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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or the measurements of surface shape milled using FIB (focused ion beam), the silicon bulk, 

Si3N4/Si, and Al/Si samples are used and observed the shapes milled from different sputtering rates, 

incident angles of Ga
+ ions bombardment, beam current, and target material. These conditions also can be 

influenced the sputtering rate, raster image, and milled shape. The fundamental ion-solid interactions of 

FIB milling are discussed and explained using TRIM programs (SRIM, TC, and T-dyn). The damaged 

layers caused by bombarding of Ga
+ ions were observed on the surface of target materials. The simulated 

results were shown a little bit deviation with the experimental data due to relatively small sputtering rate 

on the sample surface. The simulation results showed about 10.6% tolerance from the measured data at 

200 pA. On the other hand, the improved analytical model of damaged layer was matched well with 

experimental XTEM (cross-sectional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data.

Keywords: Focused ion beam, Sputtering,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Cross-sectional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Computer simulation

                                                                                                

1. 서 론 　

재 집속이온빔 FIB (focus ion beam) 장치를 이

용하여 반도체소자의 제작 후에 회로를 수선 는 회

로 간의 연결을 하고 수정작업을 할 수가 있고 나노  

(nano) 스 일의 AFM (atomic forces microscopy)의 

뾰족한 끝부분 (tip)을 만드는 것도 가능해졌다 [1,2]. 

FIB는 Ga+ 이온빔으로 1 pA에서 수십 nA의 이온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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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세기로 샘 의 표면을 연마하여 다양한 형태의 

3차원 (three-dimensional) 소자 제작과 연마된 단면 

 구조들을 주사이온 미경 SIM (scanning ion 

microscopy)이나 주사 자 미경 SEM (scanning 

electron microscopy)을 사용하여 샘 의 표면의 형상

을 측정할 수가 있다. SIM은 Ga 이온이 실리콘보다 

더 무겁기 때문에 recoiling 효과가 나타난다. 한, 

연마된 샘  에 추가 인 손상 역이 생긴다. 샘

의 형상 가공처리 속도를 향상시키기 해서는 FIB 

장치에서 단지 Ga+ 이온빔의 류를 크게 하는 것이 

가장 용이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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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 방법  

그림 1에서 6은 Si, Si3N4, Al의 샘 에서 빔 류

가 700 pA에서 시작하여 14 nA로 마치는 동안에 

각선 방향으로 연마된 형태들을 나타내고 있다. FIB 

연마 후에 나타난 샘 들의 형태는 주사 자 미경 

(SEM)으로 측정하 다. 그림 1에서 6까지 나타낸 것

처럼 샘 들은 각각 4.6×5×3 ㎛의 크기로 연마하

다. 본 실험에 사용된 FIB 장비는 Seico사의 SMI 

3050TB 모델로서 자빔과 이온빔을 가지는 dual 

beam을 가지는 장치를 이용하 다.

Fig. 1. Image of silicon surface at vertical incident of 

Ga+ using FIB.

Fig. 2. Image of silicon surface at 45° tilting incident 

Ga
+ 
using

 
FIB.

Fig. 3. Image of silicon nitride (Si3N4) surface at  

vertical incident of Ga
+ 
using FIB.

                           

Fig. 4.  Image of silicon nitride (Si3N4) surface at 45° 

tilting incident of Ga
+ 
using FIB.

Fig. 5.  Image of aluminium surface at vertical incident 

of Ga
+ 
using FIB.

Fig. 6.  Image of aluminium surface at 45° tilting incident 

of Ga+ using FIB.

연마 후에 샘 의 top 표면에서 수직으로 샘 의 

내부가 연마되는 것이 아니고 둥그스름한 round 형태

로 측정되는 이유는 Ga
+ 
sputtering 효과에 의한 손

상 역 때문이다. [2-10]. 

