 반응이다. 연쇄 반웅이 유지되기 위 

해서는 전자는 초점 지역 속에 있고 이 전자는 이온화 에너지보다 더 큰 에 

너지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 이 반응에서 흡수되는 photon은 그 물질의 이 

온화 에너지 또는 bandgap 이상이어야 하며， 고체시료의 breakdown 이 일어 

나기 위해서는 최소한 레이저 에너지는 106 W / cm 2 이상 필요한 것으로 알 

려져 있다 .[5] 

이러한 목적에 바탕을 두고 이 연구에서는 집광된 레이저 빛에 의해 생 

성 되 는 프라즈마 (Laser Induced Plasma Spectroscopy: LIPS) 분석 법 을 개 발 

하였다. 분석에 사용되는 분광 기기는 여러 가지 분광 분석용 장비의 일부 

로 대부분 외국에서 도입되어 사용되고 있고 간단한 기능을 가진 일부 기 

기는 국내에서 제조 판매되고 있으나 단일 용도의 측정 실험에 사용되고 

있어서 다양한 분광 측정의 요구에는 기능이 부족하다. 이처럼 관련 장비의 

제조 기술이 국내에서 활성화되지 않은 현실이므로 높은 정밀도를 가진 분 

광 측정과 관련된 분석 기기 는 제품을 이용하되 가능한 부분은 실험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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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설계， 제작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 레이저에 의한 분석법은 고체시료 

의 mlcro 또 는 macro 영 역 분 석 시 in situ 분 석 에 유 리 한 장 점 을 가 지 고 있 

다. 그리고 ICP -AES나 ICP - MS 분석법의 시료 도입 장치로서 사용되는 

예와 같이 고체 시료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아주 편리한 방법이기 때문이 

다 .[6] 이 방법에서는 고체시료 분석시 시료를 준비하기 위한 화학적 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므로 시약에 의한 오염의 영향이 없으며， 미량의 

시료를 분석할 경우 화학적 처리과정에 의한 시료의 손실에 대한 염려가 없 

다. 그리고 용해가 어렵거나 유해한 시료의 경우에도 화학적 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므로 여러 가지 고제 시료의 분석에 응용이 될 수 있다. 

분석 내용은 여러 가지 재질에 포함되어 있는 성분들에 대하여 정성 및 정 

량 분석하는 것으로 측정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들을 조사하고 실제 표 

준시료를 사용한 분석을 수행하여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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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본 론 

제 1 절 레이저 유도 플라즈마 분석법 

l. 플라즈마의 특성 

레이저 빛을 집속하여 물질의 표변에 조사하면 표변에 에너지가 모여서 

물질을 증발시키는데 이 순간에는 원자나 이온 분자가 증발하거나 고체물 

질 자체의 조각들의 비산 또 충격파 Cshock wave) 등이 발생하고 플라즈마 

가 생성된다.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모델들이 제시되었 

으나 복잡한 현상이 결합되어서 간단하지 않다. 증발 또는 삭마되는 현상은 

레이저의 에너지와 펄스 시간에 따라 현상이 다르고， 한꺼번에 또는 연쇄적 

으로 일어난다. 먼저 펄스 레이저를 시료에 집중시키면 시료 표면에서 순간 

적으로 고온 ， 고압의 원자증기가 방출된다. 이때 플라즈마 내에서 원자들은 

이온과 재결합을 하거나 특성 및 연속스펙트럼이 방출된다. 순간적으로 방 

출되는 플라즈마는 시간에 따라 냉각되고 지역에 따라 불균질한 분포를 가 

진다. 그러므로 플라즈마의 위치에 따라 이온 및 중성원자의 분포가 다르게 

된다. 방출광의 공간적 분포에 대해 알게되면 플라즈마가 생성되는 과정을 

추산할 수 있다. 연구에 의하면 그림 1과 같이 빛이 조사된 시료표면을 중 

심으로 방출광의 세기가 불꽃 모양의 등고선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다. 레 

이저 펄스가 수 마이크로초 이상으로 길고 에너지가 106 W / cm2 정도보다 

작으면 시료에서 방출되는 것은 증발 현상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다. 흡수된 

빛에너지로부터 바닥상태로 이완되는 시간은 0.1 picosec 이하이고 대부분의 

에너지는 열로 전환된다. 여러 연구자들이 서로 다른 기체 상태에서 압력을 

변화시키며 레이저 유도 플라즈마 실험을 실시하여 플라즈마의 공간적 분포 

를 측정하였다. 열 방출이나 증발은 레이저 펼스시간에 비하여 빠르고 열 

방출과 광학적 성질은 물질의 흡광도에 따른 흡광 에너지에 의해 좌우된다. 

