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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연구에서는 가속된 이온이 전기장이 걸려있는 freestanding 단결정 실리콘 나노 박막에 충
돌했을 때 발생하는 열-전계 전자 방출 특성을 여러 전계 및 열적 조건 아래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이온 충돌에 의한 열-전계 전자 방출은 쇼트키 효과 (schottky effect)의 선형영역의 특성에 의해 예측된 
바와 같이 전계의 세기가 증가할수록 선형적으로 증가했으며, 이온 충돌에 의해 발생하는 열에너지의 제
곱에 비례하는 특성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특성들은 실리콘 나노 박막의 질량 분석기용 이온 검출기로의 
사용 가능성을 보여준다. 

주제어 : 실리콘 나노 박막, 이온 검출기, 열-전계 방출, 질량분석, 쇼트키 효과

  Abstract : This paper describes the characteristics of thermo-field emission in a freestanding 
silicon nanomembrane under ion bombardment with various thermal and field conditions. The 
thermal effect and field effect in thermo-field emission in silicon nanomembrane are investigated by 
varying kinetic energy of ions and electric field applied to the silicon nanomembrane surface, 
respectively. We found that thermo-field emission increases linearly as the electric field increases, 
when the electric field intensity is lower than the threshold. The thermo-field emission (schottky 
effect) increases proportionally to the power of temperature, which agree well with the predictions 
of a thermo-field emiss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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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질량 분석기는 무기, 유기, 및 생화학 분자의 
질량 측정을 가능하게 하여 여러 시료의 구조와 
조성 분석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1980년대 개발
된 이온화 기술인 매트릭스-지원 레이저 탈착 이
온화 기술(Matrix-assisted laser desorption/ 
ionization, MALDI)과 전자분무 이온화 기술 
(electrospray ionization, ESI)은 고분자 물질의 
이온화를 가능하게 하여 기존의 저분자 질량 분
석에 국한되어 있던 질량 분석기의 활용범위를 
수십만 달톤 (Dalton, 1 Da = 1.660540 × 
10-27 kg)의 질량을 가지는 생화학 고분자 화합물 
및 합성 고분자물질의 질량 분석까지 확대시켰다 
[1-4]. 여러 질량 분석기 중 말디토프 질량분석
기 (MALDI-TOF)는 장비의 구성이 비교적 간단
하고 높은 정확도, 해상도를 가져 고분자 물질 
질량 분석에 적합한 질량 분석기로 인식 되고 있
다. 말디토프 질량분석기는 전기장을 이용해 이온
들을 가속시킨 후, 질량 대 전하비 (mass to 
charge ratio, m/z)에 따라 서로 다른 속도 (질량
이 클수록 느린 속도를 가지고) 비행하여 서로 
다른 시간에 이온디텍터에 도달하는 이온들의 비
행시간을 측정하는 원리로 질량을 분석한다. 말디
토프에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이온 디텍터는 
가속된 이온충돌에 의해 생성되는 이차전자방출
을 동작원리로 하는 마이크로채널플레이트 
(microchannel plate, MCP)이다 [5]. MCP에서 
이온 충돌에 의해 생성되는 이차전자의 개수는 
충돌속도에 비례하는 특성을 가진다 [6-10]. 따
라서 이온의 충돌 속도가 느릴수록 (즉, 분자의 
질량이 클수록) 방출되는 이차전자의 수가 감소
하여 고분자 질량 분석에 한계를 가진다. 이러한 
MCP의 고분자 질량 분석의 한계를 극복하기위
하여 여러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그 중 가장 대
표적인 접근 방법은 초전도센서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저온 검출기(cryogenic detector)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11-13]. 저온 검출기는 분자의 질량에 
상관없이 일정하게 높은 민감도를 보여주는 장점
을 가지나, 일반적으로 1 K 이하의 극저온에서 
동작하여 높은 유지비용과 복잡한 시스템을 필요
로 한다. 최근 나노 박막을 이용한 이온 검출기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14]. 본 논문에서는 가속
된 이온이 전기장이 걸려있는 freestanding 단결

정 실리콘 나노 박막에 충돌했을 때 발생하는 열
-전계 전자 방출 특성을 여러 열적 및 전기적 조
건 아래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충돌
하는 이온의 속도에 독립적으로 동작하는 이온 
검출기로의 응용 가능성을 검증한다.

