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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pplication of focused ion beam (FIB) depends on the optimal interaction of the operation 
parameters between operating parameters which control beam and samples on the stage during the FIB 
deposition process. This deposition process was investigated systematically in C precursor gas. Under 
the fine beam conditions (30kV, 40㎚ beam size, etc), the effect of considered process parameters - 
dwell time, beam overlap, incident beam angle to tilted surface, minimum frame time and pattern size 
were investigated from deposition results by the design of experiment. For the process analysis, 
influence of the parameters on FIB-CVD process was examined with respect to dimensions and 
constructed shapes of single and multi- patterns. Throughout the single patterning process, optimal 
conditions were selected. Multi-patterning deposition were presented to show the effect of on-stage 
parameters. The analysis have provided the sequent beam scan method and the aspect-ratio had the 
most significant influence for the multi-patterning deposition in the FIB processing. The bitmapped scan 
method was more efficient than the one-by-one scan type method for obtaining high aspect-ratio 
(Width/Height > 1) patte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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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오늘날 제품의 초소형화를 추구하기 위한 시도

는 이미 나노기술이 접목된 초정밀 가공기술로써 

반도체나 LCD의 생산 공정에 적용되고 있다. 이
러한 초소형화 추세는 최근 기능의 복합화, 재료

와 에너지 사용의 최소화, 폐기물 저감과 환경적

인 문제, 그리고 생산성 향상과 맞물려 있다.(1)

집속이온빔(Focused ion beam, FIB)은 이러한 초

소형화를 향한 나노크기의 구조물 제작과 검사과

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구로써 70년 대 후

반부터 개발되어 최근까지 활용의 폭이 점차 확

대되고 있는 추세이다.(2)
 집속시킨 빔을 시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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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시켜 얻는 밀링방법과 시료로부터 방출되는 

2차 이온을 검출하여 표면 이미지를 얻는 방법 

등 주로 마스크 없는 식각 절연도료 노출 같은 

공정과 재료분석에 주로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에

는 시료표면을 집중 식각하고 적절한 보조 가스

를 통하여 증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3차원 나노 

구조물까지 제작하는 수준까지 이르고 있다.
(3,4)

Fig. 1에 도시한 것과 같이 샘플의 목표지점 주

변에서 고에너지 이온빔은 미세관을 통해 일정 주

입되는 가스분자와 반응한다. 이때 비휘발성 물질

은 샘플의 목표 위 표면에 화학 반응으로 증착되

고 나머지 유기휘발성 물질은 일부 스퍼터링 된 

물질과 함께 배출되는 과정의 증착방법으로 3차원 

구조물 제작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증착되는 층

은 주입요소가스 및 갈륨(Ga+)으로부터 탄소와 산

소 그리고 갈륨 요소의 결합체로써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표면에 흡착한 기체상태의 화학적 

요소물질과 시료표면에 충돌하는 이온빔이 내부 

반응하여 일부 고체원자들을 방출하고 시료 표면

에 비휘발성 물체만을 증착시키는 과정에서 실제 

공정작업과 관련하여 제어할 수 있는 인자들은 

다양하다. Fig. 2에 도시한 바와 같이 시료 표면

에 흡착된 요소가스를 분해하는 속도 또는 스퍼

터링 되는 정도는 갈륨이온의 조사량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이것은 빔의 전류밀도(beam 
current density), 가속전압(accelerating voltage), 그

리고 조리개 크기(aperture size) 등으로 빔의 조건

을 초기 설정으로 제어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주요(primary) 설정인자 외에도 

스테이지에 놓인 샘플위에 도달하게 되는 빔과 

기타 부분을 2차적으로 제어하여 최종 시료 표면

에 형성되는 구조물에 변화를 줄 수 있다. 여기에 

해당되는 인자들은 픽셀에 대한 일정한 가공시간

인 드웰 시간(dwell time), 스캔 방법(raster scan), 
빔의 중첩도, 가공형상 및 크기 등이다. 또한 요

소 물질인 기체 종류와 투입되는 양과 이것에 대

응하는 한 픽셀에서 다른 픽셀로 이동하면서 갖

는 최소 플레임시간 (refresh time) 설정과 가스 유

입량 제어 등도 2차적으로 제어 가능한 부분이다. 
이 분야에 관한 연구는 제어가능 한 분야별로 

오래전부터 공정에 적용시켜 많은 주제(드웰시간, 
패턴 형상크기, 픽셀 중첩도, 증착시키고자하는 

금속을 포함한 요소가스 재료, 가스노출과 관련되

는 최소프레임 시간)들이 다루어져 왔다.
(5~9)