광에너지가 깊은 곳까지 흡수되지 않고 시료 표면으로부터 열 확산되는 속 

도가 빠르면 증발이 많지 않다. 가열과 냉각되는 속도에 따라 변화가 크다. 

에너지가 가해지는 메카니즘은 열역학적인 모넬로는 잘 설명하기가 어려우 

나 이러한 레이저 조건에서는 가열 용융 증발 과정을 거치므로 증발되는 성 

분의 증기압 둥을 이용하여 설명하기도 한다. 

한편 레이저가 가해지는 순간에 급격하게 물질의 증발 온도를 넘으면 작 

지만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난다. 레이저의 세기가 109 W /cm2 이상이고 펄 

스 시간이 나노초 이하로 짧으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메카니즘에 의해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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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튀어나간다. 레이저 펄스가 가해지는 시간보다도 짧은 순간에 온도는 증 

발점을 넘어서게 되지만 열이 전달되는 속도는 레이저 펄스 시간보다는 오 

래 걸리므로 물질 표면의 용도는 급격히 상승하여 폭발적으로 뒤어나가게 

된다. 표면 근처의 압력은 105 Mpa 정도나 된다. 이 현상은 가열에 의한 반 

응이 아니며 따라서 삭마된 부위와 주변에는 용융 현상이 생기지 않는다. 

축적된 에너지에 의하여 프라즈마가 생성될 수 있으며 프라즈마 온도는 104 

K정도나 된다 . 생성된 프라즈마는 수 밀리초 정도 되는데 레이저 펄스 유 

지시간에 비하면 아주 긴 시간이다. 삭마되는 순간의 메카니즘은 현상에 따 

라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물질의 증발， 삭마 ， 조각과， 이온， 분자의 비 
산 등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다. 또한 속웨이브 (Shock wave) 발생으로 인하여 

시료 표면으로부터 파열음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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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 l. Spatial intensity distribution of plasma from the 

Zn - based alloy. 

-44-



2. 레이저를 이용한 분석 

레이저 장치의 설계 기술 발달로 오늘날에는 다양한 레이저가 이용되고 

있다. 처음 개발된 레이저가 루비 레이저인데 루비 막대를 중심으로 플래시 

램프와 공진기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방식의 고체 레이저는 사용하기 쉽 

고 안정도가 높아 큰 출력을 얻기 쉬운 종류이다. 효율을 높이고 파장이 다 

른 빛을 얻기 위하여 레이저 매질을 변화시켜서 루비 레이저와 거의 유사한 

구조를 가진 유사한 레이저가 많이 개발되었는데 그중 Nd:YAG 레이저는 

과학， 의학， 산업， 그리고 군사용으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7]. 이 

형식의 레이저는 여러 가지 종류의 광 펌핑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서 고체 

레이저 중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 이 고체 레이저는 플래시 

램프， 아크 램프 혹은 다이오드 레이저 등의 펌핑 방법이 사용될 수 있으 

나 플래시 램프 방식이 현재도 가장 많이 쓰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용 

될 것으로 보인다. 처음의 기본적인 레이저 설계 방식은 관련 기술의 발달 

에 따라 그 디자인이 많이 바뀌었으며 Q스위칭이라는 방법에 의하여 짧은 

펄스 폭의 레이저 빛을 만들 수 있어서 짧은 순간의 빛이 필요한 분야에 많 

이 이 용하고 있다 .[8] 

레이저 빛으로 프라즈마를 만들 때 레이저 빛을 집속시키는 렌즈에 

따라 바탕신호와 발광신호의 크기가 조금씩 변한다. 시료를 뒤에 놓고 먼저 

공기중에서 breakdown 현상을 일으키면， 질소의 방출선인 백그라운드 피크 

가 크게 나타난다 .[9] 

