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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ost powerful analytical equipment usually comes at the cost of having the highest demand for space. 
Where electron microscopes has traditionally required a room to themselves, not just for reasons of their size 
but because of ancillary demands for pipes and service. The simple optical microscopes, of course, can 
occupy the desk-top, but because their performance is limited by the wavelength of light, their powers of 
magnification and resolution are inferior to that of the electron microscope. Mini SEM will sit comfortably on 
a desk-top but offers magnification and resolution performances much closer to that of a standard SEM. This 
new technique extends the scope of SEM as a high-resolution microscope, relatively cheap and widely 
available imaging tool, for a wider variety of samples.  

1. 서 론 

최근에 나노분야 및 미세분야에 대한 연구가 
많은 분야에서 연구 중에 있다. 미세크기를 관찰
하기 위해 많은 종류의 나노급 계측장비들이 개발
되어 적용되고 있다.  
나노급의 계측기술의 향후 전망은 사용자 편리

성일 보다 증대된 형태로 장치의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또한 각 계측장치가 단일형태로
는 계측의 용도 및 정밀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장치용도의 다양화 및 성능개선을 위해 상호보완
적인 계측이 가능하도록 여러 계측장치가 하나의 
형태로 결합된 다기능성 복합장치의 개발이 활성
화 되고 있다.  

전자현미경의 기술적인 진보를 살펴보면 구조
적 특징 및 원리 등에 관한 연구 등이 있었으며, 
전자/이온원에 관한 연구, 검출 및 구동장치 관한 
연구, 보조장치 및 다른 장비와의 결합 및 사용상
의 편리성을 추구한 제품들의 상품화가 진척되었
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현미경의 진화에 발 맞추
어 사용상의 편리성을 추구하며, 장비의 소형화로 
적용성이 빠른 소형의 전자현미경에 개발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2. MINI SEM System 

2.1 시스템의 개발 배경 및 구성  
주사전자현미경은 1930 년 독일에서 최초로 개

발된 이후 현재까지 발전을 거듭하여 광범위한 시
료들의 조사에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반도체 제
조공정 및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필수적으로 사용
되고 있는 기기이다. 종래의 주사전자현미경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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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총의 필라멘트에 고압의 전기에너지를 공급하여 
열전자들을 방출시켜 방출된 열전자들을 콘덴서렌
즈로 집속시키고, 편향코일로 전자 빔의 경로를 
가변시켜 대물렌즈에 의하여 전자빔의 배율을 조
절하여 시료실 내의 시료에 주사되도록 한다. 이
때 편향코일은 주사전원에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주사전원의 입력신호에 따라 배율을 가변시켜 시
료의 임의의 위치에의 주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원하는 시료의 확대상을 관찰할 수 있도록 한다. 
시료에 주사된 전자들은 그 대부분이 열발생으로 
소실되고, 일부가 시료구성원자를 여기, 전리 및 
산란되어 여러 가지 신호가 시료로부터 발생되며, 
주로 2 차 전자를 검출신호로 이용하게 된다.  주
사전자현미경(SEM)은, 연구용 중형, 대형 SEM 들

로 일정한 전용공간에서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게 
설치되어 운영되는 장치로 이용되고 있다. 일반적
으로 진공과 전자빔 소스의 타입에 따라 Low-
Vacuum SEM, High-Vacuum SEM 과 Ultra High-
Vacuum SEM 으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전자빔 소
스에 따라서는 열전자(Thermionic Electrons) 방출형, 
찬음계방출(Cold Field Emission) SEM 과 쇼트키
(Schottky Field Emission) 타입의 SEM 이 있다. 그 
밖에 in-lens type SEM, Variable pressure SEM 및 여
러가지 전자현미경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본 장치는 x, y 방향으로 구동되는 소형의 구동

부와 시료를 놓이게 하는 소형 챔버(chamber), 텡
스텐 헤어핀형 필라멘트를 이용하는 전자소스부, 3
단 렌즈계를 가지고 있는 전자광학계(Electron 
Optics)를 사용하여 수십 nm 급 분해능을 갖는 2
차 전자상 관찰이 가능한 가진 소형 주사형전자현
미경이다. 기존 광학현미경이 갖는 짧은 초점심도 
및 낮은 해상도를 갖는 단점을 보완하여 기존 
SEM의 기능을 유지하는 소형 전자현미경이다.  

