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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재 반도체 Device 들은 Chip Size 의 

Shrinkage 및 Pattern Density 의 증가가 가속화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효과적인 분석을 위해 

FIB(Focused Ion Beam)를 이용한 TEM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시료 제작 

기술의 개발에 대한 필요성 역시 점차 

늘어가고 있다. TEM 은 SEM(Scanning Electron 

Microscope) 과는 달리, 100~300KeV 로 집속 

가속된 전자를 매우 얇은 시편에 투과시켜, 

시료를 수 Å  단위로 직접 분석할 수가 있어 

미세구조 및 결정구조분석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분석하고자 하는 Pattern 이 작아짐에 

따라 Fig. 1 과 같은 Ion Beam 을 이용한 TEM 

시료 제작시 Pattern 변형 현상이 발생하여,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Fig.1 Pattern Deformation by Sample Preparation 
 

본 논문에서는 TEM 시료 제작 시, Pattern 을 

보호하기 위하여 Pattern 상부에 증착시키는     

보호 막질의 증착 조건을 최적화 함으로써, 이 

막질에 의해 발생하는 Pattern 변형을 최소화 

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2. 본론 
 

TEM 시료 제작 시 사용되는 FIB 는 Ion 

Beam 을 이용하여 미세하고 특정한 Point 의 

TEM 시편 제작에 이용된다. 큰 Energy 를 가진 

집속된 Ion Beam 을 분석하고자 하는 Pattern 에 

주사하면서, 표면의 Sputtering, Etching 현상을 

이용하여 TEM 시편제작을 하며, 또한 Ion 

Beam 과 물질의 화학반응을 이용하여 

절연막이나 전도막을 증착(Ion Beam Assisted 

Deposited)하기도 한다. (1) 

하지만 TEM 분석 시에 분석 Pattern 을 

보호하기 위하여 Pattern 위에 절연막이나 

전도막을 증착할 시, 분석하고자 하는 

Pattern 은 변형 없이 원래의 모습을 유지 해야 

하지만 반도체 선폭이 점차 미세화 되어 짐에 

따라 두꺼운 두께의 PR(Photo Resist)을 

사용하면 바닥/높이 비율(Aspect Ratio)이 

높아져 미세 Pattern 의 Profile 이 변형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2) 본 논문에서는 미세 

Pattern 위에 ALD(Atomic Layer Depostion) Oxide 

가 증착된 시편을 이용하여 실험을 하였으며, 

In-Situ 작업이 가능한 Platinum 을 이용하여 

Deposition 하였다. 

실험 조건은 Pattern 변형의 주요인자로 추정

되는 보호막 Deposition 시 Beam 의 종류(Electro

n Beam vs Ion Beam) 및 가속 전압(2KeV ~ 30

KeV)을 변경시켜가며 Table 1 과 같이 Pattern 

변형여부의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Depo Time 

및 Beam Current 는 일관된 결과를 얻기 위하

여 고정한 상태에서 최적화 실험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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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1. Deposition Conditions 
 

Type of Beam Accelerating Voltage 

Electron 2, 3, 5, 10, 20, 30 KeV 

Ion 30 KeV 
 

위의 실험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Fig.2 Comparison between 30KeV Electron 

Beam and 30KeV Ion Beam 
 

동일한 가속전압에서 비교 실험한 결과 

Fig.2 에서 볼 수 있듯이, Ion Beam 보다는 

Electron Beam 에서 막질의 변형이 적음을 알 

수 있다. 이는 Gallium Source 을 이용하는 

Ion Beam 은 원자량이 커서 표면에 

Implantation & Bombardment 되어 Pattern 

변형을 Electron Beam 대비 크게 유발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Fig.3 Comparison between 20KeV Electron 

Beam and 10KeV Electron Beam 
 

Electron Beam 의 가속전압을 실험한 결과 

Fig. 3 에서 볼 수 있듯이 낮은 가속전압에서 

막질의 변형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낮은 Voltage 일수록 Electron 의 Scattering 및 

Penetration 이 감소하게 되어 막질의 변형이 

줄어드는 것으로 판단된다. (3) 

Fig.4 Comparison between 5KeV Electron Beam, 

3KeV Electron Beam and 2KeV Electron Beam 
 

가속전압에 따른 Pattern 의 변형여부 

실험결과 Fig. 4 와 같은 결과가 확인되었으며, 

이로부터 변형율을 계산 하였다. (Fig5.) 

변형율(Rate)은 Pattern 의 Bottom CD 기준 

Middle CD 와 Top CD 의 변형정도(%)를 

나타내었다. 실험결과 5KeV 까지 가속전압이 

낮을 수록 Pattern 의 변형율은 줄어 들지만 

3KeV 이하에서는 개선 되질 않았다. 이는 Low 

KeV 에서의 Electron Beam 의 제어가 원할하지 

않은 이유 등으로 추정되나 추후 자세한 

고찰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Fig5. The Deformation Rate(Ideal Case=1) 

 

3. 결론 
 

본 논문에서 TEM 분석시 미세 Pattern 

시편의 막질변형과 관련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증착 조건을 최적화 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재현성 있는 TEM 시료제작 및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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