레이저 파장이 1064 nm 와 532 nm를 사용하여 초점거리의 변화에 따 

라 시료의 표면에서 발생하는 플라즈마의 모양을 관찰한 결과에 의하면 프 

라즈마의 모양이 크게 변하지 않으나 1064 nm에서는 시료가 초점거리보다 

앞에 있는 경우 평평한 플라즈마가 생성되며 시료가 점점 뒤로 갈수록 플라 

즈마의 모양이 원형으로 변하고 대기 중으로 높이 확산되는 현상이 나타난 

다 . 

펄스 레이저에 프라즈마 분석법은 방법 자체에 편리성이나 유리한 점이 

무척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산업이나 응용분야가 그리 널리 확대되 

어있지 않다. 물론 여러 실험자들의 노력에 의하여 분석법이 가질 수 있는 

정량적인 한계를 점점 확장하고[10] 있기는 하나 아직도 재현성이나 안정적 

운용을 위해서는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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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실험 

1. 분석 장치 

레이저를 프라즈마 발생용 광원으로 사용하여 레이저에 의해 유도되는 프라 

즈마를 발생시키고 프라즈마에서 방출되는 원자 방출 스펙트럼을 측정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치하였다. 사용된 레이저는 펄스 타입의 Nd:YAG 

(Spectron SL802G , FWHM 10 ns , England) 를 매 질 로 사용 한 레 이 저 로 

서 1064 nm에서 650 m] , 2차 조화파인 532 nm에서 300 m]의 출력을 가지 

고 있다. 이 실험에서는 주로 Q ~ switch를 사용한 짧은 폭의 펄스의 10 Hz 

의 펄스를 사용하였다. 방출되는 레이저 빔의 크기는 지름 8 mm 로서 초 

점을 조절하면 대부분의 물질을 증발시킬 수 있는 출력이다. Nd:YAG 레이 

저는 운용 방법이 간단하고 발진 파장 및 펄스 에너지의 안정도가 높아 광 

원 자체는 시스템 설계에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실험에는 별 지장이 없었 

다. 다만 초기 방출 파장이 1064 nm 이므로 자외선이나 가시광선의 경우 보 

다 열 효과가 커서 시료에 열 변형이 많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연구를 통하 

여 상세히 조사된바 있으므로 2차 조화파 발생 장치를 부착하여 532 nm 의 

빛을 집속하여 시료에 비추어지도록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레이저 파장인 

532 nm 보다 짧은 파장 영역에서 원자 방출을 주로 측정하였는데 사용된 

다른 광학부품 즉， 렌즈 프리즘 등의 투광도에 의하여 최단 파장 영역은 

290 nm정도로서 이보다 파장이 짧은 영역에서는 검출 감도가 줄어든다. 

프리즘을 이용하여 레이저 빔을 시료 지지대 위까지 끌어온 다음 이 빛의 

초점을 조절하여 초점거리 3 cm 의 볼록 렌즈를 써서 시료 표면이 초점의 

약간 위인 10 mm 위로 맞추었다. 이런 형태의 구성은 공기의 Break ~down 

을 최소화하여 시료에서 안정한 플라즈마가 형성되는데 도움이 되었다. 플 

라즈마로부터 방출된 빛은 조합렌즈 (Minolta ， φ=49 mm , f= 50 mm) 단일렌 

즈 (f=350 mm)를 사용하여 슬릿면 위에 춧점을 맞추는 방법으로 분광기 

(Spex , 1404) 에 입 사시 켰 다. 

시료 지지대는 X ，Y축을 따라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제작된 시료 

이송 장치는 두개의 스랩 모터 (M)에 의해 XY축을 50 미크론 씩 이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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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 2. The experimental setup of laser- induced plasma 

spectroscopy for qualitative elemental analysis. 