 특히 

Fig. 1 Schematic drawing of FIB induced deposition 
process 

Fig. 2 Influence of parameters for deposition processing

적용 가능한 가공 재료 외에 다양한 물성을 가진 

재료에도 사용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10)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증착과정에서 빔의 초기

조건(이온 조사량과 빔의 크기 그리고 가스유입

률)을 동일한 조건으로 설정하고 2차적으로 영향

을 주는 인자들 위주로 제어하면서 나타나는 현

상을 분석하여 빔과 관련하여 제어되는 인자가 

집속이온빔의 증착 공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

고자 한다. 
우선 단일 형태의 증착 가공에 적용하여 이들 

인자들 간의 상호 연관성을 포괄적으로 판단하여 

얻은 최적 범위에서 연속 패턴을 가공하여 나타

나는 결과를 분석한다. 그 결과를 통해 수십 나노 

크기 빔을 사용하여 나노-마이크로급 크기의 연

속 패턴 구조물 제작 시 나타나는 추가 증착과 

같은 문제점과 그 해결을 위해 사용되는 인자들

의 사용 범위와 각각의 분석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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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rture No. No. 3
Accelerating Voltage 30㎸

Extracting current 2.2㎃

Beam current 283.8㎀

Beam diameter 40㎚

Deposition height
0.5㎛- single pattern
1~3㎛- multi-pattern

Ion dose 555.5 × 1015 ions/cm2

Substrate material P type Si wafer (1 0 0)

Table 1 Used beam control parameters for experiments

Parameter(s) value
Dwell time (㎲) 0.5, 5, 10, 20 
Scan mode (fixed) Raster
Beam overlap (%) -100, -70, -50, -20 
Tilting angle (degree) 0, 10, 20, 30
Minimum frame time (㎳) 1.2, 2, 5, 10
Pattern size ,W×H, (㎛

2
) 0.5×0.5, 1×1, 2×2, 4×4 

Table 2 Variable micro-deposition parameters for  
 experiments  

2. 실험장치 및 실험방법

갈륨 액체 이온소스를 사용하는 Seiko사의 

SMI3050TB FIB-SEM장비를 사용하여 실험을 실

시하였으며, 사용된 시스템은 30㎸ 가속전압과 

2.2㎃ 이온소스 축출전류로써 가동되었다. 작업시

간을 줄이고 미세 구조물의 증착을 위해 최대 가

능한 빔의 선택을 위해 283.8pA probe 빔 전류와 

여기에 호환되는 3번 빔 조리개 (빔 크기 40㎚)만
을 사용하였다. 증착과정에서 사용되는 요소물질

은  C14H10가 사용되었다. 
요구되는 가공의 증착정도(폭과 높이)를 얻기 

위해 사용되어진 초기 설정 빔 제어와 관련한 주

요 인자(빔의 세기 또는 크기), 이온 도스(dose)량 

및 가공 시간 등과 여기에 관여되는 가속전압과 

이온 빔의 전류 값들은 Table 1에 정리했다.
실험에서는 이러한 초기 설정 인자들을 이용한 

FIB의 증착공정을 통하여 스테이지 위 샘플 가공

부위에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빔 관련 인자들을 

추가적으로 제어하여 주어진 일정 가공조건 범위  

No
Beam 

overlap
(%)

Dwell 
time (㎲)

Min. 
frame 

time (㎳)

Pattern 
size, 
W×H 
(㎛

2
) 

Tilting 
angle 

(degree)  

1 -100 0.5 1.2 0.5 × 0.5 0
2 -100 2 5 1 × 1 10
3 -100 10 10 2 × 2 20
4 -100 30 - 4 × 4 30
5 -70 0.5 5 2 × 2 30
6 -70 2 1.2 4 × 4 20
7 -70 10 - 0.5 × 0.5 10
8 -70 30 10 1 × 1 0
9 -50 0.5 10 4 × 4 10

