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J. Crystallography

Vol. 20, No. 1, pp.1~8, 2009

1

직충돌 이온산란 분광법(ICISS)에 의한 고체 표면구조의 해석(3):

세라믹 재료의 표면 구조 해석

황연

서울산업대학교 신소재공학과

Surface Structure Analysis of Solids by Impact Collision Ion

Scattering Spectroscopy (3): Surface Structure of Ceramics

Yeon Hwang

Department of Materials Science &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Technology,

Seoul 139-743, Korea

요 약

이온산란 분광법(ISS: Ion Scattering Spectroscopy)은 표면 원자의 구조를 러더포드 후방산란법

(RBS: Rutherford Backscattering Spectroscopy) 등과 같이 실공간에 대하여 직접 정보를 얻는 방

법이다. 그 중에서도 산란각도를 180o로 고정하여 산란이온 검출기를 설치한 직충돌 이온산란 분

광법(ICISS: Impact Collision Ion Scattering Spectroscopy)은 산란된 이온의 궤적이 입사궤도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산란궤적의 계산이 간단해지고, 최외층 뿐만 아니라 표면에서 수 층 깊이의

원자구조의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비행시간형(TOF: Time-Of-Flight) 분석기를 채택하여 산란 이

온 및 중성원자를 동시에 측정하면 입사 이온의 표면에서의 중성화에 관계 없이 산란 신호를 얻으

므로 표면 원자의 결합 특성에 영향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ICISS의 원리, 장치, 측

정방법 등을 소개한 제1편 및 반도체 표면구조, 금속/반도체 계면 등의 해석에 관하여 기술한 제2

편에 이어서 세라믹 재료의 표면 원자 구조, 세라믹 박막의 원자 구조, 흡착 기체의 구조, 원소의

편석 등에 관한 연구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세라믹 재료의 표면 구조

세라믹을 센서 또는 촉매담체 등으로 이용할 때

이들 재료의 표면특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 특

히 소결성, 기계적 성질, 부식 등의 분야에서 표면

및 계면 특성의 상세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1) 세

라믹 재료 중에서 전이금속 탄화물과 같은 재료

는 전기 전도성이 높으나 , 비저항이 큰 산화물의

표면물성 , 예를 들면 표면 /계면층의 결정구조 , 결

함구조 , 불순물 편석 (segregation) 등과 같은 물성

분야에서 분광학적 방법을 적용할 때 산화물의

전기적 절연성으로 인하여 표면의 전하축적이 발

생하게 된다 . 이러한 결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각

종 금속의 표면층을 산화시켜 산화물 층을 형성

한 후 각종 분광법을 적용하면 전하축적에 의한

문제점이 제거되므로 각종 산화물 층을 성장시키

는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2-4) 그러나 이 방법은 조

성의 조절(stoichiometry), 막 두께 조절(uniformity),

배향 조절 (directionality) 등이 어렵다는 결점이 있

다 . ICISS를 이용한 세라믹 표면의 원자 구조에

대한 연구는 비행시간형 분석기를 채택하면 산란

이온 및 중성원자가 동시에 측정되므로 절연성

세라믹 재료의 표면 원자구조에 사용되고 있다 .

세라믹 재료의 표면 구조는 LiNbO3,
5) BaTiO3,

6)

MgO,7) HfC8) 등에 대하여 연구가 되어 있다.

1.1 LiNbO3(001) 면의 구조

LiNbO3는 c-축 방향으로 산소와 금속(Li 및 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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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의 면이 교대로 적층되는 구조를 갖고있다 .

