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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흔히 FIB (focused ion beam)이라 불리는 집속 

이온빔 장치는 반도체 산업이나 재료과학 또는 

생명과학 분야에서 시편 분석, 물질 증착, 에칭 

등에 이용되고 있다.[1] FIB장치의 구성은 주사전자

현미경 (SEM: scanning electron micro-scope)과 비슷

하지만 사용되는 집속 하전입자 가 전자가 아닌 

이온이라는 점이 다르다. FIB 장치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이온원은 용융 금속 이온원 (LMIS: liquid 

metal ion source) 특히, Gs 이온원이며 비교적 높은 

전류밀도와 좁은 에너지 퍼짐을 갖는 특징이 있다. 

이에 비하여 13.56 MHz라디오 파 (RF: radio-fre-

quency)를 사용하는 유도결합 플라즈마 (ICP: in-

ductively coupled plasma)는[2] 손쉬운 운전조건 변

경을 통하여 입방 센티미터 당 107~1013에 이르는 

폭넓은 하전입자밀도의 변화를 줄 수 있고 따라서 

FIB 장치의 전류밀도 증가, 공정 수율 향상의 장점

이 기대된다.

본 논문에서는 고수율 플라즈마 이온원 개발을 

목적으로 13.56 MHz RF ICP 장치를 설계 및 제작하

고 플라즈마 기체 유량, RF 출력, 인출전압 등의 

운전조건에 따른 ICP 이온원의 인출 빔전류 특성을 

파악하였다.

2. 장치 구성

ICP 방전함, 전원계, 진공계, 플라즈마 기체공급

계 및 냉각기, 계측장치와 같은 부대장치로 이루어

진 ICP 이온원 장치를 Fig. 1과 같이 구성하였다. 

ICP 방전함은 높이 100 mm, 내경 55 mm의 석영관

을 사용하였으며 ICP 코일은 구리 튜브를 내경 

65 mm로 턴 간격을 10 mm가 되도록 나선형으로 

두 바퀴 감아서 제작하였다. RF 전원은 최대출력 

5 kW 이고 사용 주파수는 13.56 MHz이다. Fig. 

2의 석영관 위와 아래쪽 금속 플랜지의 플라즈마 

전극에 연결되는 이온빔 가속용 고전압 직류 전원

은 Glassman 사의 LH50R100 모델로 최대 인가전압

은 50 kV이며 최대 허용전류는 100 mA이다.

Fig. 1 Configuration of the ICP ion source.

이 밖에 로터리 펌프 및 TMP, 진공 게이지 등의 

진공계 구성 장치들과 석영관의 냉각을 위한 냉각

기, 이온빔 측정을 위한 계측장치 등의 부대장치를 

갖추었으며 RF 방전 시와 RF 출력 변화 시의 부정

합에 따른 반사파에 의한 장치보호와 실험자의 

안전을 위한 차폐 구조물을 설치하여 ICP 이온원 

장치의 구성을 마쳤다.

3. 실험 및 측정

ICP 방전 및 이온빔 인출 실험을 위해 먼저, F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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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ed

Voltage

RF Input (W)
300 200 100

1 kV 0.5 mA 0.4 mA 0.2 mA
2 kV 1.0 mA 0.8 mA 0.4 mA
3 kV 1.6 mA 1.4 mA 0.9 mA

Applied

Voltage

RF Input (W) @ 0.75 sccm
300 200 100

1 kV 12.4 nA 9.5 nA 3.4 nA
2 kV 21.1 nA 15.1 nA 10.7 nA
3 kV 28.8 nA 21.7 nA 16.1 nA

2에 보인 ICP 코일과 각 전극에 정해진 전원을 

연결해야 한다. 다만, 본 연구 단계에서는 Bias 용 

전원장치를 구성하지 못한 관계로 플라즈마 전극

과 Bias 전극에 고전압 직류 전원을 공통으로 연결

하여 + 전압을 인가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함으로

써 + 고전압 전극으로부터 접지 전극을 향하여 

이온빔이 인출, 가속되게 된다. 플라즈마 발생을 

위한 RF 전력은 자동 정합기를 거쳐 2-turn 코일로 

공급하였으며 플라즈마 기체로는 Ar을 사용하였

다.

Fig. 2 Schematic of the ICP discharge chamber 

and the arrangement of the electrodes.

실험은 플라즈마 기체 공급량이 0.5, 0.75, 1.0 

sccm인 조건에서 RF 전력을 100 ~ 300 W까지 50 

W씩 증가시켰으며 고전압의 경우 0 ~ 3 kV까지 

1 kV씩 증가하면서 스테이지 위치에서 전류를 측

정하였다.

방전함의 압력은 플라즈마 기체 공급 유량 에 

따라 0.8 ~ 2.1×10-3Torr로 변화하여 실제 FIB 장치

의 동작압력과 큰 차이를 보여 추후 진공 배기계통

의 개선이 요구된다.

RF 방전 및 정합의 경우, RF 방전은 RF 전력 

300 W에서 개시하여 100 W까지 비교적 안정한 

플라즈마를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본 실험에서 

정해진 자동 정합기의 규격으로는 반사파를 완전

히 제거할 수 없었고 RF 출력 변화 시에 방전이 

불안정해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 이 또한 방전함

과 RF 코일의 설계변수 변경이나 정합기의 커패시

터 용량 변화를 통해 해결할 문제이다.

Table 1과 2는 ICP가 켜진 상태에서 인가된 고전

압과 RF 입력에 따라 고전압 전원에 흐르는 전류와 

샘플 스테이지 위치에서 계측된 전류값 곧, 인출 

빔전류를 각각 보여준다.

Table 1 Current changes of the HV PS in accordance  

    with the applied voltage and RF input.

Table 2 Current measurements at the sample stage 

located 30 cm below the ground electrode in 

accordance with the applied voltage and RF 

input.

인출된 이온빔 전류는 플라즈마 기체 유량, RF 

전력, 인가된 고전압에 따라 증가하는 값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들 세 운전조건의 변화를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FIB 장치에서 이온빔 전류를 제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결론

FIB용 ICP 이온원 장치를 구성하였으며 ICP 방

전 및 이온빔 인출을 위한 기초실험을 수행하였다. 

운전조건에 따라 인출 빔전류의 제어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목표 인출 전압 조건에서 플라즈마 

및 빔전류 안정화를 위한 추가 연구가 수행될 예정

이다.

후기

본 연구는 지식경제부가 지원하는 산업원천기술

개발사업 “300mm 대응 대구경 다층구조의 복합 

패키지 공정 및 장비 기술개발” 과제로 수행되었으

며 이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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