10 -50 2 - 2 × 2 0
11 -50 10 1.2 1 × 1 30
12 -50 30 5 0.5 × 0.5 20
13 -20 0.5 - 1 × 1 20
14 -20 2 10 0.5 × 0.5 30
15 -20 10 5 4 × 4 0
16 -20 30 1.2 2 × 2 10

Table 3 FIB deposition conditions based on the design 
of experiment for single patterns

내에서 나타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주로 시료 

표면(silicon substrate)에 증착되는 형상과 크기 변

화를 분석하여, 단일 패턴의 가공에 최적으로 적

용되는 공정변수를 선정하고 연속 패턴 증착가공

에 이들 선정된 수준값들을 적용하였다. 이에 나

타나는 결과에 대하여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증착 

가공되는 정도는 FIB-SEM 자체 이미지로 판별하

였다.
단일 패턴 증착가공에 사용된 변수와 거기에 

적용된 사용값 범위와 수준 값들은 Table 2에 정

리하였다. 여기서 가공물에 나타나는 결과로부터 

각각의 가공조건 설정이 가공 형상과 정도에 얼

마나 효율적으로 적용되는지의 여부와 주어진 조

건범위 내에서 적합한 방향으로 접근하는 경향을 

모색하기 위해 실험횟수와 여러 변수의 존재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유리한 실험계획법의 설

계 배치에 따라 각 인자에 대한 4수준을 부여하

여 Table 3 과 같이 L16(45)의 직교배열표로 완성

하여 실험횟수를 정하 다. 

Fig. 3은 실리콘 웨이퍼 상에 증착가공을 실험

계획 배치에 따라 실시하여 얻은 전체 SEM 이미

지이다. 여기서 얻은 최적의 조건 값들은 연속패

턴 증착가공에 다시 적용하여 연속 패턴 제작 시 

재증착과 같은 영향과 전술한 인자들과의 연관성

을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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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결과 및 고찰

3.1 단일 패턴 증착 가공 

실험은 목표 높이 0.5㎛인 단일 박스형 구조물

을 증착으로 가공하기 위해 Table 3에 나열된 조

건으로 진행하였다. 전체적으로 각각의 조건에 따

라 증착 또는 식각과정을 거친 이미지는 Fig. 3에 

나타내었다. 
이 중에서 증착되어진 No. 1, 2, 5, 6, 9, 그리고 

14의 결과를 보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점은 적

용된 드웰 시간이 적어도 2㎛ 이하인 점이다. 중
간 형태에 속하는 강한 빔의 초기조건에서 2㎛ 
이상의 드웰 시간을 갖는 경우는 여타 추가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갈륨의 물리적인 스퍼터링에 의

한 표면식각의 영향이 지배적으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빔의 중첩도를 낮추고 스팟간의 유

휴스캔 시간(minimum frame time, or wait time)을 

설정하여 C14H10 가스가 표면에서 갈륨이온과 상

호작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C-gas 흡착률이 낮으면 최적

의 증착률을 얻을 수 없으며 오히려 식각률이 높

아지게 된다. 이와는 반대로 너무 많은 C-gas가 

흡착되면, FIB는 시료표면이 증착되기 전에 초과

된 요소물질을 먼저 제거하게 되고, 이때 최적 증

착률에 비해 나타나는 증착률은 낮아진다. 
Fig. 3에서 No. 13과 14의 증착 이미지를 비교

해보면 빔의 중첩도가 -1.2 × 빔의 직경인 -20%
인 공통의 조건을 가지고 각각 1㎛과 0.5㎛ 폭을 

가진 단일 패턴 가공을 실시한 결과이다. 이 경우

에는 최소 플레임 시간(잉여 시간)을 주고 C-gas
가 증착할 조건을 주는 경우와 아닌 경우의 명확

한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다. No. 14의 경우는 동

일한 -20%의 중첩도이지만 드웰 시간이 상대적으

로 길어 증착률의 저하 가능성이 No. 13보다 높

았으나 공정 작업 프레임 내에서 빔이 픽셀간 이

동하면서 휴식기를 갖는 최소프레임 스캔시간을 

설정해줌으로써 Ga, C-Gas, Si의 원만한 내부반응

을 위해 시료표면에 흡착한 C-gas 양을 충분히 

확보한 결과로 증착률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Fig. 3(a)와 (b)는 No. 6과 No. 9의 증착된 결과