그림 4와 6에서 45°로 tilt한 Ga 빔이 입사한 경우

와 0°일 때와 서로 비교하여 보면 tilt한 경우가 홈이 

진 경계면 주 가 많이 연마되어서 표면의 테두리 

경계면이 더 많이 완만한 형태를 하고 있음을 알 수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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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7. Three-dimensional Ga
 
distributions at (a) 0° and 

(b) 45° incident into silicon using SRIM.

그림 3과 5는 샘 의 바닥면이 보이지 않은데 반해

서 45° 입사각의 경사 때문에 바닥이 보이는 형태를 

그림 4와 그림 6에서 각각 나타내고 있다. 

그림 5와 6은 알루미늄의 표면 형상을 수직방향과 

45° tilt하여 Ga+ 이온빔을 조사하 을 때의 형상을  

각각 나타내고 있다. 그림 6에서는 경사진 면의 바닥

면을 찰할 수가 있다. 

그림 7∼9는 SRIM 2013 simulation [3-7]을 사용

하여 서로 다른 기 에 수직방향  측면방향의 분포

를 포함하는 Ga 이온의 3차원 분포들을 나타내고 있

다. Ga 빔이 45°로 입사한 경우가 0°일 때 보다 더 

표면에 근해 있는 분포들을 나타내고 있다. 차이

은 서로 다른 샘 들이기 때문에 수직  측면 방

향으로의 range 데이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른 

(a)

         

(b)

Fig. 8. Three-dimensional Ga
 
distributions at (a) 0° and 

(b) 45° incident into aluminium using SRIM.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서로 다른 각도와 연

마 조건 때문에 SEM으로 측정된 그림 결과들도 다 

른 형상들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10에서 그림 13은 FIB를 사용하여 700 pA의 

Ga 이온빔 류로 각각 3×2×2 ㎛ 샘 의 크기로 연

마하 다. 연마 후에 후방 산란된 자빔을 이용한 

SEM으로 샘 들의 image를 side view와 top view로 

각각 측정하 다. 

그림 10은 0°의 각도로 연마된 Al/silicon의 구조를 

에서 수직방향으로 측정한 그림으로서, 그림 11  12에

서 측정된 것처럼 실리콘의 표면과는 다르게 표면이 매

끄럽지 않고 거친 부분은 알루미늄의 표면조직을 잘 나

타내고 있고 연마된 샘 의 테두리 부분의 손상 역과 

바닥 부분도 그림 10의 (b)에서 잘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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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9. Ga
 
ion distribution at (a) 0° and (b) 45° incident 

into Si3N4 using SRIM.

그림 11은 0°의 각도로 연마된 Si3N4/silicon의 구조

에서 SEM으로 측정한 그림으로서, side view는 바닥

면이 보이지 않지만 top view는 실리콘 표면과는 다

르게 밝게 하얗게 보이는 부분은 연 층인 Si3N4층

이 자빔 조사에 의한 charging 효과 때문에 서로 

다른 contrast를 나타내어 희미한 밝은 부분의 표면조

직을 나타내고 있고 연마된 샘 의 테두리 부분의 손

상 역과 연마된 Si3N4 바닥 부분은 잘 나타내고 있

다. 한 테두리 부분에서 확연히 더 두꺼운 손상

역을 나타내고 있다.

FIB를 사용하여 연마된 실리콘의 side면과 top view

를 측정한 SEM의 image는 그림 12에 나타내었다. 측

면을 측정하 기 때문에 실리콘의 비스듬하게 연마된 

실리콘의 바닥면도 보이고 경사진 바닥면이 완 하게 

연마되지 않고 미량의 실리콘이 남아 있는 부분도 볼 

수가 있다. 그러나 top view는 정면에서 바라본 

SEM image이기 때문에 테두리의 4면이 거의 균일하

게 손상된 역 즉 비정질 실리콘 층을 나타내고 있다. 

(a)

 

      

(b)

        

           

Fig. 10. Side (a) and top (b) view of three-dimensional 

milled
 
image at 0° incident into Al/silicon. 