따라서 (001) 면의 최외층에 자리하는 원자에 대

하여 연구 되었다 .5) Fig. 1은 LiNbO3(001) 면에서

[210] 방위로 Nb 원자에 대하여 측정한 ICISS 산

란 강도이다 . 이 방향으로 놓인 수직 면에는 산소

원자가 위치하지 않으며 , Li 원자의 산란강도는

매우 작아서 무시할 만 하다 . Fig. 1을 보면 실험

과 계산이 잘 일치하고 있다 . 한편 [100] 방위로

놓인 수직면에는 최외층에 O나 Nb 원자가 자리

할 수 있는데 , 최외층 원자의 종류에 상관없이 계

산결과는 실험과 맞지 않는다 (Fig. 2). 이러한 불

일치는 최외층의 O 원자의 위치를 수직 또는 수

평 방형으로 변화시키고 계산하여도 해소되지 않

는다 . 따라서 LiNbO3(001) 면의 최외층의 O 원자

에는 점 결함 또는 적층 결함이 다수 존재하는 것

으로 생각된다.

1.2 HfC(111) 면의 구조

HfC는 IV족 전이금속 탄화물로서 암염형 결정구

조를 가지고 있다 . 융점은 3950oC로서 매우 높고 ,

비저항은 45 µΩcm로 금속 성질을 가진다. 전자구

조는 이온, 공유, 금속 결합을 동시에 나타내는 것

이 특징이고, 응용 분야는 코팅재료, 보강재, 원자

로 벽 , 전자방사 재료 , 촉매 등이 있다 . Fig. 3은

Li+ 이온을 사용한 HfC(111) 청정표면의 ICISS 스

Fig. 1. (a) Intensity variation of the measured and

the simulated Nb spectra along the [210] azimuth

as a function of polar angle from 10
o to 90o. (b) Ball

model illustration of the face cut along the [210]

azimuthal direction.
5)

Fig. 2. (a) Intensity variation of the measured and

the simulated Nb spectra along the [100] azimuth

as a function of polar angle from 10
o to 90o. (b) Ball

model illustration of the face cut along the [100]

azimuthal direction.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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펙트럼이다 .8) 이온 빔의 입사방향은 [110], [1 12],

[112] 등 3가지이다 . 그림에서 나타나는 shadowing

및 blocking 효과에 의한 각도를 Fig. 4에 각 원자

의 위치로 나타내었다 . Fig. 3(b)를 보면 73.9o의

shadowing은 제1층의 Hf로부터 제3층의 Hf에 대

응하므로 이 각도에 의해 제1층과 제3층 간의 거

리가 구해진다. 그 결과 제1층은 표면의 안쪽으로

0.18± 0.05 Å 완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이 값

은 벌크의 제 1층과 제 2층 간의 거리의 13.4%에

상응하는 값이다 . HfC와 같은 IV족 전이금속 화

합물인 TiC(111) 표면의 경우는 30% 완화되어 있

다고 보고되어 있다 .9) Fig. 3(c)에 보이는 51.7o의

shadowing 피크는 제2층의 C로부터 제3층의 Hf의

집속효과에 의한 것인데 이 각도로부터 제 2층과

제 3층의 거리를 구할 수 있고 , 이는 벌크의 거리

와 동일하다 . 즉 제 2층의 탄소 층은 완화되어 있

지 않다.

2. 박막 구조

 

2.1 MgO/TiC(001) 박막 구조

Fig. 5는 TiC(001) 면에 증착된 MgO 막에서 Ti

및 Mg에 의한 산란 강도의 입사각도에 대한 변화

를 나타낸다 .10) TiC(001) 면에서 2 keV He+ 이온

을 이용하여 [110] 방향으로 입사각도를 변화시키

면 5개의 집속피크가 나타날 수 있다 . 그 반면에

[100] 방향은 원자간 거리가 [110] 방향보다 좁기

때문에 3개의 집속피크만 나타난다 . 따라서 [110]

방위로 입사각도를 분해 시키면 더 깊은 층의 원

자구조를 알 수 있다.

Fig. 6은 Fig. 5에서 나타날 수 있는 6개의 집속

피크를 나타내고 있다 . 표면 제 1층부터 제 4층에

Fig. 4. Schematic diagrams showing the shadowing

and blocking effects of Fig. 3. All diagrams are

drawn from side views.
8)Fig. 3. ICISS spectra of clean HfC(111) surface.

