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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에 설치되어 있는 SEM-EBSD 및 TKD와 NanoMEGAS 사의 TEM-ASTAR를 이용하여 
마이크로미터에서 나노미터까지의 결정립방위와 상분석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분석함으로써 제조공정에서의 오류 및 최
적화된 공정조건을 제공한다. 

1. 서론 

금속시편의 결정방위분석 및 상분석에 있어서 현재 가장 많이 쓰이는 기술은 주사전자현미경(SEM)을 이용한 EBSD 분석법
이다. 이 방법은 시료표면에서 회절반사 되어 나오는 Kikkuchi pattern을 이용하여 빠른 시간에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결정
립에 대한 상분석 또는 결정방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EBSD
의 하드웨어를 그대로 이용하는 TKD (Transmission Kikuchi Diffraction)법이 수십 나노크기의 결정립의 분석에 사용되어지
고 있다. 이와 별도로 기존의 SEM-EBSD-TKD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던 수십 나노미터에서 수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다결정 
결정방위분석보다 더 작은 영역의 분석을 위해서는 NanoMEGAS사의 ASTAR1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는 전계방출형 투과전
자현미경(TEM)을 이용하여 약 1 nm 크기의 결정립의 분석을 수행 할 수 있다. 본 발표에서는 STEM-EDS-TKD와 
TEM-ASTAR의 특징과 사용 예에 그리고 WPM과제에 있어서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2. 본론 

EBSD는 수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결정립에 대한 빠른 분석과 많은 결정학적 데이터를 제공하며, 분석시편의 제조가 용의하
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다. Fig. 1(a)에서 보는 것과 같이 시편에서 나오는 Kikuchi pattern을 검출기를 통하여 직
접적으로 수집하기 때문에 매우 빠른 분석이 하나, 회절 되어 나오는 전자가 넓은 영역에서 발생함으로 분해능이 떨어진
다. 이와 반대로 (b) TKD 법 과 (c) ASTAR 법은 전자빔이 시편을 통과한 후 발생하는 Kikuchi pattern과 전자회절 패턴을 
이용하기 때문에 FIB를 이용한 시료제작이 필수적이지만, 회절 패턴을 얻기 위한 전자와 시료가 반응하는 부피 
(interaction volume)이 약 EBSD의 1/10~1/100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약 1~50 nm 크기의 결정립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다. 

Fig. 1. (a) SEM-EBSD (b) SEM-TKD and (c)TEM-ASTAR image of various samples

3. 결론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SEM-EBSD-TKD 및 TEM-ASTAR를 보유하여 마이크로크기의 넓은 영역에서부터 나노크기의 미세

영역까지 광범위한 영역의 결정방위 분석 및 상분석이 가능한 첨단 연계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철강기판 코

팅층의 분석은 WPM과제의 수행에 있어서 미세구조 해석에 대한 핵심적인 역할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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