따라서 지지대 위에 올려진 시료는 분석하고자 하는 부위에 레이저 춧 

점이 닿도록 하고 이동되면서 차례로 측정하게 된다. 시료 표면은 분광기 

쪽 집광 렌즈와 60도 각을 유지하도록 기울여 설치하므로 서 넓은 면적을 

가진 시료를 움직일 때 프라즈마 방출광이 가려지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2. 실 험 방법 

구비된 분석장치를 사용하여 시료로부터 방출되는 원소의 프라즈마 스 

펙트럼을 측정하였다. 금속시료는 시료대 위에 나사로 고정하고 앓은 금속 

판의 경우는 접착 테이프 등으로 간단히 고정하였다. 춧점 거리와 레이저 

의 세기를 변화시키며 프라즈마로부터 방출되는 빛의 세기가 가장 큰 조건 

을 찾고， 최적 조건을 바탕으로 시료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의 프라즈마 스 

펙트럼을 측정 하였다. 레이저 펄스가 인가된 시점부터 프라즈마가 발생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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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지속하는 시간도 측정하고 함량을 결정하기에 알맞는 시간적 요소와 분 

광세기 범위도 조사하였다. 레이저 조사지점을 바꾸기 위하여 시료 stage 

를 움직이도록 하였는데 이송과 측정을 동시에 수행하기 위하여 모터 드라 

이브 등을 컴퓨터로 조절하거나 연속적으로 회전하는 원판에 부착하여 실 

험하였다. 특히 분말 상태인 시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시료 거치 

방법을 시험하였는데 고정된 분말시인 경우에는 한 지점에 조사되는 레이 

저 펄스 횟수에 의하여 측정결 과가 달라지므로 시료 지지대를 움직이며 실 

험하였다. 

시료의 준비 과정에서 표면이 고르지 않은 금속 표면은 연마하고 세척하 

여 표면을 고르게 한 후 프라즈마를 발생시키면서 방출광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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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정성분석용 시스템 구축 

1. 분석 시스템의 구축 

1) 기계적 사양 

레이저 프라즈마 분광법이 가지는 한계를 수용하고 장점을 살리는 이용 

방법으로서 실무적인 정성분석에 이용하기 위하여 장치들을 준비하였다. 각 

부분은 제조 회사별로 별개의 프로그램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있어서 이것을 

모두 파스칼 언어로 이식하여 단일 모율로 동작하도록 재구성하였다. 이렇 

게 준비된 장치를 사용하여 분석법이 검증되면 장비자체가 제품으로 실용화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분석 방법의 중요한 장점인 시료의 준비과정이 단 

순하고 시료의 형태에 대한 제한이 적다는 점과 분석 전과정을 빠르 게 수행 

할 수 있는 점을 잘 이용하면 다른 분석법이 가지기 어려운 신속 정성분석 

장치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기계적 장치의 구동과 측정데이터의 저장 

기능은 단일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연동시킬 수 있었다. 다음에 설명하는 데 

이터 해석프로그램 즉 성분 판정기능은 별도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수행하여 

야 하므로 완변하게 단일한 프로그램으로 합하지 못한 상태이다 . 그러나 대 

이터 처리프로그 램은 외부에서 저장된 데이터라도 바로 읽을 수 있기 때문 

에 분석 조작에 큰 어려움은 없었다 

2) 정성 분석용 프로그램 

다중채널 분광기를 통하여 측정한 스펙트럼은 텍스트형 파일로 저장되며 

저장된 실험 결과를 저장된 라이브러리 들과 비교하여 성분을 판정하기 위하 

여 전용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사용된 프로그램은 Galactic 사의 Grams/ 32 

이다. 이 프로그램은 실험실에서 필요한 데이터 프로세싱과 관리도구들을 

포함하고 있다 여러 가지 측정장비들로 부터 얻은 데이터들을 변환 처리하 

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활용 범위가 넓다. 제작 회사인 Galactic 사의 특 

허 기 술 인 Smart Convert 은 다 양 한 측 정 기 로 부 터 얻 어 진 데 이 터 파 일 을 구 

분하고 자동적으로 열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방식의 파일 처리 단계인 

import 라는 단계 를 별도로 거칠 필요가 없다. 유명한 분석 기기 제조 회사 

들 의 데이터 파일은 물론이고 ASCII , JCAMP , AIA 등의 표준 파일 방식의 

데이터도 직접 읽어올 수 있다 

단일 스펙트럼은 물론이고 멀티스펙트럼 데이터에 대하여서도 빠르고 유 

연성 있는 처리기 능을 가지고 있다 응용에 필요한 라이브러리 기 능은 어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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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형태의 데이터에도 대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단순한 커브의 평탄화 