(a)

  

      

(b)

 

    

Fig. 11.  Side (a) and top (b) view of three-dimensional 

milled image at 0° incident into Si3N4/sili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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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12.  Side (a) and top (b) view of three-dimensional 

milled image at 0° incident into silicon. 

Fig. 13.  Top view of three-dimensional milled image at 

45° incident into silicon.

45°의 각도로 FIB를 사용하여 연마된 실리콘의 top 

view면을 측정한 SEM의 image를 그림 13에 나타내

었다. 그림 12와는 달리 측면의 형상을  볼 수 

없고, 연마된 실리콘의 여진 홈의 바닥면도 나타나 

있지 않다. 측면 손상 역은 Ga 이온빔의 transverse 

scattering에 종속되어 있다. 일반 으로 30 keV로 연

마된 후에 단면을 polishing하기 해서는 낮은 에

지인 1∼2 keV에서 낮은 빔 류를 이용하면 손상

역을 피할 수가 있다.

3. 결과  고찰 

샘 의 TEM 분석을 해서 표면의 인 인 손상

된 역을 방지하기 해서, top surface의 손상은 

FIB 연마하기 에 샘 의 표면 에 무거운 속 

층을 coating함으로써 피할 수가 있다. 그러나 side 

wall의 손상 역은 FIB에 의해서 연마된 샘 에서는 

피할 수 없이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 Ga 이온빔의 0°

에서와 45°의 입사각에 한 Si, Si3N4, Al의 샘 에서 

각각의 sputtering yield를 t-dyn (TRIM dynamic) 

[3-7]의 시뮬 이션 결과를 그림 14에 나타내고 있다. 

스퍼터링 수율은 Si<Si3N4<Al의 크기로 나타내고 있

다. Dose가 1018 cm-2 이상일 때 sputtering yield는 0°

에서 보다 45°에서 략 2배 정도가 됨을 그림 14에

서 확인할 수가 있다.  

SRIM 컴퓨터시뮬 이션의 결과로부터 실험 data와 

일치하는 수식은 top surface인 경우 손상 역은 

Dtop= Rp+3 △Rp이고, side wall의 손상 역은 [14]에

서 발표된 것처럼 Dside= 3 △Rt의 수식으로 그림 15

에 나타내었다.

Fig. 14. Sputtering yield obtained from t-dyn simulation 

at 0° and 45° incident angles in three different materials 

using Ga
+
 beam.

FIB 연마 동안에 Ga+ 이온에 의해서 야기된 측면의 

손상 역을 그림 15에 나타내었다. 실리콘의 측면 손

상 역 층이 나타나는데 이는 피할 수 없는 상으로

써, 실험 결과들과 비교하여 SRIM을 사용하여 측면 

손상 역은 Dside= 3 △Rt의 수식 [14]으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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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Sidewall damaged layers obtained from t-dyn 

simulation results between 0° and 80° incident angles in 

three different materials.

Table 1.  Sputtering rates in three different samples 

using Ga
+ 
beam. 

Beam energy: 30 keV, Ion beam: Ga, Incident angle 

0°, Samples: Al, Si, Si3N4 substrates

Sputtered materials 

Atomic weight Name
Milling rates

(μm3
nA

-1
s
-1
)

26.98 Aluminium 0.379(0.36)

28.085 Silicon 0.15(0.178)  

140.255
Silicon

Nitride
0.21(0.24)

표 1은 Y. Liao의 실험 데이터 [17]와 본 실험에서

의 결과 (표 1에서 호 안의 데이터)를 서로 비교하

여 나타내었다. 실험 결과는 시뮬 이션에서 다소 작

은 값의 스퍼터링 수율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체로 잘 일치하는 편이다.  