 

2. 실 험
  본 연구에서 다룰 실리콘 나노 박막 이온 검출
기 구조는 그림 1과 같이 실리콘 나노 박막, 게
이트 (extraction gate), MCP, 그리고 애노드로 
이루어져 있으며 상용 말디토프 질량 분석기의 
TOF 튜브 끝에 위치해 있다. 실리콘 나노 박막
은 2 × 1로 배열되어 있으며, 실리콘 나노박막
의 두께와 크기는 각각 180 nm, 2 mm × 2 
mm이다. MALDI에 의해 이온화 된 후, 가속된 
이온들이 실리콘 나노 박막 뒷면에 충돌하게 되
면 이온이 가지고 있던 운동에너지가 대부분 열
에너지로 변환된다. 변환된 열에너지는 충돌지점
의 온도를 짧은 시간 내 (수십 ps)에 급격히 증
가시키고, 열에너지가 실리콘 나노 박막의 앞면으
로 빠른 속도로 전달된다. 실리콘 나노박막의 앞
면으로 전달된 열은 실리콘 나노 박막 표면의 전
자들에게 전달되고, 충분한 열에너지를 얻은 전자
들은 게이트에 의해 가해진 전기장의 도움을 얻
어 진공으로 방출된다. 이러한 열-전계방출 특성
은 다음과 같은 schottky emission로 수식화 할 
수 있다 [15]. 

 



 



  (1)

여기서, W는 실리콘의 일함수이고, 

 는 전계에 의해 변형된 일함수 

이고, F는 전계세기, e와 m은 각각 전자의 전하 
및 질량이다. 
열-전계방출에 의해 방출된 전자들은 MCP에 의
해 그 수가 증폭된 후 애노드와 연결된 오실로 
스코프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측정된다. 실험에 사
용된 단백질과 매트릭스는 각각 인슐린과 
sinapinic acid (SA)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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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of the silicon nanomembrane ion detector coupled to a MALDI-TOF mass 
spectrometer. The silicon nanomembrane detector consists of silicon nanomembrane, 
and extraction gate, MCP, and anode.

3. 결과 및 고찰
  그림 2는 MALDI-TOF에 의해 20 keV로 가
속된 SA 매트릭스가 실리콘 나노 박막에 충돌했
을 때 열-전계 방출에 의한 출력을 나타낸다. 실
리콘 나노박막과 게이트 사이의 전위차는 (Vm) 
1200 V이다. 측정된 SA의 Time of flight는 
11.285 μs 이며, 이는 20 keV의 운동에너지를 
가진 SA의 Time of flight와 일치한다. 그림 3은 
실리콘 나노 박막의 열-전계 방출 특성에서 전
계에 의한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실리콘 나노 박
막과 게이트 사이의 전위를 1600 V에서 1800 V 

Fig. 2. Thermo-field emission in the silicon 
nanomembrane with the acceleration 
voltage of 20 kV and the voltage 
between the silicon nanomembrane 
and the extraction gate of 1200 V.

 

Fig. 3. Thermo-field emission vs. voltage 
between the silicon nanomembrane 
and the extraction gate with fixed 
acceleration voltage at 20 kV.

