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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전자 산업의 발달과 함께 동력 전달을 주 목적으로 

삼던 시스템에서 효과적인 정보 전달이 가능한 시스템

의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빠른 정

보의 전달과 데이터의 처리를 위해서 시스템의 크기는 

점차 소형화가 요구되고 있고, 생산 측면에서는 미소 

부품의 가공을 위한 기술 개발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이런 요구에 맞게 최근에는 고 도 집적 빔의 특성을 

이용해서 재료 표면 관찰이나, 반도체 공정 중 리소그

래피(lithography)에 사용되어 왔던 전자식 주사 현미

경(SEM)을 미세 접합에 적용해 보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다1-5).

  SEM을 재료 가공에 사용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장점

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SEM 내부가 

10-3torr 이상의 중 진공 상태가 유지되기 때문에 가공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오염을 방지 할 수 있고, SEM

의 전자빔이 고 도 집적 빔이기 때문에 재료로의 열 

향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더구나 SEM을 가공용으로 

사용하면 가공부를 실시간으로 관찰 할 수 있다는 장점

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SEM을 재료 가공시의 열원으

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개조를 수행 하고, 솔더 

젖음 실험과 스테인리스 강(stainless steel: STS)의 

미세 접합에 적용해 봄으로써 SEM에 의한 재료 가공

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2. SEM의 개조

  SEM의 전체적인 구조는 간략하게 Fig. 1과 같이 이

루어져 있다. 전자빔은 음극(cathode), 웨널트 판 

(wehnalt plate) 그리고 양극(anode)으로 구성되어 있

는 건(gun) 부분에서 생성된다. 음극에 고 전류가 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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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전자가 뿜어져 나오면, 음극과 양극 사이에 걸리는 

‘가속 전압(acceleration voltage)’에 의한 고 전기장

에 의해서 에너지를 얻어 고속으로 아래 방향으로 이동

하게 된다. 이때 건 부분에서 발생한 전류의 크기를 ‘방

출 전류(emission current)’라 한다. 그리고 이 전류

는 집광 렌즈(condenser lens)와 대물 렌즈(object 

lens), 그리고 일련의 슬릿(slits)과 대물 조리개

(object aperture)를 거치면서 전류량이 조절되고, 초점

이 맞추어져서 재료에 조사되게 되는데, 이때 실제 재

료에 조사되는 전류량을 ‘입사 전류(probe current)’라 

한다. 그리고 대물 렌즈 위에 있는 주사 코일(scan 

coils)에 의해서 전자빔은 재료 면 위에서 주사 작용을 

하게 된다
6,7)
. 

  그런데 SEM이 관찰용 도구나 리소그래피 용으로 사

용될 경우 얻을 수 있는 최대 전류가 100㎀이라서 재

료 가공에 사용할 수는 없다. SEM으로 작동 시에는  

SEM 내부에서 양질의 빔을 얻기 위해서 슬릿에는 

0.5mm 혹은 1mm, 대물 조리개는 30㎛의 구멍이 있

는 것을 사용한다. 재료 가공을 위해서는 슬릿과 대물 

조리개를 모두 직경이 1mm의 구멍이 있는 것으로 교

체하 는데, 이를 통해서 재료로 들어가는 전류의 크기

가 1.5㎂까지 증가하 다. 하지만 이 전류로도 재료 가

공으로는 부족하기에 다음으로는 집광 렌즈#2의 기능

을 오프(off) 시켰는데, 이를 통해서 전류의 크기가 10

㎂까지 증가하 다. 각 조건에서 측정한 입사 전류의 

크기는 Fig. 2와 같다.

3. 솔더 젖음 실험

3.1 실험 방법

  SEM의 미세 접합에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서 직경 300㎛의 63Sn-37Pb의 공정 조성 솔더(공정 

온도=183℃)와 10, 20, 38, 50㎛ 두께의 304 스테

인리스강 포일과의 젖음 실험을 Fig. 3과 같이 수행하

다. 

3.2 실험 결과 및 고찰

  실험 수행 결과 재료의 각 두께에 대해서 젖음 반응

이 나타났는데 그 결과는 Fig. 4~7과 같다. 재료의 

두께가 두꺼워 질수록 열전도에 의한 열 손실량의 증가

로 인해, 젖음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전류의 크기는 두

께는 증가함에 따라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두께 10㎛ STS의 경우, 입사 전류 값이 1.4㎂까지

는 아무런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2.0㎂이상에서는 

Fig. 4와 같이 젖음 각 30°정도의 젖음 상태가 관찰 

되었다. 20, 38, 50㎛ 두께의 STS에 대해서도 전류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젖음 각 30°정도의 젖음 상태가 

관찰 되었다. 하지만 Fig. 5에서 보듯이 20㎛의 두께

에서 입사 전류의 크기가 약 3.0㎂일 때는 젖음 각이 

약 60°정도의 젖음 상태가 관찰 되었는데, 38, 50㎛의 

두께에 대해서도 비슷한 양상이 관찰되었다. 본 논문에

서는 30˚ 정도의 젖음 각이 나타나는 젖음 상태를 ‘완전 

젖음’, 그보다 큰 젖음 각이 나타나는 젖음 상태를 ‘부

분 젖음’이라 정의하 다.