실리콘기  표면 에 직 인 손상을 피하기 해

서 다양한 속 층을 증착시킨 후에 Ga 이온의 조사 

후에 side면을 XTEM으로 측정한 결과들은 범 하

게 이미 발표되었다 [11-16]. 실리콘기  에 

tantalum의 두께가 2,000 Å인 Ta/Si의 구조를 200 

pA의 이온빔 류로 약 15°의 입사각으로 연마된 측

면의 손상 역으로서, 비정질 실리콘의 두께는 36.92 

nm가 나타남을 그림 16(a)의 XTEM 결과로부터 알 

수가 있었다.

(a) (b) (c)

Fig. 16.  Side view of damaged distributions (a) 36.92 

nm, (b) 37.9 nm, and (c) 43.1 nm at 15° incident into 

silicon using XTEM. 

그림 15에서 동일한 조건에서 SRIM data를 이용한 

해석 인 결과는 33 nm이고, 실험 데이터와 비교하여 

10.6%의 오차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4]의 수식을 다소 수정하여 Dside= 3.36 △Rt의 수식

으로 실험 데이터와 완벽하게 일치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1,250 pA의 이온빔 류로 같은 입사각 

조사인 경우는 연마된 측면의 손상 역으로서, 즉 비

정질 실리콘의 두께는 약간 증가된 37.9 nm를 그림 

16(b)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매우 높은 

5,000 pA의 이온빔 류로 같은 입사각으로 조사된 

경우는 연마된 측면의 손상 역 즉, 비정질 실리콘의 

두께는 다소 더 큰 값인 43.1 nm를 그림 16(c)에 나

타내었다. 한, 매우 높은 빔 류에서 Ga 이온빔 

연마 동안에 실리콘 샘 이 균일하지 않고 휘어지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그림 16에서 비정질 실리콘의 두께는 Ga 이온빔의 

류 값이 략 1,000 pA 이하의 경우에는 그림 15의 

시뮬 이션 결과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매

우 높은 Ga 이온빔 류의 조건하에서는 실리콘기

이 휘어지는 결과로 말미암아 손상 역으로서, 즉 비

정질 실리콘의 두께는 더 커지게 되고 실험 결과는  

그림 15의 t-dyn 컴퓨터시뮬 이션을 통한 해석 인 

데이터보다 더 큰 값을 나타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4. 결 론

서로 다른 Al/Si, Si, Si3N4/Si의 샘 에 Ga+ 이온빔

을 입사각이 0°  45°에서 30 keV의 에 지로 각각 

조사하여 샘 들의 표면구조와 실리콘의 비정질 층의 

두께, sputtering rate를 실험 결과와 T-dyn과 SR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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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한 컴퓨터 시뮬 이션 결과들과 서로 비교하

여 그림으로 나타내었다. XTEM의 결과와 SRIM 시

뮬 이션으로 부터 얻어진 사정거리 데이터를 이용하

여 측면방향으로 이온빔 손상 역인 비정질 실리콘의 

두께는 본 연구에서는 [14]의 수식을 다소 수정하여 

Dside= 3.36 △Rt의 수식으로 나타내었고, 이 결과는 

실험 데이터와 잘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200 pA∼ 

5,000 pA의 빔 류에서 실리콘에서 비정질 층의 두

께 (nm)는 fitting curve를 통하여 x(두께)= 0.0013 

A(빔 류) +36.482의 수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그

러나 가속시킨 Ga+ 이온빔의 류 세기에 따라서 비

정질화된 층의 두께와 모양이 다소 변함을 확인하

다. 측면 방향의 손상 역 모델은 실험 데이터와 잘 

일치하기 때문에 본 실험 결과는 다양한 샘 의 구조

의 단면에서 손상 역의 분포를 측할 수가 있고 신

뢰할 수 있는 컴퓨터 시뮬 이션 공정조건을 확립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한, 연마된 3-D 구조와 비정

질 층의 두께에 한 조건은 나노  특별한 구조의 

반도체 소자 제작에 본 실험 데이터가 용이 될 것

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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