The scattering angle is 160
o
. The dots are experi-

mental and the solid lines are calculated results,

respectively.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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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한 C 또는 Ti 원자에 의하여 생성된 shadow

cone은 16o, 26o, 44o, 65o 및 71o의 입사각도에서

집속효과를 나타내고 , 계산결과는 실험과 잘 일치

한다 . 이로부터 TiC(001) 면 위에 형성된 MgO 막의

부착위치 및 막두께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첫째 channeling이 일어나고 최외층의 원자만이

관찰되는 입사각도인 a = 90o에서 기판의 Ti 원자

가 관찰되지 않고 , 입사각도가 80o 보다 작아지면

서 직충돌에 의한 Ti의 산란피크가 관찰되기 시작

한다. 따라서 Mg와 O 원자는 기판의 on-top site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MgO가 증착된 후에

도 청정 TiC(001) 면에서 보이는 제 4층의 집속피

크가 관찰된다 . 이는 증착된 MgO 막이 3층 이내

로 구성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 셋째 MgO/TiC(001)

표면에서 Ti과 Mg 피크의 위치, 즉 입사각도가 실

험오차 이내에서 서로 일치하고 있으며 , Ti 피크

의 위치 역시 증착 전후를 통하여 변함이 없다 .

또한 전 입사각도에 걸쳐서 청정 및 MgO가 증착

된 TiC(001) 표면의 Ti 강도 비율이 거의 일정하

다 . 이로부터 MgO 막의 표면 평행 방향의 원자간

거리는 TiC의 원자간 거리와 같음을 알 수 있다 .

만약에 MgO 막이 기판과 비정합 구조를 갖고 있다

면 기판으로부터 산란되어 분석기로 들어오는 입사

원자의 수가 현저히 줄어 Ti의 강도는 낮아지기 때

문이다 . 넷째 낮은 입사각도에서 [110] 및 [100]

방위에 대하여 실험이나 계산으로 얻은 집속피크

외에 다른 피크가 관찰되지 않으므로 MgO 박막

에는 공공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Mg 금

속의 산화과정 만으로도 MgO 산화물 상을 얻을

수 있으므로 11) 산화과정 중에 일어나는 Mg와 O

원자의 상호확산에 의하여 암염구조를 갖는 MgO

상이 형성되며 따라서 증착된MgO 막은 Mg 원자

와 O 원자가 동수로 구성된 화학양론 조성을 갖

고 있다.

2.2 BaTiO3/MgO(100) 박막 구조

MgO는 BaTiO3의 격자상수와 4.8%라는 비교적

작은 격자상수의 차이를 보이므로 기판으로 선택

되었다 . MgO(100) 표면에 BaTiO3 박막을 증착하

기 위해서는 TiO2 막을 먼저 성장시켜야 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12) 암염형 구조를 가지는 BaO

Fig. 6. Schematic view of the shadow cones for

2 keV He+ ions impinging on the TiC(001) surface

along the [110] azimuth. Small and large circles

represent carbon and titanium atoms, respectively.
 10)

Fig. 5. Polar angle scanning of Ti and Mg peak

intensities in TOF-ICISS at the clean and MgO-

deposited TiC(001) surface along the [110] azimuth.

The intensity of Mg in MgO/TiC(001) was magnified

by 5 times.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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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011] 방향 격자상수가 MgO(100) 면의 [001]

방향과 비슷하여 45o 회전하면 MgO(100) 표면에

에피탁시 성장이 가능하게 보이지만 , 만약에 BaO

층이 먼저 증착되면 양이온 또는 음이온끼리 결

합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에피탁시 박막을 얻

을 수 없다 . 그 반면에 TiO2와 MgO 표면 사이의

결합은 서로 반대 하전을 띠는 이온끼리 이루어

져서 안정한 막을 얻는다.