까지 1000 V의 단위로 변화하면서 측정된 출력
의 크기를 나타낸다. 측정된 출력의 크기는 20개
의 스펙트럼을 평균한 값이며 각 스펙트럼은 10
번의 레이저 펄스에 의해 측정된 스펙트럼을 평
균한 값이다. 오차막대는 표준편차를 나타낸다.  
레이저를 한번 조사할 때 생성되는 이온의 개수
가 일정하지 않는 MALDI의 특성으로 인해 높은 
표준편차를 보이고 있다. 식(1)에 의하면 전계와 
방출되는 전류밀도는 비선형 관계를 보이나 실제 
측정된 관계는 선형적인 특성을  보여준다. 이는 
인가한 전계가 비선형 특성을 보이기는 낮은 선
형 영역에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실리콘 나노 박막의 열-전계 방출 특
성에서 열에 의한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실리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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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ermo-field emission from the silicon nanomembrane for the insulin ions with (a) 
the acceleration voltage of 23 kV and (b) the acceleration voltage of 20 kV with the 
voltage between the silicon nanomembrane and the extraction gate of 1250 V.  (c) 
Characteristic of thermo-field emission vs. acceleration voltage. 

나노 박막과 게이트 사이의 전위를 1250 V로 고
정을 시키고 인슐린 이온을 20∼23 keV까지 1 
keV 단계로 가속시키면서 실리콘 나노 박막 이
온 검출기의 출력을 측정하였다.  그림 4(a)와 

4(b)는 각각 MALDI에 의해 20 kV와 23 kV의 
가속전압으로 가속된 인슐린이실리콘 나노 박막
에 충돌했을 때 열-전계 방출에 의한 출력을 나
타낸다. 23 kV로 가속된 인슐린 이온은 20 kV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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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속된 이온보다 짧은 Time of flight 을 가지는 
것을 잘 보여준다. 20 kV 와 23 kV로 가속된 
인슐린 이온의 Time of flight는 각각 84.245 μs
와 77.488 μs로 인슐린 이온의 질량인 5730 Da
과 일치한다. 충돌에 의해 나노박막으로 전달된 
열에너지는 이온의 운동에너지에 비례한다. 따라
서 큰 가속전압에 의해 가속된 이온은 나노박막
에 더 많은 열에너지를 전달하여 그림 4(a)와 같
이 더 큰 크기의 피크를 얻을 수 있다. 인슐린 
이온에 의해 발생한 피크이외의 피크는 2, 3가 
인슐린 이온과 매트릭스 이온에 의해 생성된 피
크들이다. 측정된 신호는 모양은 단백질 이온이 
나노 박막에 도착한 시간 (TOF) 부터 짧은 시간
동안 급격히 증가하며, 최댓값에 도달한 후 천천
히 감소하는 특징을 보여준다. 이는 충돌에 의해 
발생한 높은 열에너지가 실리콘 나노 박막의 단
면을 통해 (수직방향으로) 빠르게 박막의 앞면으
로 전달되고, 전달된 열에너지는 열-전계방출 전
자의 개수를 급격히 증가시킨 후, 천천히 나노 
박막을 따라 옆으로 (수평방행으로) 확산되는 특
성을 잘 보여준다. 그림 4c는 가속전압에 따른 
인슐린 이온피크의 크기를 보여준다. 가속전압별 
10개의 스펙트럼을 평균한 값이며 각 스펙트럼은 
10번의 레이저 펄스에 의해 측정된 스펙트럼을 
평균한 값이다. 오차막대는 표준편차를 나타낸다. 
앞서 비교한 스펙트럼과 같이 가속전압의 크기가 
클수록 큰 피크 값을 가지는 특성을 보여준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이온의 가속에너지의 세기와 나
노 박막과 게이트 사이의 전계의 세기에 따른 실
리콘 나노 박막의 열-전계특성을 분석하였다. 실
리콘 나노 박막에서 이온충돌에 의한 열-전계 방
출 특성은 전계가 증가할수록 선형적으로 증가하
는 특성을 보였으며, 이온의 운동에너지의 제곱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특성을 보였다. 실험에 사용된 
실리콘 나노 박막 이온 검출기의 크기는 2 × 2 
mm2로 상용 이온 검출기인 MCP 크기의 200배 
이하이다. 실리콘 나노 박막 이온 검출기의 크기
는 일반적인 반도체 공정을 사용하여 크기 조절
이 가능하여, 면적을 증가시킴으로 민감도 및 최
대 측정가능 질량의 개선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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