를 SEM 확대이미지로 보여주고 있다. No. 6 조
건을 적용한 Fig. 3(a)과 No. 9의 조건을 적용한 

Fig. 3(b)의 결과 이미지를 비교하여 보면, -70%의 

낮은 빔 중첩도를 이용하여 1차적으로 전달되는 

Fig. 3 Deposited carbon by 30kV Ga+ FIB-CVD with 
different operating conditions (upright view), 
SEM micrograph of 4㎛ × 4㎛ × 0.5㎛ carbon 
film patterns by FIB-CVD with different 
conditions, (a) No. 6, -70% beam overlap, dwell 
time 2㎲, min. frame time 1.2㎳ and (b) No. 9, 
-50% beam overlap, dwell time 0.5㎲, min. 
frame time 10㎳, (c) 2㎛ × 2㎛ × 0.5㎛ carbon 
film patterns by FIB-CVD with No. 5, -70% 
beam overlap, dwell time 0.5㎲, min. frame 
time 5ms and 30o tilted angle

갈륨과 표면에 흡착된 C-gas와의 내부반응도 즉, 
증착률을 높이고자 했으나 Fig. 3(a)에서 보이는 

것처럼 가장자리를 중심으로 내부 쪽으로 최적

(균일분포 두께)에 접근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낮은 빔의 중첩도 (-50% → -70%)를 이용하

여 갈륨 이온 스퍼터링의 집중적인 식각효과를 

줄이고 표면위에 흡착되어 있는 C-gas와의 적절

한 내부반응 효과를 기대했으나 가공 패턴위에 

적용되는 짧은 드웰 시간과 스캔 유휴시간에 의

한 C-gas 양의 공급 및 사용량의 차이에서 오는 

차이로 판단된다. 
따라서 주요 제어 변수로써 샘플 위에서 갈륨 

이온과의 내부반응을 위해 가용한 C-gas 물질의 

양에 의해 결정되는데 첫째, 스캔영역에 공급되는 

C-gas 물질의 양은 절대적으로 영향을 주지만 이

미 시스템마다 세관을 통해 최적 공급 조건으로 

설정되어 있다. 둘째, 샘플 위로 전달되는 갈륨이

온과의 반응정도에 따른 C-gas 물질을 모으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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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적절한 시간에 좌우된다. 이를 위해 드웰 시간

이나 최소 프레임 스캔 시간 등이 적절하게 상호 

연관되어 있다. 셋째, 흡착된 C-gas 물질 분자의 

최적 사용은 이온빔의 전류와 이온 유량에 달려

있다. 이들의 적절한 선택에 좌우된다고 할 수 있

다. 
 Fig. 3(a)와 3(b)에서 보여주는 또 다른 결과로

써 경사진 시편에서 이루어지는 증착 자체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기울기 정도에 따

라 앞쪽 벽면 쪽의 성장과정에서 장애적인 요소

가 보인다. 증착 두께(0.5㎛)에 비해 기울기가 과

도하면 No. 5의 결과인 Fig. 3(c)과 같이 증착되고

자 하는 구조물 크기의 기울기, θ= tan-1(높이/폭 = 
0.5/2)가 스테이지 경사 30o

 보다 작기 때문에 경

사진 면에서 이루어지는 균일한 증착 면을 만들

어 내기가 어렵다. 
실험적 설계에 의해 얻은 SEM 이미지만으로 

분석해 본 결과 단일 패턴 증착가공실험을 위해 

선정된 빔의 세기와 전류크기에 근거로 한 최적

조건을 보면 빔 전류 283.8㎀와 빔의 크기 40㎚를 

사용할 때 최소한의 요구조건은 2㎲ 이하의 드웰 

시간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20 ~ -50% 
중첩도에서는 적어도 Fig. 4에 도시한 바와 같이 

최소 프레임 스캔 시간이 10㎳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70% 중첩도 이하에서는 최소 프레

임 스캔 시간이 5㎳에서도 증착과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단일 패턴 증착을 위해 요구되는 가능조

건은 빔의 중첩도가 -50 ~ -100%에서는 2㎲이하

의 드웰 시간 사용이 필요하고 중첩도가 밀접해

지고 드웰 시간이 길어질수록 거기에 따라 최소 

프레임 스캔 시간이 1.2㎳ 이상 필요하다. 