Fig. 7은 청정 및 TiO가 증착된 MgO(100) 면에

대하여 입사각도를 10o에서 90o까지 2o 간격으로

변화시켰을 때 [001] 및 [011] 방향에 대하여 나타

나는 TOF-ICISS 스펙트럼의 강도 변화를 보여준

다 .13) MgO(100) 표면에 증착된 TiO 막에 대한 집

속효과 피크를 보면 기판에 대한 효과와 거의 동

일한 각도에서 나타나고 있다 . 이는 증착된 TiO

막이 기판과 같은 암염형 결정구조를 이루고 있

음을 의미한다.14,15)

TiO가 증착된 표면에 BaO를 증착한 후 열처리

하면 Ba, Ti, O 등 각 원자의 상호 확산에 의해 결

정구조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 Fig. 8은 800oC

에서 10시간 열처리한 후 얻은 시편의 집속효과

를 나타내는데 , Ti로부터 일어나는 집속효과의 각

도가 열처리 전과 비교하여 변화하였고 Ba으로부

터 새로운 집속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 이러한 각

도로부터 증착된 막의 구조를 해석하기 위하여

[001] 방향에 대하여 그림자원뿔을 계산하면 Ti

원자로부터 산란되는 강도는 집속효과에 의해

74o, 41o, 36o, 20o에서 발생하고 Ba 원자의 집속효

과는 75o, 58o, 32o, 15o에서 일어난다 . 이는 Fig. 8

에서 측정된 Ti의 74o, 44o, 34o, 22o 및 Ba의 74o,

58o, 32o, 16o와 실험 오차 이내에서 잘 일치하고

있다 . 또한 [011] 방향에 대하여서도 각 집속효과

가 BaTiO3 박막으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설명된다.

Ba, Ti, O 등의 원소로 구성되는 화합물에는 여

러 가지 종류가 있으나 BaTiO3를 제외하고는 격자

상수가 MgO와 매우 다르고 복잡한 결정구조를 갖

는다 . 또한 기판의 원자로부터 표면의 수직방향으

로 산란되는 ICISS 강도가 사라질 때 까지 TiO와

BaO를 증착 하였으므로 각 박막의 증착된 양은

Fig. 8. Polar angle scan of Ti and Ba peak inten-

sities in TOF-ICISS along the [001] azimuth at the

BaTiO3 deposited MgO(100) surface after annealing

at 800
o
C. The intensity of Ti peak was magnified by

5 times to compare with that of the Ba peak.
13)

Fig. 7. Polar angle scan of Mg and Ti peak inten-

sities at the clean and TiO deposited MgO(100)

surfaces along the [001] and [011] azimuth. The

incident angle is from the surface. The intensity of

Mg peak was magnified by 5 times to compare with

that of the Ti peak.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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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비슷하여 TiO와 BaO의 몰 비율이 1에 가까

울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페로프스카이트 구조에

대하여 계산한 결과가 실험과 잘 일치하므로 증착

된 박막은 BaTiO3인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처음에 증착된 막은 TiO 임에도 불구하고 열처

리 과정이 없이는 페로프스카이트 구조를 얻을

수 없는데 , 이는 증착된 막의 조성이 TiO2가 아니

라 TiO 막이기 때문이다. MgO와 TiO는 격자상수

의 차이가 매우 작고 , 금속 원자는 상온에서도 산

소 원자의 노출에 의해서 산화물 상이 생성되기

때문에16,17) Ti와 O 원자의 상호 확산에 의해 MgO

표면에서 TiO 상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

서 BaO는 MgO 위에서와 마찬가지 이유로 TiO

표면에 에피탁시로 성장할 수 없고 , 증착 후 열처

리를 통해서 페로프스카이트 결정구조를 갖는

BaTiO3 박막을 성장시킬 수 있다.