Fig. 1 The overall figure of SEM

 

Fig. 2 Probe current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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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older wetting experiment of STS foil with 

flux by scanning electron beam

Copyright (C) 2003 NuriMedia Co., Ltd.



SEM을 이용한 미세 접합 시스템 개발 

大韓熔接學會誌 第21卷 第4號, 2003年 8月                                                                    435

65

  솔더의 젖음 현상은 솔더의 온도, 플럭스의 활성화, 

그리고 솔더와 접하는 모재 온도에 주된 향을 받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부분 젖음이 나타나는 

전류 조건에서도 솔더의 용융이 관찰 되기 때문에 솔더 

근방의 온도가 180℃ 이상이 되고, 프럭스의 활성화도 

충분히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실

험에서의 서로 다른 젖음 상태가 나타나는 것은 모재의 

온도에 의한 표면장력의 차이로 인해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으로는 어느 온도를 기준

으로 해서 서로 다른 젖음 상태가 나타나는 지를 확인

하기 위해서, 노(furnace) 내에서의 젖음 실험을 수행

하 다. 

3.3 노에서의 솔더 젖음 실험

  모재의 온도에 따른 젖음 상태의 변화를 비교하기 위

해서 앞 실험과 동일한 재료를 Fig. 8과 같이 준비를 

하고, 재료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르곤 가스를 

분위기 가스로 해서 약 9분 동안 가열하 다. 그리고 

고온의 노 벽면으로부터의 향을 최소화하고 시편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가는 와이어 위에 시

편을 놓고 열전대를 사용하여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

다. 노 내의 온도는 솔더 용융 온도를 고려해서 180℃

부터 5℃씩 증가하면서 젖음 상태를 관찰하 다. 

  실험 결과, 앞에서 정의한 부분 젖음과 같은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젖음이 나타난 솔더의 경우는 젖음 

부 직경이 Fig. 9와 같이 측정되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205˚C 이상에서는 앞서 정의한 젖음 각 30°정

도의 완전 젖음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로 

미루어 생각해 볼 때 온도가 205℃ 이상이 되어야 완

전 젖음이 나타나고, 부분 젖음은 솔더의 용융온도와 

205℃ 사이의 온도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Fig. 4  Wetting experiment result for STS 10㎛

　.

Fig. 5 Wetting experiment result for STS 20㎛

Fig. 6 Wetting experiment result for STS 38㎛

　.

 

 

Fig. 7 Wetting experiment result for STS 50㎛

 

(a) The setting for furnace experiment

.

 

(b) Thermocouple position

Fig. 8 The solder wetting experiment in furn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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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0㎛ 스테인리스강 미세 접합 실험

4.1 실험 방법

  다음은 10㎛ 두께의 304 스테인리스강에 대해서 직

접 미세 접합을 수행해 보았다. 미세 접합 방법은 비드 

온 플레이트(bead-on-plate), 겹치기 접합(lap joining) 

그리고 맞대기 접합(butt joining)의 3가지 방법에 대

해서 빔의 조건을 변화시키면서 미세 접합을 수행해 보

았다. 재료는 동일 재료를 사용하 고, 시편은 모두 

(0.6mm × 0.8mm)의 크기로 준비하 다. 입사 전류의 

크기를 결정하는 인자는 가속 전압, 방출 전류, 집광 

렌즈의 세기 등이 있다. 가속 전압은 15, 20, 25, 

30kV에 대해서, 방출 전류는 150, 130, 100㎂ 그리

고 집광 렌즈의 세기는 1~16 까지 변화 시키면서 실

험을 수행하 다. 그런데 실제 재료의 상태변화가 나타

나는 것은 가속 전압 30kV, 방출 전류 130㎂ 이상에

서, 입사 전류가 적어도 7㎂이상이 되도록 집광 렌즈의 

세기를 조절하여야 10㎛ 두께의 304 스테인리스강 표

면에 상태 변화가 관찰 되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전자 빔은 일정 면

적을 빠른 속도로 주사 작용을 하게 되는데, 전체 주사 

면적은 SEM의 배율에 의해 정해지게 된다. 실험은 

1000배와 2000배의 배율에 대해서 수행하 고, 각 배율

에 대해서 10㎛/s와 20㎛/s로 빔 이동속도를 변화시키면

서 재료의 상태변화를 관찰하 다. 참고로 1000배일 때

는 (100㎛ × 80㎛), 2000배 일 때는 (50㎛ × 40㎛)

의 면적에 빔이 조사된다. 