Fig. 4 Minimum frame time applied from relationship 
between the beam overlap and the dwell time

3.2 연속 패턴 증착 가공

현재 집적 칩들은 선폭이 미세하여 폭에 대한 

높이(또는 깊이)의 비율(aspect ratio: AR)이 높고, 
이웃하고 있는 가공물에 어떠한 손상 없이 노출

되거나 보호되어야 할 경우가 종종 요구된다. 그
러한 미세 패턴 가공에서 인접한 가공벽에 재증

착하는 문제 등으로 원하는 가공형상을 획득하기

가 힘들다. 따라서 단일 패턴 증착을 위해 선정된 

변수 값(0.5㎲의 드웰 시간, 1.2㎳의 최소 프레임 

스캔시간 그리고 -70% ~ -100% 범위에서의 빔 

중첩도)들을 연속된 패턴증착 가공을 위해 적용

하였다. 가공에서 1:1 ~ 2:1 AR의 패턴을 선택하

고 Si 시편위에 폭 1㎛ 너비 3㎛ 높이 1㎛의 카본

층으로 이루어진 구조물을 0.5㎛ 또는 1㎛ 간격으

로 Fig. 5에서 묘사한 것과 같이 비트맵 방식과 

하나씩 순차적으로 증착하는 방식으로 가공하였

다.  
Fig. 6(a)는 1 × 3 × 1㎛3

 단일 패턴 가공과 동

일한 C14H10(카본) Gas를 사용하고, 제어 변수값으

로 0.5㎲의 드웰 시간, 1.2㎳의 최소프레임 스캔 

시간 그리고 -100% 빔 중첩도를 적용하여 얻은 

이미지이다. Fig. 6(b)는 똑같은 가공조건으로 기 

가공된 구조물(A)로부터 0.5㎛ 왼쪽으로 떨어진 

곳에 반복 증착가공(B)한 결과의 SEM 이미지이

다. 일련의 가공 과정을 거치면서 나타나는 연속 

패턴 형성은 단일 패턴 형성 때와 다르다. 우선 

옆 가공물의 벽면에 증착되는 부분과 기존 구조

물에 2차 스터퍼링 되는 이온과 벽면에 남아있는 

요소가스와 반응하여 증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

였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거리가 가까울수록 그 

벽면에 추가 증착되는 부분이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  Fig. 6(c)는 같은 조건에서 가공물 사이

(A
*

- B
*

)의 간격을 1㎛로 늘렸을 때의 결과이다. 
우측에 이미 존재하는 구조물 좌측 벽면에 미세

Fig. 5 Pattern scanning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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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b)            ( c)

Fig. 6 SEM images of the rectangular patterns (1 × 3 × 1
㎛3) deposited on the Si surface at the dwell time of 
0.5㎲, the minimum frame time of 1.2㎳ and -100% 
beam overlap, (a) single pattern, (b) multi-patterns 
with the gap of 0.5㎛, and (c) the gap of 1.0㎛

한 수준의 추가증착과 표면 손상이 일어난 것을 

알 수 있다.
패턴 구조형태와 그리고 선폭과 높이 같은 AR

에 따라 나타나는 손상정도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

해서 1:1 이하의 AR를 가지는 패턴의 구조물에서 

가공물 폭에 준하는 거리를 유지하였을 때 일부물

질의 재증착률 감소가 현저하게 낮아짐을 볼 수 

있다. 그러나 1:1 이상인 AR 패턴에서 인접거리가 

선폭에 준할 경우 1차적으로 방사되는 일부 이온

에 의하여 2차적으로 가공불량 문제로 이어지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빔의 크기를 줄여 단위 면적당 

