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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플라즈마 발생장치 설계 및 제작

가. 이온화 전자원 설계

이온화전자원으로 필라멘트를 사용했으며, 필라멘트로 사용되는 재료특성으로 낮

은 사용 온도에서 높은 방출전류밀도를 가지며 긴 수명이 요구된다. 이온원에 사

용한 필라멘트는 선경 0.8mm, 도우넛 모양의 직경 12.5mm, 높이 15mm의 순도

99%이상의 Tungsten 선을 사용하였다. 이 Tungsten은 일함수(Work Function)가

4.55eV로 운전온도가 1500℃이며, 열전자 방출밀도는 8kA/m2이다. 보통 필라멘

트의 수명은 열전자 방출 면적이 1/10로 감소될 때까지의 시간을 말하며,

Tungsten을 필라멘트로 하여 이온빔을 인출할 경우 수명은 약 50～100시간 정도

였다. 필라멘트 연결 feedthrough는 열전도도와 전기전도도가 우수한 Copper bar

를 연결하였으며, 진공내에서의 절연을 위하여 세라믹을 브레이징하여 사용하였

다. 이온화 전자원의 설계도면과 제작품의 사진은 그림 2와 3에 나타내었다.

그림 2. 이온화전자원의 설계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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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작동

1) 일반

스캐너는 single station selector unit(Model BPM-SS5A)의 제어 장치로 제어되

고 프로파일은 오실로스코프에 보여진다. 이 장치는 19" rack에 맞게 되어 있으며

작동이 쉽다. 이 장치에 대한 모든 설명은 부록에 담았다. BPM-SS5A의 앞 계기

판에는 전원 스위치, station 선택 누름 스위치, 전시 선택 스위치, gain 스위치,

오실로스코프 출력 잭이 있다.

만약 뒤쪽 계기판의 J1을 연결하였으면 1번 위치의 누름 스위치를 설정한다. 전시

선택 스위치는 스코프에 빔 프로파일을 보기 위해선 "BEAM PROFILE"에 설정

해두어야 한다. 그리고 다른 스위치들은 다양한 출력을 보여주는데 도움을 준다.

2) 초기 설정 보이기

1. 1번 누름 스위치를 누르고 전원 스위치를 켜면 +24 VDC Status Control

signal이 1번 스캐너의 BPM Preamp II로 보내져 BPM Preamp II와 BPM 모터를

구동하게 되어 1번 스캐너의 스캔 전선이 돌기 시작한다.

2. "FIDUCIAL MARKS"에 스위치를 놓고 스코프를 수직 1V/div., 수평

10ms/div. 로 맞추어준다. 세 개의 다른 파동이 스크린에 나타나게 된다 : 트리거

파동(가장 큼), y -프로파일 파동, x-프로파일 파동(시계방향을 회전에 대해). 트

리거 파동과 그 다음의 파동 사이의 거리는 항상 y-와 x-프로파일 사이 거리의

반이다. 그림 A를 보라. (기준 파동이 스크린에 나타나지 않으면 모터의 회전과

연결 혹은 회로를 확인하라)

3. "SCOP TRIGGER"에 스위치를 맞추고 스코프에 오직 트리거 파동만 나타나도

록 "TRIGGER LEVEL"을 조절한다.(이 파동은 오직 양의 파동으로 나타난다) 트

리거 수준이 너무 낮으면 세 개의 파동이 다시 스코프에 나타난다. 그림 B를 보

라.

4. "FIDUCIAL MARKS"에 스위치를 맞춘다. 최적화 되도록 horizontal gain을 조

절하여 기준 파동들 사이의 거리를 조절한다. (만약 x-와 y-파동의 중심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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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가 9.00 cm(BPM82)이면 빔 프로파일과 빔 크기가 대략 1대1 관계를 보인다.

(그림 21의 C))

5. 밝은 점이 2와 4단계의 이 같은 파동 중심에 겹쳐 나타난다. 이 점의 세기는

fiducial shaping circuit board의 R3를 조정함으로 바꿀 수 있다.