작업과 스펙트럼의 미분， Curve fitting , 컨벌루션 기능도 수행한다. 이 작업 

을 수행하기 위한 여러 파라미터들을 윈도우 환경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쉽계 변경 입력할 수 있다. 파라미터에 따라서 제공되는 리스트로 

부터 단순히 선택만 하여도 작업결과를 즉시 근원 데이터와 함께 즉시로 보 

여줄 수 있다. 

스펙트럼 처리 작업시 제공되는 공간을 work book 라는 이름으로 여러 

페이지 화변을 통하여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의 표기는 사용자가 여 

러 데이터를 비교 분석하기에 좋은 환경을 제공한다. 

2) 표준물질 및 시료 라이브러리 

표준 분광선을 만들기 위하여 마련한 고순도 물질들을 사용하였다. 판형 

이나 원반모양의 표준물은 별도의 처리 없이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분 

말 형태나 알갱이 형태로 입수된 고순도 시료는 프라스틱 컵에 담아 프레스 

로 눌러서 펠렛을 만들어 분석하였다. 금번 도입한 프로그램은 데이터의 호 

환성이 좋아서 과거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얻은 분광선 데이터를 라이 

브러리에 등록할 수도 있으나 금년도에 다중 채널 검출기를 새로 설치하였 

기 때문에 각 표준시료에 대한 스펙트럼을 다시 실험하여 취득하였다. 표 

준 분광선 라이브러리 제작 과정에서 가능한 많은 원소에 대하여 비교스펙 

트럼을 보유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신뢰성 있는 순도를 가진 물질들을 입수 

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 확보된 표준물에 대하여 비교 분석을 하 

였다. 

이 프로그램에는 스스로 피크를 찾는 기능이 들어있으므로 측정한 스펙 

트럼과 표준 원자발광 분광표와 비교하여 사용하여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피크들이 검색될 수 있도록 탐색 파라미터 들을 확인하였고 표준물 

질 스팩트럼을 시료로 삼아서 재탐색을 실시하여 탐색 기능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다른 원소 표준물에서도 스펙트럼을 취득하고 피크들을 

구하여 파일로서 저장하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표준물 라이브러리를 사용하 

여 여러 원소가 같이 들어 있는 경우에도 순차적으로 처리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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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성분석용 알고리즘 
1)피크의 특성 

피크의 주된 특성은 피크높이이다. 피크 높이는 스펙트럼의 바탕선으로 

부터 꼭대 기 가지 의 거 리 이 다. 이 값은 Forward Gregory - Newtonian 

Interpolation 공식으로부터 계산할 수 있다 . 먼저 주목하는 피크 근처 에서 

적당한 영역을 정한다.X축 위에서 Xo, Xl , XZ, X3, X4, 와 Y 값으로서 Yo, 

Yl , Yz, Y3, Y4을 선정 한다. first difference 는 다음 식으로 주어진다. 

f:::" Yk= Yk+1 - Yk 

계속하여 다음 차수의 difference 는 다음과같이 표기 된다 .. 

4IlYk= 4 ( A n-1 Yk) = A n-1Yk+1 - An-1 Yk 

만일 X 축에서 값들이 일정한 h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다면 주목된 점 

은 x 에 위치한다 . 

x = Xo + rh 

내삽되 는 Y 값은 다음식으로 주어진다 . 

r(r- 1) _ r(r - 1)(r- 2) _ r( r-1 )( r - 2)(r- 3). 
YO +r 6 y o + ---- 6 ‘ y o + ----- - ---6 ..,yo + -- - - ---- --- 6 ~yo 

234 

2 )피크 선택 

테이터 속에 포함된 피크를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개발되어 

있다. 이 론적 으로 완벽한 방법은 있을 수 없으며 사람의 직관에 의하여 탐 

색하는 것 이 가장 완벽하다고 한다 . 이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방법은 제작 

사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방법이라고 설명되어 있는데 잘 분리되지 않는 

피크들에 대하여서 별도의 처리 방법을 두고있지는 않다. 이 다단계 탐색법 

에서 사용하는 순서 는 

l. 데이터의 배열을 훌어가며 이웃하는 점과의 차이 delta Y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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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스펙트럼구간에서 실시하여 평균을 구한다. 이 평균값을 nOlse 

으로 정한다. 