조사되는 이온 도스량을 감소시켜 측면 벽에 증

착으로 인한 손상을 줄일 수밖에 없다. 또 다른 

가능한 간접적인 방법은 가공물 크기나 패턴사이

의 거리 축소에 비례하여 드웰시간을 0.375㎲로 

단축하거나 최소프레임 스캔시간의 축소보정으로 

어느 정도 가능하다. 
Fig. 7(a)는 0.5 × 3 × 1㎛3, 1 × 3 × 1㎛3 그리

고 2 × 3 × 1㎛3 패턴 가공을 1㎛의 간격으로 연

속 가공형상을 나타낸 이미지이고, Fig. 7(b)는 내

부 단면을 보기위해 밀링 가공을 추가로 하여 얻

은 이미지이다. 동일한 C14H10(카본)-gas를 사용

하여 가공하였으며, 제어 변수값으로 0.5㎲의 드

웰 시간, 1.2㎳의 최소프레임 스캔시간과 -70% 빔 

중첩도를 적용하였다. 가공은 우측구조물부터 시

작하여 좌로 일정간격 1㎛을 두고 순차적으로 이

루어졌다. 
Fig. 7(a)는 우측 1:2 AR 구조물에서 1㎛ 유지

하여 다시  1:1 AR 구조물을 형성하고 다시 같은 

거리 떨어진 곳에 2:1 AR 구조물을 증착 가공했

Fig. 7 SEM images of the different AR patterns 
deposited on the Si surface at the dwell time of 
0.5㎲, the minimum frame time of 1.2㎳ and 
-70% beam overlap, (a) different AR patterns 
with the gap of 1.0㎛, (b) cross-sectional image 
by FIB cross-sectional milling with 5㎛ depth

을 때 나타나는 전체형상과 손상 부위를 보여주

고 있다. AR이 높은 형상 가공으로 진행될수록 

인접한 구조물의 측면에 입는 손상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일부 이온이 방사되어 2차 스퍼

터링되는 지점인 우측 구조물 측면에 흡착되어 

모여 질 수 있는 잔량 C-gas의 양과 면적이 점점 

늘어난 것으로 사료된다. 
  2㎛ 높이로 2:1 AR 증착가공을 했을 때 중앙 

부위에 대하여 증착 효과가 떨어짐을 Fig. 7(b)의 

밀링가공을 통한 내부단면에서 볼 수 있다. 가장

자리 주변에서 원활하게 C-gas를 확보하여 우월

한 증착효과를 줄 수 있는 것과는 달리 내부로 

진행됨에 따라 C-gas 확보가 부족하여 식각 효과

가 크게 작용하여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40nm 빔이 -70% 중첩도로써 적용되

어 2㎛ 높이 구조물을 단계적으로 증착해 나갈 

때 이온이 시편을 스퍼터링하기 전에 가스와 내

부 반응하여 C-gas를 분해하여 소비해 나가는 비

율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1.2㎳로 설정된 최소프레

임 스캔 시간에 의한 가스 흡착을 위한 잉여시간 

제공이 짧은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증착 높이

가 높을수록 최소 프레임 스캔 시간을 늘려 주어

야 하지만 이 또한 구조물 사이 간격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샘플 주변에서 빔을 2차적으로 제어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빔의 세기나 크기

를 줄여 갈륨 이온 dose량을 제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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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Bitmap 스캔 방식의 증착 가공 영향

Fig. 8은 1:3 AR 패턴을 연속적으로 증착한 

FIB 자체 이미지이며, 드웰 시간, refresh 시간과 

조사되는 빔의 스캔 방식에 따른 각각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Fig. 8(a)와 (c)는 동일한 조건에서 

