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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전자현미경,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이란?
 빛(가시광선: 200 – 750 nm) 대신 파장이 더 짧

전자빔과 시료에서 상호작용

은 전자(0.6 nm) 사용 (고분해능)
 Electron gun을 통해서 전자를 시료에 주사

 전자빔과 시료에서 상호작용 의해 발생되는
전자들 중 주로 이차 전자 (secondary electron)
를 검출하여 시료의 표면정보를 관찰
 Secondary Electrons (SEs): 시편 원자의 k- 궤
도에서 전자와의 비탄성 충돌로부터 방출
전자현미경의 주요 2가지 기능


Topography – 물체 표면의 형상을 관찰



Morphology – 물체를 구성하는 입자들의 형상과 크기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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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의 기본 구조
Gun column
1.

전자총 (electron gun)

•

텅스턴의 필라멘트 또는 field emission tip에서 전자를
발생시킨다.

2.

전자광학부위
a.

Condenser Lens (집속, 집광렌즈 CL)

•

보통 2개의 콘덴서 렌즈를 통해 전자빔을 모아준다.
(빔은 퍼지는 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

b.

Objective Lens (대물렌즈 OBL)

•

시료의 바로 위에 있는 렌즈로 SEM의 분해능과 상
관관계가 높고, 초점을 담당한다.

c.

주사부위

•

SEM에 있는 CL과 OBL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scanning을 담당하는 장치로 2개의 scan coil이 있어
콘덴서 렌즈를 통과한 전자를 상하좌우로 편향 시
킨다.

Sample chamber
1.

전자 검출기

•

기본적으로 secondary electron(SE) detector로 secondary
electron을 검출하여 이미지를 얻는다.

2.

Sample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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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렌즈 Objective lens
Electromagnetic Lens
Electromagnetic lens를 통과하는 전자의 궤적

coil

 전자선(electron beam)을 광학현미경의 유리렌즈와는 달리 전자기렌즈 (electromagnetic lens;
Lorentz’s force)를 사용하여 물체의 초점을 맞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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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ngsten filament gun (normal SEM)

 Lift time : ~1 mon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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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emission gun (FEG)
High electric fields induce the electrons emission

 해상도가 tungsten gun 보다 좋으며 수명이 김 (~ > 1 y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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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ttky Emitter Tip (Thermal field emission)
High resolution and low-noise imaging

(Low work function material)

High brightness Schottky emitter
 high current
 high resolution
 low-noise imaging
 Lift time : 12 – 15 mon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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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itter type

Electron source size

1000 h ~ 1 month

> 1 yr

https://www.microtonano.com/YPS-TFE-emitters-schottky-thermal-fieldemission-sources.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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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luence of Acceleration Voltage
5 kV

5 kV

25 kV

30 kV

Low

High

 Small penetration depth

 Higher resolution

 Clear surface structures

 Unclear surface structures

 Less damage

 More damage

 Less charge-up

 More charge-up

 Lower resolution
(A guide to Scanning Microscope Observation, Jeol web page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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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luence of Beam Current

Low
(small aperture)

High
(large aperture)

 Higher resolution

 Smooth image

 Larger depth of focus

 Good signal-to-noise

 Less sample damage

 Lower resolution

 Grainy image

 Smaller depth of focus
 More sample damage (heating)

(A guide to Scanning Microscope Observation, Jeol web page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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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빔에 의한 시료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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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ge-up에 의한 현상
4 kV

10 kV



부도체의 경우 전자가 빠져나가지 못해 charge-up
현상이 일어남



일반적으로 specimen charge-up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이 사용 되어 진다.
• 낮은 탐침전류
• 저 가속 전압
• 시료의 metal co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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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l Coating



전기적으로 부도체인 시편에 대해서는 시편에 전도성을 부여하기 위해 금속코팅을 한다.



이것은 시편의 이차전자의 산출을 증대 시킨다.

High Resolution SEM (FE SEM)의 경우 다음과 같은 물질들로 코팅한다.