6. "BEAM PROFILE" 위치에 스위치를 맞춘다. 만약 빔이 있으면 두 개의 프로

파일이 스코프에 나타나고 이들 각각의 프로파일에 밝은 점이 겹쳐 나타난다. 이

상적으로 중앙에 위치한 빔에 대해선 두 개의 밝은 점이 프로파일 피크에 나타난

다. 빔이 중앙으로부터 벗어나면 밝은 점이 프로파일 양쪽 어디에나 나타난다.(그

림 21의 C)

7. 전원 스위치가 꺼져 잇거나 선택 스위치가 다른 스캐너에 눌려 있으면 모터는

작동을 멈추고 스캐너 헤드 안에 설치되어 있는 영구 자석 쌍에 의해 전선은 빔

이 경로에서 벗어난다.

그림 21. BPM Sig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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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이온빔 표면연마 실험장치 설계 및 제작

이온빔 연마공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표면연마용 실험장치를 설계 제작하였으며,

고진공 챔버, 진공배기시스템, 지그시스템으로 구분하였다.

1. 고진공 챔버 설계 및 제작

Stainless Steel 후판(STS304)을 ∅800×800mm의 원통형 구조로 내부를 전해연마

(E.P)처리하여 제작하였으며, 로터리펌프로 진공배기시 20분이내에 1×10-2 Torr에

도달하였으며 터보펌프로 진공배기시 20분이내에 6×10-6Torr의 진공도에 도달하

였다.∅800크기의 전체 Top Cover 전체가 Flange type으로 하며 볼트로 체결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며 Top Cover 중앙에 이온원 연결 port를 제작하였다. 또

한 추후 추가 사용이 용이하게 NW40, ISO100 각각의 크기의 Blank port를 top

cover에 제작하였다. 350×350mm 이상의 크기의 조작 용이한 진공용 개폐식 사각

도어를 원통구조 옆면에 제작하였으며 ∅160의 Jig Table 관찰이 용이한 시창을

도어에 부착하였다. 외경 8“ Gate Valve 연결을 위한 port를 후면에 제작하였으며

저진공 배기라인 연결 port와 추후 패러데이컵 측정을 위해 2개의 blank port를

측면에 설치하였다. 챔버 내 전극연결을 위한 vacuum feedthrough를 장착하여 지

그시스템에 설치된 전자브레이커의 제어전원에 연결하였으며, 진공도 측정을 위한

Full range vacuum gauge를 챔버 하부에 설치 하였다. 또한 챔버 진공 폐기시

아르곤 퍼지를 하기 위한 Purge valve 1 set가 챔버 하부에 설치하였다. 이온빔

표면연마용 실험장치의 전체 설계도면과 장치 사진은 그림 22, 23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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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이온빔 표면연마용 실험장치 설계도

그림 23. 이온빔 표면연마용 실험장치

진공제어장치

이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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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원

제어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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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공 배기시스템 설계 및 제작

10-2Torr까지의 저진공 배기를 위해 1000ℓ/min 용량의 로터리펌프를 설치하였으

며 10-6Torr까지의 고진공 배기를 위해 600ℓ/sec 용량의 Turbo Molecular

Pump(Leybold사)를 설치하였다. 진공배기를 위한 밸브로서 Roughing valve,

Foreline valve, Main valve(VAT사)를 설치하였으며 모두 공압작동이 가능하게

제작하였다. 터보펌프의 안전을 위해 5×10-2Torr이상에서는 자동으로 main valve

가 닫히게 제어회로를 설계 제작하였으며 챔버 진공 폐기시 작동하는 vent valve

는 아르곤가스와 연결하여 챔버내부로의 수증기 인입을 억제하였다. 진공시스템의

전기회로도는 그림 24에 나타내었다.

진공시스템의 작동방법과 시스템 보호장치는 다음과 같다.

① System 작동 순서

1)Vacuum System On

-.Air 공급용 Valve On

-.Water 공급용 Valve On

-.Main Power On

-.Chamber Vacuum 상태시 Vent Valve On

-.Vent 완료 후 표면처리용 Sample 장착

-.Venting Valve Off, Chamber Door 잠금상태 확인

-.R/P(Rotary Pump) 작동, RV(Roughing Valve) On

-.R/P 작동 10～15초 후 Gauge On

-.5x10-1Torr 이하에서 RV Off, FV(Foreline Valve) On

-.FV와 RV를 번갈아 열어주어 TMP내부의 진공을 뽑아준다.

