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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장렌즈형 SEM을 활용한 가공표면조도 관찰.
Obsevation of the machined surface roughness through SEM,

an electrostatic lens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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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대의 전자현미경들은 관찰 및 분석방법 등을 

개선하고 추가해 나가면서, 미세한 것을 확대해서 

보는 본래의 성능 이외에, 목적에 따라 다양한 분야

에서 활용 가능한 분석기기로서의 성능증대를 이

루어 가고 있다.

특히 소재분야에서 전자현미경은 필수장비가 되

었으며, 최근에는 금속의 표면조도 개선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주로 금속

가공 이후에 피니싱(finishing)공정을 통해, 마이크

로 또는 나노단위로 재가공하여 고효율, 고기능을 

부여하는 기술들이다.

본 논문에서는 고밀도 전자빔 피니싱 장비에 적

용할 전기장렌즈형 SEM을 제작 및 활용하여, 금속

의 가공표면조도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

고 있으며, 이로써 SEM의 또 다른 활용 가능성을 

보여주고자 한다.

 

2. 실험장치 구성.

피니싱 장비 챔버에 적용하여 금속샘플들을 관

찰하기 위해서, 소형화에 적합한 전기장렌즈형 

SEM을 개발하였다. 원활한 실험을 위해서 테스트 

챔버를 따로 제작하여 실험장치를 구성하였다.

SEM의 전자방사방식은 열전자 방사형으로서, 

소스는 헤어핀형 텅스텐(W)필라멘트를 사용하였

고, 소스부는 소형화를 위해서 필라멘트와 웨넬트

가 하나로 결합 된 형태로 디자인하였다.[Fig.1]

전반적인 작동방식은 소스에서 방사 된 전자빔

이 웨넬트에 가해진 바이어스 전압에 의해 집속 

된 후, 애노드를 향해 가속된다. 가속 된 전자빔은 

한 개의 집속렌즈와 한 개의 대물렌즈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디플렉터에 의해 샘플의 표면에 주사

되는 방식이다.

     

      

      (a)                    (b)
Fig.1 (a) Electrostatic type SEM column.
     (b) Test chamber assembled SEM column.

3. 실험원리 및 방법.

실험방법은 우선 SEM을 이용하여 금속샘플의 

안정적인 이미지를 획득하는 것이다. 이미지의 전

면이 양질의 contrast로 이루어져야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다. 2차전자상의 contrast를 결정하는 인자

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표면의 형상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금속표면의 돌출부에서는 강한 전계나 입사전자

의 투과작용이 있기 때문에 밝아지고, 함몰부에서

는 페러데이 캡과 같은 작용으로 2차 전자를 강하게 

흡수하기 때문에 어둡게 된다.[1] 이러한 작용들로 

얻은 이미지를 이용하여, 특정구간의 단면형상을 

화상의 밝기신호정도에 대한 프로파일(intensity 

profile)로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동일한 구간을 

표면조도측정기(촉침식)로 측정 후, 각각의 파라

미터들의 수치 데이터(ISO규격. Ra, Rmax, Rz 등) 

및 프로파일(roughness profile)을 얻어서, 비교의 

기준이 되도록 한다.

이 실험의 목적은 각각의 장비로 얻어진 프로파

일 형상의 비교이며, 이는 피니싱공정에 적용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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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신속하게 가공 전, 후의 변화정도를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roughness profile(거칠기)은 초기에 촉침에 의해 

검출 된 신호(unfiltered profile)에서 고역필터

(high-pass filter)의 cut off값을 기준해서, 그보다 

파장이 긴 waveness profile(파상도)이 제거 된 신호

이다. 따라서 2차전자의 발생량(red profile)에 따른 

grey level의 변화에 대한 intensity profile(blue profile, 

거칠기+파상도)과는 약간의 형태상의 차이를 보이

지만, Ra값 기준으로 0.8㎛

.[Fig.2]

        Fig. 2 Observation of standard sample(SUS304).  
       Comparing  the results of commercialized  
       SEM(HV:10kv)& SRT(cutoff: 0.25mm).

4. 실험

SEM의 소스부에 HV: 4kv, Heat: 1.2A, Bias: 4kv의 

조건을 주어서, 120uA의 Emission current를 얻었

고, 집속렌즈에 6.2kv, 대물렌즈에 5.7kv를 인가하

여, 가공정도가 각기 다른 금속샘플들을 동일한 

조건에서 관찰하였다. 진공도: 10-5 torr, WD: 

45mm이며, 배율은 130배이다.[Fig.3]

표면조도측정기는 cut off값을 0.8mm로 모두 동

일하게 설정하였고, 따라서 평가길이는 4mm이다. 

SEM으로 얻은 영상과 intensity profile을 표면조

도측정기로 얻은 roughness profile과 수치 데이터를 

비교하여, 가공표면조도를 구분했다.

        Fig. 3 Observation of  STAVAX, different  

       roughness. Comparing the results of  

       developed SEM& SRT.

5.결과

표면조도측정기의 cut off값과 SEM의 전자빔사이

즈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았다. 이는 SEM

과 표면조도측정기가 각각의 profile을 얻는 방식이 

유사함에 큰 관련이 있다.

표면조도측정기에서 전체적인 profile의 형상

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cut off값(분해

능)이다. 이 값에 따라 전체적인 평가길이(cut off 

x 5)가 바뀌게 되며, 기준값 이상의 파장들은 제거

해 버리기 때문에 값이 작아질수록 더 세밀한 거칠

기를 검출할 수 있다. 그리고 SEM은 빔사이즈가 

작아질수록 더 좁은 요철간격을 관찰할 수 있으며, 

이는 유효배율(스캔영역 = 평가길이)도 결정한다.

실험에서, 현재 개발중인 SEM의 빔사이즈에 가

장 적합한 Cutoff값은 0.8mm였다. 이는 두값을 적

용하여 roughness profile과 intensity profile이 

각각의 거칠기에 대해, 요철간격을 기준으로 형태

의 유사함을 보인 결과를 통한 것이다.[Fig.3]

따라서, cut off값(0.08, 0.25, 0.8mm)에 집속

렌즈를 이용한 각각의 빔사이즈와 유효배율을 적

용하면, 정확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SEM만으로도

어느정도 범위내의 거칠기는 예상할 수 있을 거라

는 결론을 내렸다.

현재 개발중인 SEM의 렌즈성능을 개선하고, 이

미지를 좀 더 안정화 시킨다면, 피니싱 장비의 가공 

전, 후를 신속하게 구분 및 예상 가능한 가공표면조

도관찰용 SEM의 활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거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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