 

Fig. 1  Scheme of a MINI SEM System 

Fig. 1 과 같이 전체 시스템은 진공을 유지하면
서 작동되게 된다. Rotary pump 를 이용하여 
roughing 진공을 뽑고, TMP 를 사용하여 Gun 부위
의 진공도가 시료실 보다 높게 설정한다.  

 

2.1.1 Triode Gun with Thermionic Cathode 
광범위하게 전자현미경의 전자원으로 사용되는 

방식은 cathode, wehnelt, anode 3 극으로 되어있는 
열전자 방출방식의 gun 이다. 가속전압은 1~30kV
까지 가변 전압을 사용하며, 고전압이 걸리는 음
극과 필라멘트를 가열시키는 필라멘트 전압과 5 
kV 의 양(Positive)의 bias 전압이 인가되는 3 부분
으로 되어있다. 전자총의 Alignment 를 위해 기계
적인 방법과 전기적인 방법에 의해 설정이 다소 
틀어졌거나 사용 중에 가열이나 방전 등의 원인에 
의해 필라멘트가 틀어져도 항상 필라멘트의 중심
이 집속렌즈계에 입사하도록 x, y tilting 전자 빔 
Alignment 코일이 들어있다.  

 
Fig. 2  Thermionic Electron Gun Sysetm 

 

2.1.2 Electron Optics – Magnetic Lens 
일반 광학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전자광학계에서

도 원하는 위치에 전자 빔의 초점을 맞추기 위해 
전자기렌즈를 사용한다. 원통형으로 권선된 코일
에 전류를 부과하여 자기장을 형성시킴으로써 자
장 내에서 전자가 이동할 때 그 전자는 힘을 받아 
이동방향이 휘어지게 된다. 코일에 가해진 전류에 
의하여 Pole piece 사이에 원주대칭으로 형성된 자
기장의 세기분포는 위치에 따라서 변한다. 전자는 
경통을 따라서 일정한 속도로 이동하여 속도벡터
는 일정하고, 자속밀도는 광축과의 위치에 따라 
변한다. 광축과 평행하게 움직이는 전자의 이동경
로는 Pole piece 내에서 자장의 국부적인 변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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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서 정해진다. Mini SEM을 구성하는 렌즈는 2
단의 집속렌즈(condenser lens)와 대물렌즈(objective 
lens)로 구성되어 있다. SEM 의 분해능을 높이기 
위해 먼저 주사되는 전자 빔은 가늘고 충분한 전
류강도를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 2단으로 구성된 
집속렌즈에서 첫 번째 단의 집속렌즈는 시료면상
의 probe size 를 조절하는 기능을 하며, 두 번째 
집속렌즈는 주사빔의 aperture angle 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집속렌즈를 통해 조절된 전자의 양
은 상의 밝기와 선명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대
물렌즈는 측정하고자 하는 시료의 상판에 위치하
고 있으며, 입사된 전자빔을 적절히 굴절시켜 상
의 초점을 맞추어주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대물
렌즈의 성능이 주사전자현미경의 분해능을 결정하
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D
Q

P Crossover

Spray diaphragm

 
Fig. 3 Cross-section of a symmetric lens, 

demagnifying the crossover P to Q 

코일에 인가된 전류에 의한 자속은 투자율이 
높은 순철에 집중되어 전달하여 pole piece사이 간
극 S에서 집중되어 광축에서 종모양의 축방향 자
속밀도 ( )B z 분포를 가진다.  

