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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고 밀도 전자 빔(EB: Electron Beam)을 

이용한 표면처리 (SP: Surface Polishing) 장치에 

결합 된 소형 주사전자현미경(SEM: Scanning 

Electron Microscope)은 공정이 필요한 부위를 

찾고자 할 때 또는 공정 전후의 상태변화를 

측정 하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공정 후 

표면의 상태변화는 형상뿐 아니라 정량적인 

측정이 요구된다. SEM 에서 획득 한 영상을 

분석하여 샘플의 표면 거칠기(SR: Surface 

Roughness)를 측정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표면 거칠기는 샘플 표면의 

높이변화의 차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SEM 에서 초점 심도(DOF: Depth of Focus)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1] 본 연구는 DOF 를 

결정하는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도출하여 

다음과 같은 순서로 실험하고 결과값을 통해 

검증하겠다.  

첫째, 현재 시스템의 유효 DOF 를 계산 

둘째, 초점 거리(WD: Working Distance)에 

따른 대물렌즈(OL: Objective Lens)전류 측정 

셋째, OL 전류에 따른 높이 값 도출로 

진행한다. 
 

2. 초점 심도 
 

초점심도는 식(1)에 의해 정의된다. 정 

초점을 기준으로 최대, 최소 초점 범위를 유효 

초점심도 라하며, Fig. 1 에 표현했다. 

초점심도는 OL aperture 에서부터 정 

초점까지의 거리 W 와 OL aperture 지름 반의 

비에 의해 라디안 단위로 계산된다. Table 1 은 

W 변화에 따른 초점 심도 D, Crossover 각도 α 

의 결과 값이다. 여기서 P 는 측정된 영상의 

실제 거리를 현재 배율 M 으로 나눈 값이다. 

그러므로 식(2)를 통해 동일한 α 값에서 

영상을 확대함으로써 초점심도가 줄어 드는 

것을 알 수 있다. 배율을 확대함으로써 깊이 

변화가 미세한 조직에서도 변화(표면 거칠기) 

량을 측정 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 [2]  

 
Fig. 1 Depth of focus schematic for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3. 측정 방안 및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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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pth of focus and crossover angle change 

according to the working distance  

 

 WD : 5mm WD : 8mm WD : 10mm (unit) 

D 12.5 20 25 um 

α 0.02 0.125 0.01  rad 

 

 
(a) Focus on lower surface   (b) Focus on Higher surface 

Fig. 2 Focus degree of different height sample   

 

 
Fig. 3 Depth of focus schematic for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실험은 초점거리 8mm 에서 100um 의 깊이 

차이가 있는 샘플을 400 배의 확대하여 

진행했다. Fig. 2 의 우측 영상은 샘플의 높은 

표면에 초점이 맞은 상태이고, 좌측 영상은 

샘플의 낮은 표면에 초점이 맞은 상태이다. 

이때 OL 전류는 높은 표면 1.9700A, 낮은 

표면 1.9546A 가 인가되었다. 두 전류의 차이 

0.0154A 는 100um 크기의 높이 정보로 도출 할 

수 있으며 0.0001A 제어를 통해 약 0.7um 의 

높이 변화를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4. 결론 
 

Table 1 은 배율 400 에서 초점거리 변화에 

따른 초점 심도, Crossover 각도를 식 (2)를 

이용하여 계산 한 값이다. SEM 에서 

초점심도는 2 차원 평면 샘플에서 조직간의 

거리를 측정할 때, 단위 픽셀간의 최소 구분 

거리이다. 이것을 E-Beam 유효 직경이라고 

한다. 직경이 작아지면 미세 구조물의 조직 

구분이 가능해지며 이로 인해 SEM 에서 고 

분해 능 영상 획득이 가능하다. Fig. 3 은 

식(2)를 통해 초점거리에 의해 결정되는 P 값 

과 OL aperture 직경에 대해 반비례 관계에 

임을 도식화 했다. 즉, 분해 능이 높아짐에 

따라 유효한 초점심도는 작아진다. 앞서 

실험에서 초점거리 8mm 에서 유효한 

초점심도는 20um 이기 때문에 100um 깊이 

변화에 대해 SEM 영상의 초점 정도를 통해 

구분이 가능하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비록 본 연구를 통해 측정한 결과 100um 는 

표면 거칠기 크기인 수 um 에 비해 상당히 큰 

수치이다. 그러나 초점 거리를 줄이고 배율을 

확대하여 유효 초점심도를 작게 하면 E-

Beam 으로 처리한 금형의 표면 거칠기 측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표면 처리 장치와 

결합한 SEM 을 통해 표면 거칠기의 정량적 

측정이 가능하다면 보다 빠르게 공정 상태를 

파악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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