3. 기체 흡착 구조

ICISS는 고체 표면에 흡착된 기체 또는 원자의

흡착위치를 결정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 예를 들

어 HfC(111) 청정 표면에 산소를 3 L 흡착시키면

LEED 패턴이 1× 1 구조를 유지하면서 표면 원자

의 재배열이 일어난다 . 산소 원자의 위치를 결정

하기 위하여 조사한 ICISS 결과를 Fig. 9에 나타내

었다 .8) [110] 방위를 보면 O 원자의 흡착에 의해

새로운 shadowing이 나타나지 않는다 . 따라서 O

원자는 [110] 방위로부터 볼 때 Hf 원자를 가리지

않는 위치, 즉 3-fold site에 위치하는 것으로 된다.

[1 12] 및 [112] 방위의 스펙트럼을 보면 O 원자

로부터 Hf 원자의 shadowing이 관찰되므로 O 원

자의 위치가 직접적으로 결정되고, 이 결과를 Fig.

10에 나타내었다 . 산소는 해리 흡착하여 산소 원

Fig. 9. ICISS spectra of a O-HfC(111) surface. Open

circles are clean surface and filled circles are ad-

sorbed oxygen, respectively. The lines are calculated

results.
8) Fig. 10. Atomic structure of O-HfC(111) surafce.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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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제 3층의 Hf 원자 바로 위의 3-fold site에 놓

이게 된다 . HfC 표면 제 1층으로부터의 거리는

2.10 Å으로 각 이온반경의 합과 비슷하다 . 기타

전기음성도나 일함수 데이터로부터 판단한다면

신소원자는 음의 전하를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 원소 편석 구조 해석

표면 편석 현상은 소결 , 촉매 등과 같은 공정에

서 중요하다 .18,19) 금속이나 합금의 표면에서 불순

물의 편석 현상은 저에너지 (LE) ISS를 이용하여

측정이 가능하다 . 그러나 비저항이 매우 높은 이

온결합 고체의 표면에서 불순물 편석은 이온 빔

이 표면에 조사될 때 발생하는 전하의 축적으로

인하여 ISS를 이용한 연구는 어렵다 . 또한 종래의

LEISS는 통상 고체 표면으로부터 중성화 되지 않

고 산란되는 불활성 기체의 이온을 검출하기 때

문에 표면으로부터 깊은 원자층의 연구에 어려움

이 있다 . 이러한 단점은 알칼리 금속의 이온을 사

용하거나 이온 및 중성원자를 함께 검출함으로써

해결하고 있다.20-22)

Fig. 11은 TiC(001) 표면에 Ta을 2 MeV의 이온

가속기를 사용하여 1017 ions·cm2의 양을 주입한

후 2 keV의 He+ 이온을 사용하여 [110] 방위 및

[100] 방위로 측정한 ICISS 데이터이다 .23) TiC

(001) 표면에서 [110] 방위로 나타나는 집속효과

는 5개이다 . Ta 원자의 편석 위치에 대하여 다음

과 같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첫째 Ta 원자와 Ti

원자의 집속효과에 의한 피크는 같은 입사각도에

서 나타난다 . 이는 Ta 원자가 TiC 격자를 크게 변

화시키지 않으면서 Ti 자리에 들어가 있음을 의미

한다 . 만약 Ta 원자가 C 자리에 들어가 있다면 Ti

과 C의 그림자 원뿔의 직경이 크게 차이 나기 때

문에 Ti의 집속효과가 다른 각도에서 나타나야 한

다 . 둘째 Ta 원자는 최외층에 자리할 뿐만 아니라

열처리하면 깊은 층에도 들어간다 . 셋째 Ta과 Ti

의 피크 강도의 비율은 입사각도가 낮아질수록

커진다 . 즉 Ta 원자의 농도는 표면에서 깊어질수

록 낮아진다. 최외층의 Ta 농도는 제4층에 비하여

약 2배이다.

이 외에도 MgO(001) 면의 Ca 원자 또는 Eu 원

자의 편석에 대하여 연구되었다.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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