Pole piece 내에서 자장의 세기분포를 계산하기 
위해서 Laplace 방정식의 해를 원주좌표계의 근축
(paraxial) 근사조건에서 구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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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0B∇⋅ = 이므로 벡터 퍼텐셜 A 를 정

자기학에 도입하여,  이다. B = A∇× θ  는 원주

좌표에서 회전대칭이므로 , 0 Bθ = zA
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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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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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0이다.  

Fig. 3 (b)에서 렌즈에 의한 기하학적인 계산으
로 초점거리를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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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z 는 전류에 따라서 연속적으로 변화하므

로, 전자기 렌즈의 초점거리를 연속적으로 조작할 
수 있다.  

 
Fig. 4 Lenses and apertures in the developed Mini 

S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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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Mini SEM의 경체부의 내부 구조도이다. 
전자렌즈에 의해 축소된 전자 빔들은 aperture 에 
의해 일정한 폭으로 다시 집속되는 고정 aperture 
구조로 된 sleeve 로 전자 빔들이 진행하게 된다. 
렌즈에 의해 축소된 전자선은 편향코일에 의해서 
편향되어, 시료에 조사되는데, 편향코일에는 주사
신호 발생회로로부터의 주사신호가 공급되므로, 
그 결과, 시료는 정해진 주사속도 및 주사범위에 
주사된다. 또한 주사신호 발생회로로부터의 주사
신호는 이미지 관측을 위한 동기신호로 공급된다. 
한편, 이 같은 시료에 대한 전자선의 조사에 의해 
시료로부터의 발생하는 2 차 전자 혹은 반사전자
는 전자선검출기에 의해서 검출되고, 이 검출된 
신호는 증폭기에 의해서 증폭된 후 가산기 및 최
고치 검출회로에 공급된다. Fig. 5 는 컴퓨터에서 
제어되는 주사신호 및 신호 획득 장치이다.  

 

 
Fig. 5 Detector Setup with Signal Processing 

 

3. Mini SEM 구성부의 해석 및 측정 

앞 절에서 Mini SEM 의 기계적인 구성을 살펴
보았다. 전자 빔을 활용하여 이미지 관찰을 위해
서 각 요소들에 대한 실험 및 해석을 정리하며, 
우선 전자 빔을 만들어 내는 고전압 부의 실험결
과와 유한요소 해석에 의한 전자 빔 방출의 해석
과 전자기 렌즈의 해석 결과를 정리하였으며, 결
과로 35 µm 의 sample 을 측정한 이미지를 실었다. 
전자 빔의 안정적인 방출을 필요한 고전압 장치의 
사양은 다음의 표와 같다.  
  전자현미경의 이미지를 안정적으로 만들기 전원 
장치의 안정도가 매우 중요하다. 제작된 전원장치
를 -20 kV 를 설정하고 출력전압의 DC 변동률을 
측정한 결과 50 PPM 이내의 안정적인 출력을 얻
었다. 그리고, Ripple은 DC 전원공급기의 AC 출력
을 의미하며 출력단에 고압 capacitor 를 연결하여 
DC 성분을 차단하고 AC 성분만 출력되도록 측정

하였다. 결과 100 mV 이내로 측정되었다.  
 

Table 1 Mini SEM H/V Spec. 

 Output Vol Max. 
Current 

Ripple 
Factor Etc. 