2. 다시 전체 데이터 열을 훌는다. 그리고 

a. Delta Y 가 nOlse 보다 크고 양의 값인 것을 찾는다 

이점이 피크의 시작부이다. 

b. 계속 흩어가며 극대부가 있는지 찾는다. 

이점이 피크 상부이다. 

c. 계속 훌어 서 delta Y 가 Noise 보다 작을 때가지 간다. 

이점이 피크의 끝이다. 

d. 이 작업을 반복하여 데이터의 끝가지 수행한다. 

3. 필요하면 피크 모서리와 바탕선에 대한 파라미터들을 구한다 . 

4. 찾아진 피크들을 순서대로 정리하고 정해진 감도 최저면적 등을 비교하 

여 버릴 것은 버린다. 

주어진 스펙트럼을 이러한 방식으로 처리하여 피크에 대한 값들을 가지고 

라이브러리에 저장된 값들과 비교하여 다음에 설명하는 일치성을 수치화 하 

여 판정자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3)피크의 탐색과 일치 

피크선택과정을 통하여 피크로서 간주된 부분과 표준스펙트럼과 비교하 

여 판정하는 알고리즘이다. 처음 나타나는 모르는 피크의 X값을 라이브러리 

의 피크 X 값들과의 차이를 구하여 최소 거리를 구 해 놓는다. 구하여진 거 

리에 따라서 다음 표에 주어진대로 점수를 매긴다 X 축거리는 스펙트럼 단 

위가 아니고 데이터 포인트로서의 거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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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 solute Peak X 
Score for peak 

distance 
100 o or 1 
80 2 
40 3 
20 4 
10 5 
8 6 
4 7 
2 8 
1 9 
0 greater than 10 

Absolute Peak 

Amplitude Subtracted from Peak Score 

difference 
o or 1 100 

2 80 
3 40 
4 20 
5 10 
6 8 
7 4 
8 2 
9 1 

greater than 10 0 

모 르 는 피 크 의 hit amplitude 를 1 - 9 범 위 로 정 하 고 라 이 브 러 리 에 서 

가장 가까운 피크의 값에서 뺀다. 차이 값을 10 배하여 위에서 구한 점수에 

서 뺀다. 값이 O보다 적을 경우는 아무 것도 더하지 않고 총점을 그대 로 둔 

다. 이 과정을 모든 피크에 대하여 반복하고 총점 수를 피크수로 나누어 점 

수를 0에서 100 점사이로 구한다 . 이 점수를 비교하여 높은 점수가 매겨지 

는 라이브러리가 가장 매칭이 잘된 것으로 판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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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정성분석 시스템의 적용시험 

1. 금속시료 

성분의 함량을 정하는 분석법이 산업에 실용적으로 이용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몇 나노그램 정도의 양이나 농도로서 ppm 정도는 분석기능이 요구 

된다. 가스불꽃을 이 용한 흡광 (atomic absorption) 혹은 발광분석 법 (atomic 

emission)에서와 같은 선형동작에 비하여 펼스형 동작은 신호의 요동 

(fluctuation)을 가져오고 따라서 플라즈마 불꽃을 균일하게 발생시킬 수 있 

는지 여부가 감도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레이저 펄스가 시료를 때라고， 이 

때 발생되는 플라즈마 불꽃으로부터 방출되는 스펙트럼을 분석하는 방법은 

불안정한 점 이 많다 

Fig. 3. The peak examination screen for a coin sample (brass) 

구리 합금 시료인 동전(10원 주와)을 시료로 삼아 분석을 실시하였다 . 