텅스텐(W), 크롬(Cr), 백금(Pt), 탄소(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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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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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ual for use

Specification
Electron Gun

Resolution

High Brightness Schottky Emitter
SE
1.2 nm at 30 keV
In-Beam detector
1 nm at 30 keV
BSE
2.0 nm at 30 keV

Magnification

2x - 1,000,000x (LM)

Accelerating Voltage

200 eV to 30 keV

Probe Current

2 pA to 200 nA

Stage

5-axis fully Compucentric stage

TESCAN MIRA3 LMH
high brightness Schottky emitter
 high current
 high resolution
 low-noise ima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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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 points

 공압과 벤팅용 질소가스의 잔량과 압
이 충분한지 우선 체크한다.
 * 조정된 regulator 압은 건들지 말 것!

 룸 온도와 습도가 적절한지 온도/습도
계를 확인한다.
 위 조건에서 벗어나는 경우 관리자에
서 연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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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배치된 FE-SEM의 구성 (지스트대학 C동 306-1 호)
Gun Column
• E-gun
• Ion pump (ultra high vacuum ~ 10-11 Torr)
• Lens unit
In-Beam detector
SE detector

Scroll pump ~ mTorr

모니터

Specimen chamber
• Sample stage

•
•

UPS
(Uninterruptible
Power Supply)

Main PC

Vibration isolation system
TMP (10-6 ~10-7 Torr)

무정전 전원장치 (UPS)
• 오프라인 (정전시): 전원 장애가 있을 때 효용 전력에서 자체 전력으로 전환 (단 1
시간 이내로 방전되기 때문에 그 전에 gun power를 수동으로 내려주어야함 !)
• 온라인: 모든 전력 문제를 보호 (순간전압강하-상승, 과전압, 전선 노이즈, 주파수
변화, 스위치 변화, 고조파 일그러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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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ctors: In-Beam detector for enhanced signaling
Standard In-Beam detector fitted inside the column

Standard SE detector

 High SE signals
 Excellent imaging at low voltages : much more surface
topography sensitive
 Excellent imaging at short working distances
 Simultaneous In-Beam SE and In-Beam BE de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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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ing Microscope



MIRA TC Log in 창에서 ID를 선택 후 “Password” 입력한다. (본 창은 항상 띄어져 있어야 항시 log가 기록
되므로 닫지 않도록 주의)
* 유저 테스트를 통과하면 아이디 발급



Password를 입력하면 program이 실
행되면서 system self test가 실행된다.



Self test는 장비의 모듈 및 Software를
자가 진단하는 단계이다.



만약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의 원인
이 진단 창에 나타난다. * 빨간불이
들어옴, 관리자에게 연락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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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ing Microscope
 자가 진단 FE-SEM
후 MIRA-TC
Main Screen이 나타난다.
control
 우측하단의 Vacuum 창을 확인한다.

Stage control

System parameter

Detector
Gun
Vacuum

C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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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loading


통상적으로 이전 사용자가 제대로 사용했다면 ‘Standby mode’가 디스플레이
창에 떠 있을 것이다.



우선 sample stage가 ‘Home’ position (X,Y,Z = 0,0,40)에 있는지 ‘Stage control’ 패널
에서 확인하고 CCD 카메라로도 확인한다.



만약 home 좌표가 아니면 ‘Home’ 을 눌러 stage를 ‘Home’ 위치로 오게 한다.

*꼭 지킬 것! , stage가 gun과 가까울 경우 열다가 시료 혹은 sample holder가 gun을
치게 될 경우 매우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음!


Vacuum panel에서 “VENT”을 click하면 N2 gas가 공급되면서 chamber를 대기상
태로 만든다.



Vent가 끝나면 chamber door를 뒤로 천천히 살살 잡아 당겨 연다. *힘으로 빨
리 열지 말 것!



‘Stage control’ 창에서 원하는 stage number를 클릭하여 stage가 로딩 위치로 돌
아 오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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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loading


폴리머 혹은 라텍스 장갑을 착용한다.



좌측 sample stage의 홈으로 육각렌치를 넣고 반시계 방향으
로 나사를 돌려 풀어준다(다 풀 필요는 없음).