-.진공도 3x10-2Torr이하가되면 RV를 닫고, FV를 연 후 MV를 열어준다.

-.원하는 진공도에 도달하면 Plate의 각도, 위치, 속도를 Setting한 후 실험

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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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Vacuum System Off

-.실험 완료 후 MV를 닫고, TMP를 끈다.

-.Chamber Door 잠금장치 풀고, Venting valve를 열어준다

-.Vacuum Gauge Off한다.

-.표면처리 완료된 Sample을 Chamber에서 꺼낸다.

-.TMP멈춘 후(약20분) FV Off

-.RV열고 Chamber Vacuum뽑은 후 RV Off, R/P Off

-.Main Switch Off, 냉각수 Off, Air Off

③ System 보호 장치

-.Air 및 Coolant가 공급되지 않을 시 Main Power가 차단되도록 하였다.

-.Turbo Pump를 보호하기 위하여 Foreline valve가 열려있을시 Roughing

Valve

가 작동되지 않도록 하여 급격한 압력변화가 TMP Blade에 가해지지 않도록

하였다.

-.Turbo Pump를 보호하기 위하여 진공도가 3 x 10-2 Torr 이하일때 Main

Valve

가 자동으로 닫히도록 하였다.

-.정전시 System의 모든 Valve가 자동으로 닫히도록 하여 System의 모든 장치

들을 보호하도록 하였다.

-.Plate Up-Down시 Jig가 Chamber에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

Switch

를 장착하여 상, 하 제한치를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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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진공시스템의 전기회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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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차원 동작 지그시스템 설계 및 제작

금형의 이온빔 표면연마시험을 위해 지그 구동은 상하, 회전, tilt운전이 가능하게

설계제작하였다. 지그 테이블의 재질은 Stainless Steel(STS304)을 사용하였으며

크기는 ∅300mm, 두께 20t의 원형테이블 형태로 설계제작하였다. 또한 이온빔 조

사시(800-1000℃) Jig Table의 온도가 20℃이하로 유지될 수 있도록 테이블 내에

냉각장치를 구성하였으며 상하 20cm의 구동이 가능하고 회전은 0～30 RPM으로

제어하고 0～80°까지의 tilt가 가능하며 tilt 정확도는 1°미만으로 설계 제작하였다.

지그시스템의 설계도면과 사진은 그림 25, 26에 나타내었으며, 지그시스템 제어시

스템의 PCB 회로도는 그림 27에 나타내었다.

지그시스템의 구체적인 사양과 운전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Jig Up-Down

-. Motor Power: AC220V, 25W

-. Motor Max. Speed: 1800 rpm

-. Motor Type: Speed Control(0～1800rpm)

-. Gear head 감속비: 1/75

-. Ball Screw lead: 5mm

-. Plate 실제 Up-Down Speed: 0 ～ 120mm/min

-. 작동순서

a) Toggle switch를 원하는 위치(Up or Down)에 놓는다.

b) Motor Controller의 Volume을 원하는 Speed에 맞춘다.

c) Start switch를 누른다.

d) Plate가 원하는 위치에 오면 Start switch를 다시 누른다.(Motor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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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Jig Rotation

-. Motor Power: AC220V, 25W

-. Motor Max. Speed: 1800 rpm

-. Motor Type: Speed Control(0～1800rpm)

-. Gear head 감속비: 1/60

-. Plate 실제 Rotation Speed: 0～30rpm

-. 작동순서

a) Motor Controller의 Volume을 원하는 Speed에 맞춘다.

b) Start switch를 누른다. (이때 실제 Plate의 Speed는 Controller에

Display되는 회전수의 1/60임)

c) 실험이 끝나면 Start swithc를 다시 누른다.(Motor 정지)

③ Jig Tilt

-. Motor Power: AC110V, 4A

-. Motor Max. Speed: 1800 rpm

-. Motor Type: Stepping(0.02°/step)

-. Gear head 감속비: 1/36

-. Plate 실제 Tilting Speed: 0～50rpm

-. 작동순서

a) Motor Controller의 각도를 원하는 값에 맞춘다.