그림에 보인 화면의 위쪽 스펙트럼이 동전으로부터 얻은 것이다. 가운데 것 

이 구리의 라이브러리 스펙트럼 이고 아래 것은 아연의 라이브러리 스펙트럼 

이 다. 이 동전은 성 분이 정 밀하게 조정 되 어 구리 65% 아연 35% (1 0원 주화) 

% 



이다 주성분으로 다량 함유되어 있으면 스펙트럼의 직관적인 비교만으로 

해당 성분의 유무를 알 수 있다. 다른 분석 표준 시료인 NBS 표준물 금속 
합금으로 아연합금， 알루미늄합금 등도 시험하여 직관적인 정성분석은 물론 

준정량(대략의 성분량 추정)도 가능하였다. 

2. 무기 재료 

위와 같은 정성분석과정은 분석 시료에서는 표면의 수십 미크론 정도에 

서 분석이 이루어지므로 분균일성이나 오염에 의한 대표성 상실에 대하여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천연시료(암석이나 광물 등)은 분균일하다 

고 보고， 본 분석방법을 적용할 경우 여러 지점을 조사할 펼요가 있다. 코팅 

된 시료의 표면 검사의 경우 미량이나마 표면의 증발이 일어나므로 삭마의 

초기시점과 레이저 펄스가 여러 번 가해졌을 때의 변화에 주의해야 한다 

시험에 사용된 분말 무기재료는 소내의 한 연구팀에서 연구 수행중인 합 

성 분말소재 시료를 사용하였다. ICP- AES 분석장비를 사용하여 성분을 분 

석한 결과와 비교하였다. 탐색된 성분들이 니켈과 알루미늄 등이 발견되어 

아래쪽에 표시되어 있다. 분말 시료를 지지하기 위하여 실리콘 그리스에 개 

어 눌러 붙였기 때문에 다량의 실리콘 피크가 검출되고 있다. (아래쪽에 실 

리콘이 탐색되어있으나 그럼에는 보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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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7806, 4 
299.7241 , 3 
303.4587. 3 
336.5982, 3 
337.8562, 3 
340.01819 
343.2025, 5 
344.4212, 5 
344.7357, 5 
347.8806, 6 
350.1213, 7 
351 .0648, 9 
355.2711 , 5 
360.6175, 7 

998017 

Fig. 4. The screen of spectral identification . The position of peaks 

are shown as numbers (upper right side). The matched spectra are listed 

on bot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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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액체시료 
고체 시료와 마찬가지로 액체의 표면에서도 레이저를 1 집중시키면 프라 

즈마를 발생시킬 수 있다 . 액체 시료의 일정한 표면을 만들기 위하여 지름 

0.5 의 노즐과 노즐 바깥을 둘러싼 구조의 유리제 흐름 셀을 준비하였다. 

(그림 5 ) 노즐외부에는 헬륨을 흘려서 공기중의 질소에 의해 발생하는 배 

경신호을 없애기 위함이다. 발생되는 프라즈마로부터 발광스펙트럼을 측정 

하는 과정은 다른 고체 시료를 사용할 때나 같은 과정을 사용하였다. 

water 

n 
μ
 

m ” 
u 

n 
ν
 

nozzle 

gas(He) 

Fig. 5. Water jet nozzle and circulation pump for aqueous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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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he photograph of plasma on the water sample. 

그림 6 은 노즐에서 흘러나오는 시료와 그 표변에서 발생된 플라즈마의 

모습을 촬영한 것이다. 532 nm 의 레이저를 사용하여 플라즈마를 발생하였 

기 때문에 시료에 조사되는 순간 강렬한 레이저 빛이 수용액에 부딪혀 산란 

되므로 사진을 찍기에 곤란하다. 위 사진은 600 nm 이상의 빛만 투과하는 

필터를 카메라에 달아 레이저 빛을 차단하였고 따라서 전체적으로 붉은 색 

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체시료와 달리 액체시료에 레이저를 조사할 때 는 조사광의 초점에 정 

확히 시료 표면에 오도록 하는 것이 유리하였다. 시료 내부에 집중이 되면 

플라즈마 발생이 불안전하고 시료가 사방으로 비산되 는 등 불리한 점이 많 

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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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Breakdown energy and plasma intensity in air atmosphere. 