Fig. 5와 같이 각각 비트맵 스캔 방식과 순차적인 

스캔 방식으로 연속패턴에 따라 증착되어진 가공

물이다. 가공되는 동안 이웃한 가공물의 영향을 

줄이고자 비트맵 패턴 스캔 방식을 채택한 Fig. 
8(a)의 결과를 앞서 얻은 Fig. 6(c)의 결과와 비교

해 보면 가공된 형태에서 여전히 재증착과 같은 

2차 조사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이것

은 비트맵 채용에서 빔의 중첩모드를 설정하는 

방식의 차이에서 우선 기인되며 또한 더 가혹한 

조건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샘플 가공표면에서 내부 반응 후 이웃

하는 가공물의 존재에 따라 형성되는 가공물에 

미치는 영향은 빔이 패턴을 스캔하는 방법에 따

라 결과가 다르다. 이것은 동일한 빔 관련 제어조

건에서 Fig. 8(a)와 같이 비트맵 방식에 따라 전체 

패턴을 스캔하는 경우와 Fig. 8(c)와 같이 순차적

으로 하나씩 패턴을 스캔하는 경우를 직접 비교

하여 볼 수 있다. 적어도 수 나노급 빔 크기를 채

택하거나 빔의 중첩도를 상당히 낮추지 않는 이

상 Fig. 8(c)에서 보는 것처럼 가장자리 주변을 제

외한 곳에서 충분한 증착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사용된 제어 관련 값 차원에서 살펴보면 이 결과

는 Fig. 7(a)에서와 같이 -70% 빔의 중첩도를 적

용했을 때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다.
따라서 증착 높이가 높을수록 기본적으로 최소 

프레임 스캔 시간을 늘려 주어야 하지만 비트맵 

패턴 채택에서도 선폭이나 패턴사이의 간격에 따

른 제한이 따름으로 인해 Fig. 8(b)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잉의 증착 효과가 발생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복잡한 패턴 형성 시 비트맵 패턴 채용

은 공정상 이점을 제공하고 있으나 빔의 크기와 

중첩도와의 최적인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Fig. 8(d)는 단일 패턴을 연속 사용하는 증착방

법으로 최적조건인 중첩도 -100%를 사용하여 얻

은 결과이다. 그러나 A-R이 높거나 미세화 정도

가 높을 경우 샘플에서 2차적으로 빔 관련하여 

제어하는 변수보다 근본적으로 빔의 세기나 크기

를 줄여 갈륨 이온 dose량을 제어해야 한다.

Figure Pattern scan Dwell time
Minimum 

frame time
Beam spot 

spacing

(a) bitmap 0.5㎲ 1.2㎳ 100㎚

(b) bitmap 0.37㎲ 4.0㎳ 100㎚

(c) one by one 0.5㎲ 1.2㎳ 100㎚

(d) one by one 0.5㎲ 1.2㎳ Overlap:-100%

Beam current : 291 pA, Gap : 1㎛

Fig. 8 FIB scanning images of multi-patterns

4. 결 론

FIB 가공은 1차적으로 빔을 제어하는 초기설정

에 따라 절대 좌우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 고려

한 증착가공에서는 샘플 가공부위에 2차적으로 

빔을 위치적, 시간적으로 추가 제어함으로써 효율

적으로 가공 정도를 높일 수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이를 위해 설정 빔을 중간 세기 정도인 283.8㎀

으로 제한 선택하고 증착과정 C-gas 물질의 흡착

과 관계되는 2차적 제어인자들인 드웰 시간, 최소 

프레임 스캔 유지시간, 빔 중첩도, 생성 패턴과 

크기, 빔 입사각이 갖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단

일 패턴에 적용하여 사용한 수준값 범위 내에서 

선정하였다. 이는 샘플 표면에서 빔의 dose량과 

C-gas 흡착량의 최적 내부반응을 유지하여 적정

단일패턴 형성하는 접근성을 연속 패턴에서도 적

용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연속 패턴에서는 샘플 가공면에서 1차 

발생되는 물질들의 이웃하는 벽면에 2차적으로 이

루어지는 재증착 문제가 구조물의 패턴크기와 배

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특히 AR이 높은 패턴이나 세밀한 

패턴 제작 시에는 이온 dose량을 낮추고 낮은 빔

의 중첩도, 낮은 드웰 시간의 선택 그리고 비트맵 

방식의 채택으로 어느 정도 극복 가능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미세 빔을 채택은 가공시간의 급격

한 상승으로 인하여 새로운 접근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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