4.2 실험 결과

  먼저 비드 온 플레이트 실험에 대한 실험 결과는 

Fig. 10, 11과 같다. 이 두 그림은 전자빔의 각 조건

에 대한 결과를 정리한 것인데, 그림에서 보듯이 높은 

입사 전류와 낮은 빔 이동 속도에 대해서 SEM 이미지 

상에서 큰 상태변화가 나타났고, 2000배의 배율에서는 

1000배의 배율보다 좁은 범위에서 상태변화가 나타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리고 Fig. 12는 대표적인 

SEM 이미지에 대한 단면 이미지인데, 그림에서 보듯

이 8.9㎂에서는 표면에서 부분 용융이 나타났지만, 9.9㎂

에서는 완전 용융이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Fig. 13은 겹치기 접합에 대한 실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왼쪽에 있는 재료는 상판, 오른 쪽에 있는 재

료는 하판이다. 그림에서 보듯이 같은 입사 전류에 대

a) Solder wetting diameter measurement for each 

       furnace temperature

.

b) Upper View.       c) Side View.

Fig. 9 The results of the wetting experiment in  

furnace

Fig. 10 The results for the bead on plate experiment, Ie=150㎂

Ip

(μA)

30kV, Ie=150μA

(1000 X) (2000 X)

10㎛/s 20㎛/s 10㎛/s 20㎛/s

9.9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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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상판의 모서리 부분에서는 비드 온 플레이트 실험

보다 보다 큰 상태 변화가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이

것은 Fig. 14에 나타난 것과 같이 겹치기 접합의 상판

에서는 비드 온 플레이트와는 달리 한쪽 방향으로 열 

전달 손실이 나타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입열량

에 대해서도 보다 활발한 상태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이

다. 이와는 달리 하판의 경우 모서리부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부분에 전자 빔이 조사되기 때문에 마치 비드 

온 플레이트와 같은 열 전도 손실이 나타나고, 또한 상

판의 향으로 인해 전자빔의 일부만이 하판에 조사되

기 때문에, 하판에서는 상판에 비해 적은 상태 변화가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맞대기 접합에 대한 실험 결과 Fig. 15와 같은 결과

를 얻었다. 그림에서 보듯이 9㎂ 정도의 입사 전류에서

는 그다지 큰 변화가 없지만, 9.9㎂ 입사 전류에 대해

서는 재료의 모서리 부분에서 모두 용융 현상이 관찰 

Fig. 13  The results for the lap joining experiment, Ie=150㎂

Ip

(μA)

30kV, Ie=150μA

(1000 X) (2000 X)

10㎛/s 20㎛/s 10㎛/s 20㎛/s

8.9

    

8.49

    

Fig. 11 The results for the bead on plate experiment, Ie=130㎂

a) Ip=8.9μA     b) Ip=9.9μA   

Fig. 12  The cross-section image with beam at 30kV, (1000 X), 10㎛                    

Ip

(μA)

30kV, Ie=150μA

(1000 X) (2000 X)

10㎛/s 20㎛/s 10㎛/s 20㎛/s

9.9

    

9.5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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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하지만 실제 두 재료의 접합은 이루어지지 않

았는데, 이것은 Fig. 16에서와 같이 모서리 부분에서

의 용융풀이 표면 장력으로 인해서 재료 안쪽으로의 유

동이 생기고, 또한 고속 전자 빔에 의한 충격으로 인해

서 두 재료 사이의 간격이 벌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생

각된다. 그래서 성공적인 맞대기 미세 접합이 이루어지

기 위해서는 용융된 두 재료를 가깝게 유지시킬 수 있

는 지그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5. 결    론

  이상의 실험을 통해서 다음의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100㎀ 이하의 저 전류에서만 사용되던 SEM을 최

소한의 개조를 통해서 최대 10㎂까지의 입사 전류를 

상승시킴으로써 미세 재료 가공에 사용할 수 있었다. 

  

상승시킴으로써 미세 재료 가공에 사용할 수 있었다. 

  2)개조 후의 SEM을 63Sn-37Pb 조성의 솔더와 

10~50㎛ 두께의 스테인리스강 포일과의 젖음 실험에 

적용 시 양호한 젖음 상태를 얻을 수 있었고, 모재의 온

도에 따라서 다른 젖음 정도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3)304 스테인리스강 포일의 비드 온 플레이트, 겹치

기 그리고 맞대기 미세 접합 실험을 통해서 입사 전류

의 크기에 따라서 재료가 두께 방향으로 부분 용융과 

완전 용융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고, 입사 전류, 

배율 그리고 빔의 이동 속도에 따라 상태변화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후     기

  본 연구는 BK-21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으며, 이

에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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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Energy flow in lap joining

 

(a)                   (b)

Fig. 15 Butt joining experiment

   (a)High probe current (9.9㎂)

(b)Low probe current (9㎂)

Fig. 16 The molten pool flow in butt jo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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