H/V  
P/S -30 kV 500 μA 50 PPM - 

Heater  
P/S 4 V 4 A 0.1 % -30kV 

Floating 

Bias 
P/s 5 kV 300 μA 0.1 % -30kV 

Floating 

-20 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180 200
-20.0620

-20.0615

-20.0610

-20.0605

-20.0600

 

 

40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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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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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sec)

20mV 이하

 

Fig. 6 H/V Stability & Ripple Measurement Result 

Fig. 2에 나온 그림처럼 실험 장치를 꾸미고, 6517 
Electrometer 를 이용하여 anode 를 통과하여 
Faraday cup에서 측정하였고, 측정된 결과 많은 빔
이 anode 를 통과하지만, 렌즈부에 설치된 aperture 
및 sleeve 에 맞아서 많은 양의 빔이 소모되기 때
문에 실제 sample 에서 측정되는 전류는 pico 암페
어 정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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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Thermal Emission Test Result 

 
전자광학계의 주요 부품인 자기렌즈의 특성을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예측하고, 실험을 통해 해석
결과를 검증하였다. 렌즈는 전자 빔의 집속도를 
높이기 위해 순철로 제작된 pole piece 주변에 코
일이 감겨지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렌
즈의 집속도를 높이기 위해 pole piece간의 간극을 
최대한 좁게 설계해주는데, 이로 인해 실제 렌즈 
내부에서의 자기장 측정이 용이하지 않는 단점이 
있다. 
전체 렌즈를 고려한 해석 모델과 각 pole piece 

위치에서의 축방향 자속밀도의 분포를 도시하였다. 
렌즈간의 상대적인 자기장 차이를 고찰하기 위해 
각 집속렌즈에는 전류밀도(0.5A/mm2)를 동일하게 
인가하였고, 대물렌즈에는 집속렌즈보다 큰 값의 
전류밀도(1A/mm2)를 인가하였다. 대물렌즈는 pole 
piece 간의 간격이 넓기 때문에 집속렌즈보다 큰 
전류를 인가하였지만 자속밀도가 낮다. 대물렌즈 
사이에 주사코일 및 비점보정코일이 놓이게 되며 
집속렌즈보다 작은 aperture를 두어 빔의 집속성질
이나 수차를 보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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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Column Electro-Magnetic Lens Analysis Model & 
Result 

 
다음 Fig. 8은 mini SEM의 운영 S/W로써 고압 

및 각 lens 와 이미지를 관찰을 수행한다. 현재는 
이미지의 측정을 간략히 수행하고 있으며, mini 
SEM 인 장점인 간편한 사용을 위해 가속전압에 
대한 렌즈 인가전류를 조절과 배율 보정 스테이지 
구동 등의 자동조절 기능에 관한 데이터 취득 중
에 있다.  

 

 

Fig. 9 Mini SEM Image for 33µm mesh sample 

4. 결 론 

이상으로 본 연구에서는 mini SEM 의 기본 구
성에 대해 고찰하고, 체계적인 분석을 위해 각 요
소에 대한 설계요소들을 살펴 보았다. 이러한 연
구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기존 중형의 전자현미경의 구조보다 작은 소
형의 전자현미경을 제작하여 광학현미경의 분
해능과 배율보다 높은 해상력을 가지는 장비
의 개발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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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비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인 고전압 발생장
치 및 electron gun, 진공시스템, 렌즈 설계 및 
구동부를 제작하여 이미지의 관찰을 수행하였
으며, 각 요소의 설계인자 및 제어조건들을 
실험 및 해석을 실시하여 실험결과와 비교함
으로써 신뢰도를 검증 작업을 수행한다.  

(3) 전자 빔 방출에 관련된 해석과 전자기 렌즈
에 대한 해석을 조합하여 전체적인 시스템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향후 전체 
시스템에 대한 조건들을 설정하여 해석과 실
험에 대한 결과를 정리하여야 한다.  

(4) 각 렌즈부 및 이미지 측정을 위해 안정적인 
전장부의 제작이 중요하다. 본 연구결과에서
는 전장부에 대한 내용은 제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주사전자현미경의 설계과정 

및 제작과정에서 부품의 사양선정 및 최적의 설계
조건을 도출하는 중요한 연구이다. 제작과정에서 
제안한 해석기법을 활용함으로써 개발과정의 최적
화 및 효율화를 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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