Sample holder 전용 트위져를 sample holder 홈에 넣고 천천히
holder를 위로 들어올려 제거한 후 sample 작업 chuck (책상

extension
holder

위에 있는 홈이 파여 있는 척)에 sample holder를 올려놓는다.


기본적으로 sample holder는 carbon tape가 붙여져 있으며
sample을 그 위로 내려놓아 고정시킨다. * 너무 세게 고정하

육각렌치

면 나중에 시료를 제거할 때 시료가 손상될 수 있으니 주의,

셈플 홀더 전용 트위져

너무 약하게 고정해도 stage가 움직일 때 떨어질 수 있으니
주의!


Sample의 수가 많을 경우 7 번 stage를 눌러 돌아가게 만든
후 7번 홈 아래에 있는 홈의 육각렌치를 넣고 돌려(두 개의

셈플 홀더

홈이 위 아래로 있으며 아래 있는 홈) extension holder를 통째

로 위로 들어 제거하여 sample 작업 chuck에 올려둔다.


각각 sample holder에 sample을 고정시킨다. (이 때 sample
holder를 extension holder에서 제거하지 말고 바로 sample 고
정시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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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loading


sample holder혹은 extension holder를 원래 자리에 놓고 나사
를 다시 조여 고정시킨다. * 단 너무 세게 조일 경우 sample
holder를 손상시킬 수 있으니 적당히 고정만 될 정도로만
조일 것!



Chamber door를 천천히 닫아준다.



‘Vacuum’ 창에서 ‘PUMP’ 버튼을 클릭한다.



바로 pumping이 되지 않으므로 ‘Pumping’ 문구가 뜨기 전
까지 열리지 않도록 문을 살짝 손으로 잡고 있는다.



Pumping이 되면 손을 놓고 Column와 Chamber pressure의 게

이지가 빨강색에서 녹색으로 바뀔 때까지 기다려준다. 이
때부터 사용이 가능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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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ing SEM image


Ready 상태가 되면 ‘Electron Beam’ 창에서 ‘BEAM ON’
버튼이 활성화가 된다.



‘BEAM ON’ 버튼 우측 HV index에서 원하는 beam

voltage를 선택하여 원하는 voltage로 올라갈때까지 기
다린다.


보통 이미지를 볼 경우 10- 15 kV로 조정하며 e-beam
lithography의 경우 30 kV까지 올려준다.



경우에 따라서 표면을 자세히 보고 싶은 경우 5 kV로 조
정한다.



만약 원하는 voltage가 없을 경우 ‘Info Panel’에서 ‘HV’를 눌러
직접 입력해준다.



하지만 가급적 HV index를 눌러 바꾸면 미리 저장된 각

voltage range에 맞는 parameter들도 같이 바뀌므로 유용


전압이 설정되었으면 ‘BEAM ON’ 을 눌러준다.



Gun valve가 공압 소리와 함께 열리면서 이미지가 화면에
나타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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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ting



간혹 화면이 검게 나오는 경우 명암, 밝기가 틀어진 경
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화면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고
우측 클릭 후 ‘Auto Brightness/ Contrast’를 눌러주거나

우측


아이콘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조정해준다.

‘Minimum Magnification’을 눌러 전체 stage view가 나
올 수 있게 한다.



Detector는 기본으로 ‘SE’ detector로 설정되어 있으며
필요 시에 좌측 패널에서 ‘In-Beam SE’ detector로 설정

가능하다.


Channel ‘A+B’를 선택하고 각각의 A, B 채널에 SE, Inbeam을 설정하면 두 detector를 아래 비율을 조절하여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 * BSE 모드는 사용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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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ting


Scan mode는 가급적 ‘RESOLUTION’과
‘Continual Wide Field’를 설정해 둔다.



‘Continual Wide Field’를 설정해두면
배율에서 따라서 자동으로
‘RESOLUTION’과 ‘WIDE FIELD’가 바뀜

Stage Control
①. Stage 이동은 X, Y, Z의 parameter 창에 값을 입력하거나 마우스로 원하는 Stage 번호
를 누르거나 원하는 위치에 마우스 커서를 위치 시킨 뒤 휠 클릭하면 이동한다.
②. Home : Stage X, Y, Z, R, T가 Home 위치로 이동.