그림 7 과 8 은 조사하는 레이저의 세기를 변화하며 발생되는 플라즈마 

의 스펙트럼을 측정한 것이다 . 그림 7 에 나타난 피크는 공기의 질소에 의 

하여 방출되는 발광선이다. 30 mJ 정도의 레이저 에너지를 사용할 때는 피 
크의 크기가 바탕잡음과 비슷한 크기로 아주 작다 이 정도의 레이저 에너지 

를 사용하면 고체시료에서는 아주 큰 프라즈마가 생성되는 것에 비해 액체 

시료에서는 프라즈마의 생성이 아주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용액은 투 

명하여 파열 현상을 일으키기 위해 빛 흡수가 큰 고체 시료에 비해 큰 에너 

지의 레이저 빛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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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10, 1 1.은 수용액에 포함된 Na, Mg , Ca를 측정하기 위하여 플라즈 

마를 발생시키고 방출스펙트럼을 측정 한 것이다. 마그네슐으로부터 방출되 

는 279.5 nm 와 280.3 nm 피크는 특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서 쉽게 구분이 

된다. 나트륨의 경우는 588 nm 부근의 방출션이 가시광선 영역에서 유일한 

방출 피크이므로 비록 주변에 바탕 잡음이 많은 영역이라 할지라도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으므로 나트륨을 검출하기 위해서는 그림 에 보인 바와 같 

이 장파장 영역에서 측정하는 수밖에 없다. 칼슐은 방출 피크는 약하나 400 

nm 이하의 자외선 영역이므로 바탕 잡음이 없어서 뚜렷이 구분된다 . 이 세 

가지 원소는 지표수에 흔히 들어 있는 것으로서 10 ppm 내외의 분석 감도 

를 가지 는 레이저 유도 플라즈마 분광법 으로 분석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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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3 장 결 론 

레이저를 사용하여 플라즈마를 발생하고 이 방법으로 분석시스템을 개발 

하였다. 이 분석법의 장점을 잘 이용하는 분야가 정성분석이라고 판단하여 

실용화하였다 레이저로는 조작이 쉽고 간편한 고체 레이저인 Nd:YAG를 사 

용하였다. 이 방법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1) 레이저에 의해 표면에서 원소가 방출되어 충분히 원자화되므로 분석을 

위한 시료준비가 간단하다. 

2) 레이저를 광섬유에 의해 원격실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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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동 시료의 특성과 무관하게 거의 모든 시료에 적용될 수 있다. 

4) 레이저 빛을 집중하여 분석하므로 수십 μm 의 분해능을 가진 

microanaly sis가 가능하다 . 

5) 수 ng정도의 시료만 분석에 이용되므로 시료의 양이 제한되는 분석에 적 
용 가능하다. 

이상의 특징들은 전년도에 수행된 Nd:YAG 레이저의 532 nm 파장에 의 
한 레이저 삭마 특성을 바탕으로 고체시료의 직접 분석을 위한 최적의 레 

이저 조건을 탐색하여 얻어졌으며 빠른 시간 안에 시료의 전처리 없이 성 

분분석을 할 수 있는 정성분석 응용 연구를 수행하였다. 고체시료의 직접 

분석에 적용시험을 하였다 . 금속시료， 무기재료， 액체시료 등에 적용하여 간 

단한 시료처리로 성분을 추정할 수 있도록 장비와 프로그램을 완비하였다. 

레이저 프라즈마법을 이용한 정성분석 과정은 분석 시료 표면의 수십 미 

크론 정도에서 이루어진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표면 오염에 의한 대 

표성 상실에 대하여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코팅된 시료의 표면 검사에 

서는 증발에 의한 표면 구성 변화에 주의해야 한다. 이 방법에 있어서 분 

석 조작은 수초 이내에 완료되므로 신속한 성분의 결정이 가능하다. 시료에 

여러 원소가 높은 비율로 혼합되어 있는 경우 시료의 스펙트럼으로부터 직 

접 원소를 골라내는 프로그램과 연동하여 기능을 보완하여 상품화하면 더욱 

이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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