b) Left switch를 누른다.(이때 잠겨있는 Brake가 풀린다)

c) Left switch를 다시한번 누른다.(Motor 동작)

d) 실험이 끝나면 Home switch를 누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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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3차원 지그시스템 설계도

그림 26. 3차원 지그시스템 장치



- 37 -

그림 27. 지그제어시스템의 PCB 기판 회로연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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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이온빔 표면연마 시험

이온빔 연마는 4～30keV범위의 이온빔을 소재표면에 일정 각도로 조사하여 표면

의 불순물이나 scratch, sleek을 제거하는 동시에 표면응력을 제거하여 표면을

smooth하게 하는 기술이다. 이러한 기술은 기계적인 연마에 의한 Scratch와 화학

적 연마에 의한 crack형성을 방지할 수 있으며,이온빔 표면연마에 의해 응력이 남

아 있는 영역은 10nm정도이다.

최종연마처리전의 금형강(Starvax)의 평균 거칠기는 450nm인 것에 비해 기계적

연마후 평균 거칠기는 30nm정도로 감소하나 Rz값이 160nm이상이므로 평탄도에

서의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확인하였다.(그림 28) 또한 기계연마시 3cm×4cm의

핸드폰 백라이트 금형의 경우 소요시간이 3일 이상 소요되므로 경제성에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이온빔 연마실험을 한 결과, 시험연마전

평균 표면거칠기가 450nm인 금형강(Starvax)에 15kV, 10mA 제논빔을 조사각도

60°로 8.6×1016ions/㎠의 조건으로 이온빔 연마시 평균 표면거칠기가 235nm정도로

감소함을 확인하였다.(그림 29) 또한 이온빔 연마전의 Rmax값은 3.1㎛였으나 이

온빔 연마 후 Rmax값이 1.7㎛로 감소하는 것으로 보아 돌출부위에 이온빔의 선

택적인 연마가 일어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적정 이온빔 조사각도와 빔 전류밀도

의 향상을 통해 최적 이온빔 연마공정을 확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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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최종 기계연마 전 (b) 최종 기계연마 후

그림 28. 기계적 표면연마에 의한 표면 거칠기 변화

(a) 이온빔 연마 전 (b) 이온빔 연마 후

그림 29. 제논 이온빔 조사에 의한 표면 거칠기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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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및 관련 분야에의 기여도

제 1 절 당해연도 연구개발 목표대비 달성도

구 분
연구개

발목표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전체목표

에 대한

비중(%)

과제평가시

평가기준대비 실행내용

달성

도

제1차년

도

(‘02.9.～

’03.6.)

균일이온

빔

연마공정

개발

- 정밀금형 표면연마

시험용 이온원설계
5

- 30kV 20mA

제논이온빔 인출, 빔

직경 8.5cm 균일도

5% 미만

100%

- 시험용 이온원

제작
5

- 이온빔 표면연마용

이온원 제작 완료
100%

- 빔 프로파일

측정시스템 설계

및 제작

5

- Beam Position

monitoring system

설치 완료

100%

- 이온빔 조사조건에

따른 금형

표면연마 공정

데이터베이스 구축

15

-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이온빔 표면연마

실험장치 설계 및

제작 완료

- 이온빔 조사에 의한

평균 표면거칠기 감소

확인

90%

* 특허출원 중 : 이동형 이온빔 조사 정밀금형 표면연마장치

* 논문 발표 및 투고 예정 : 국제학회 SMMIB2003 (9.22-26, San Antonio)

'Surface Roughness behaviour of Xe Irradiated Industrial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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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 현재 정밀금형 표면연마에 관련된 이온빔 발생과 이온빔조사기술은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집속 및 대면적 빔 조사기술 수준은 다소 차이가 나고 있으

나, 대면적 이온빔조사(BIB)기술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확립돨 경우 고부가가

치의 정밀 금형제품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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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나노단위의 초정밀 금형 표면연마기술 개발

- 이온빔 표면처리 기능성 소재 개발

- 이온빔조사기술 산업체 이전 및 신기술 개발

- 대면적 대전류 이온빔 표면처리 장치 상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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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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