(Sample를 교환 시 사용)
③. Calibrate : Stage error가 발생 시 click. 평소에는 누르지 말 것!
④. Stage Memory : 현 Stage 위치를 Memory. (현재 위치에서 임의의 A-J를 클릭하고
‘MEM’을 클릭하면 현재 좌표가 그 알파벳에 저장)
- 숫자가 적혀있는 1~7에 마우스의 오른쪽을 클릭하면 해당 숫자에 (‘Edit tag’ or ‘Clear

tag’) sample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고 지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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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ting


이미지를 확인하려는 sample로 화면을
이동시킨다.



대락적인 위치는 ‘Stage control’ 창에서
조정하고 미세한 위치는 좌측화면에서
원하는 위치로 마우스커서를 올려두고
마우스 휠 클릭하면 화면 중앙이 그 위
치로 이동함



배율을

아이콘을 눌러 활성화 시

킨 후 보고자 하는 부분이 잘 보이게
trackball을 좌우로 돌려가며 배율을 맞
추어 준다. 혹은 우측에 활성화된 ‘PAP’

창에서 직접 원하는 배율과 감도를 조절
가능

trackb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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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ting


화면의 scan speed는 마우스를
화면에 두고 휠을 위아래로 돌리

면 조정되며

아이콘을 눌

러서도 조정됨



다음으로 WD (working distance)
아이콘을 눌러 활성화 시킨
후 trackball로 조정하여 초점을

맞추어 준다.


감도가 너무 느리거나 빠른 경우
우측의 활성화된 ‘PAD’ 창에서
조정해준다. (WD 혹은 MAG 아

이콘을 먼저 눌러 활성화 시키거
나 ‘Pad’ 창에서 바로 선택을 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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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ting
 초점(WD)을 맞추게 되면 이때부터 ‘WD&Z’로 stage의 높이를 조절 할
수 있게 된다. (이때 ‘WD&Z 값이 실제 건아래 부분과 셈플 사이의 거
리가 된다.)
 Stage의 높이가 바뀔 때마다 초점도 같이 따라서 바뀜

 ※ 주의 ) 우선 시료의 초점(WD)을 맞추어 WD&Z 값과 동기화를 시키
지 않았으면 절대로 WD&Z 값을 건들지 말 것!!!!
 Stage의 위치를 우선 20 mm로 WD&Z에 입력하고 키보드 enter를 친다.
 이때 오작동 혹은 잘못된 입력 값으로 인해 건과 셈플이 충돌이 나지

않게 마우스 커서를 항상 ‘Stop’ 위치에 두고 CCD 카메라를 바로바로
확인하며 만일에 대비한다. ‘Stop’ 버튼을 누르면 stage가 바로 정지한
다.
 다시 WD를 맞추고 WD&Z 값을 5-10 mm로 입력하고 enter, 마우
스 커서는 항상 ‘Stop’ 에 위치하여 만일에 대비한다.

 Stage가 다 올라오면 다시 WD를 맞춰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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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ting


화면에서 좌측마우스를 더블 클릭하면 노란색 영역이 생기
는데 이는 화면 안에만 빔이 쏘아지며 활성화되는 창으로
빠르게 초점, 배율, gun centering 등을 맞출 수 있다.



우측 마우스로 화면 크기를 드레그하여 조절할 수 있다.



이미지를 rotation하는 기능은 ‘Info Panel’에서 Rotation을 클릭
하면 ‘Pad’ 창에 활성화되고 trackball 또는 값을 입력하여 이미
지를 돌릴 수 있다.



‘Stage Control’ 창에서 ‘Rot’에 값을 입력하거나 시계, 반시계
방향의 화살표로 조절하면 Stage 자체를 rotation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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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focusing


Beam intensity를 조절하여 아래 spot size가 최소가 될 때까지 조정해주면
최적의 해상도를 얻을 수 있다.

Wobbler (Beam Cantering)


빔의 센터를 조정해 주는 단계



‘Electron Beam’ 패널에서 ‘Adjustment’ 버튼을 클릭하고 ‘Manual Column

Centering’을 선택한다.


아래와 같이 새로운 창이 뜨면 ‘Next’를 누른다.



Gun centering이 틀어져 있으면 화면이 틀어져 있는 축으로 진동을 할 것
이다.







F11(Y) – F11를 눌러 trackball을 상하로 조정하
면 Y축만 변하고,
F12(X) – F12를 눌러 tracball을 좌우로 조정하
면 X축만 변한다.
위와 같이 틀어져 있는 축방향으로 tracball을
조정하면 화면이 더 이상 다른 방향으로 진동하
지 않게 된다.
진동의 빠르기는 ‘Wobbler sensitivity’를 조정하
면 바꿀 수 있다.
‘Finish’ 버튼을 누르면 gun centering이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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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점수차 (Astigmatism)

 비점수차: 렌즈의 방향으로 서로 수직인 방향으로 입사되는 빛에 대한 초점거리가 동일하지 않는 경우 빛
이 타원으로 확대되는 현상
 전자기 렌즈의 경우에는 자기장의 원주방향의 분포가 원 대칭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에 비점수차가 발생
한다.
 일반적으로 비점수차는 비점수차 교정기(Stigmator)에 의해서 거의 완전히 제거 할 수 있다.
 비점수차 교정기(Stigmator): 분할된 전자석에 자기장을 조정하여 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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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점수차에 의한 이미지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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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focusing
Stigmator (비점 수차 조정)
 SEM toolBar에서

Click하면 parameter에 “Stigmators”가 나타난다.

 Trackball 좌 X, 상하 Y로 비점 수차를 조정한다.
 틀어진 축으로 이미지가 늘어나 있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조정해준다.
 F11(Y) – F11를 눌러 trackball을 상하로 조정하면 Y축만 변하고,
 F12(X) – F12를 눌러 trackball을 좌우로 조정하면 X축만 변한다.
 이미지가 어느 방향으로도 늘어나 있지 않다고 판단되면 WD를 조절
하여 다시 초점을 맞춘다.
 WD를 맞출 때 이미지가 다시 늘어나는 현상이 있으면 위 과정을 반
복한다.

Stigmator 조정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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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저장
 최적의 이미지 focusing이 되면 scan speed를 4-6 사이로 조정한다.
 다음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주어진 scan speed로 이미지를 저장한다.

 Scan speed가 느릴 수록 이미지가 선명해지나 너무 느려지면 노이즈가 들어올 수 있음
 Scan이 끝나면 좌측창이 뜨는데 추가 정보를 입력
할 수 있으며 cancel 또는 ok를 누르면 파일 이름을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다시 뜨며 원하는 파일 포맷으
로 저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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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ment

 다음 measurement 창에서 거리, 각도, 면적, 원주,
둘레길이 등을 측정할 수 있는 tool을 제공한다.

 Live화면에서 측정은 가능하나 저장은 안됨
 이미 저장된 이미지를 열거나 화면을 Scan만 하
고 저장하지 않은 이미지를 놓고 그 위에 측정을
한다.
 화면에 우측 마우스를 클릭하여 ‘save image’를 선
택하면 측정 결과가 같이 덮어져 저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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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모든 작업이 끝나면 ‘Beam on’을 눌러 gun valve를 닫아준다.



Gun voltage를 5 kV로 낮춘다.



Stage를 ‘Home’ 으로 위치시킨다. *반드시 지킬 것!!



‘VENT’를 한다.



Sample을 제거한다.



‘PUMP’를 눌러 진공을 잡아준다.



Vacuum ready가 되면 ‘STANDBY’ 버튼을 눌러준다.



장비가 standby mode로 진입한다.



우측 상단의 ‘x’ 를 누르거나 좌측 상단 메뉴의 ‘File’에서 ‘Log off’를 누른다. * 절대 ‘Exit’를 누르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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