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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브이엠티  진경주

1. 서 론 

   이온펌프는 일정한 지름을 갖인 원통 양극과 그 양단에 두개의 음극으로 구성하며 원통의 축 방향에 

자장을 인가한 셀(페닝 셀(Penning Cell))을 다수 배치하여 방전 시켜 진공을 얻는 초진공용 펌프이다. 

냉음극으로 방출한 전자는 양극에 비행하면서 가스를 이온화한다. 이온분자는 가스흡수성 게터재료로 

된 음극에 충돌하여 스퍼터링을 일으키며 게터막를 주변에 증착시킨다. 이온 및 중성 가스는 게터 고체

막 속에 주입 포획된다. 이온펌프는 주로 화학흡착으로 동작하는 흡수식 진공펌프이며 기계적 진동이 

없으며 기름증기가 없어 수명이 길고 초고청정 진공이 요구되는 표면실험장치, 표면분석계, 입자가속기 

등에서 널리 사용 되고 있다. 

   도달압력은 단독으로 10Pa, 배기속도는 수 ℓ/s 으로부터 1000ℓ/s의 펌프가 상품화 되어 있다. 자장

은 보통 1000∼1500 가우스이며  전압은 3kV∼10kV을 인가한다.    

   여기서는 이온펌프의 구조와 동작원리, 개량형 이온펌프 그리고 브이엠티의 이온펌프의 사양 등에 

대해서 해설한다.

     

2. 이온펌프의 구조와 동작원리,

  2.1 페닝 방전  

     기체 속에는 우주선 등으로 자연 발생한 정이온과 전자가 존재한다. 전압이 높은 때 정 이온은 음

극에 충돌하여 2차전자를 방출한다. 2차전자는 전압에 의하여 가속하여 양극에 향한다. 그 에너지가 크

며 기체분자밀도가 충분히 크면 기체분자와 충돌하여 이온화하여 이온과 전자를 줄달아 생성하여 전자

사태가 나서 방전을 일으킨다. 양이온과 전자는 방전공간 및 전극에서 재결합하여 중화됨으로써 이상태

에서 정상화한다. 생성된 양이온은 음극주변에 양 공간 전하 층을 형성한다. 전극간의 압력강하는여기서 

대부분이 일어난다. 이 층 옆에 양극 측에 음 공간전하층이 생긴다.

   음극 주변에 생기는 양이온 공간전하층은 움직이는 전자가 많으며 이온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음

극부근에서 생긴 이온은 음극에 효율 좋게 충돌하여 스퍼터를 시킨다. 

   그림1(a)에서 양극내의 전장 궤도에 의하여 원통 중심축에 부의 전위가 생기며 셀 내에 생기는 전자

구름은 중심이 없는 긴 도넛 형을 형성하고 있다(그림2 참조). 

(a) (b)

그림1  페닝 셀과 전자의 운동2)

그림2 전자구름과 흡수 가스



  마그네트론 스퍼터링에서의 전자의 거동을 여기서 알아본다. 

전장  , 자속밀도  의 전자장 속에서 속도 (v v  로 운동하는 질량 m, 전하 q의 입자의 운동

방정식은

                                

    ×                   (2.1)

으로 주어진다. 여기서 t는 시간이다. 여기서 는 x축과 평행하고   는 z축 방향에 향하고 있다.

   ,   로 놓으면 (2.1)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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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z 측 운동은 단순함으로 생fir한다.   (2.2)식을 미분하여 (2.3)식에 대입한다.

                                



 



                         (2.5)

                               ∴  


                      (2.6)

      여기서   는 초기조건으로 정하는 정수이다.

                                 ≡ 

는 입자의 회전 각진동수를 주는데 전자인 경우 전자전하 e를 놓은 때 ≡   을 사이크로트론

(cyclotron) 진동수라 부른다.

                     

  (2.2)식으로 을 계산한다.

                                     


    


              (2.7)

(2.2),(2.3)식으로 x, y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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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여기서   는 미정정수이다. 이 식으로 입자의 운동은 원운동과 직선운동이 석인 즉 라선 운동이

다.  yz 면을 음극으로 할 때 음극으로 방출되는 전자의 운동은 q = -e 로 놓아서 구한다.

  전자의 주기운동의 주기거리 r 은,

                                     ≡                            (2.10)

이며 라머아(Larmor)반경이라 부른다.

                  그림3. 마그네트론 스퍼터의 타깃 근방에서의 전자운동 

 값을 전자의 고체내에서의 열운동을 속도로하고 전자의 물성치를 놓으면,

                        ∼  × 
,   ∼  × 





                                     ∼  × 
 

을 얻는다.

  2.2.  전자 구름 

     전자의 집단 구름은 페닝 방전의 주요형상이다. 그는 가스와의 충돌로 새로이 이온과 전자를 생성

하는 원천이 된다. 페닝과 마그레트론 방전의 공간전하는 다음과 같이 도입된다.

    Poisson's 식으로 ∇E = , 양극 셀 속의 균일 전하인 때 반경 전계 E는,

                                E = 0.5r/                           (2.11)

                                q = -4                      (2.12)

     V  에서 최대치 q 로 하여, 중심의 전위 V는

                                V = V                         (2.13)

    중심부 전위저하에 대해서 실험으로 입증 되어있다.

    

   그림4는 수소의 p ≪10 mbar에서의 페닝방전 셀 내 전위 V, 전계 E, 전자밀도 N의 값이다.

                     그림4. 페닝방전 셀 내 전위 V, 전계 E, 전자밀도 N,

                            수소의 p ≪10 mba.

                               

  2.3 스퍼터링

   게터 막의 재생은 음극 타깃의 스퍼터링으로 이루어진다. 이온펌프의 배기속도는 이 게터막의 생성

량에 관계가 있다. 게터 타깃 음극 근처에서 전자구름을 형성하며 2차 이온을 다량 생산하는 마그네트

론 스퍼터는 박막형성에 사용되는 다른 스퍼터링법에 비교하여 많은 특징을 갖고 있다. 이온전류밀도가 

타의 스퍼터법에 비하여 100배 정도 높고 타깃공급 전압이 낮아 저온으로 박막형이 가능하다(그림3. 참

조). 

                                



                                   그림3. 각종 스퍼터 방식의 비교 .

  2.4    이온펌프의 구조와 종류

     2극(Diode)형 및 3극(Triode)형 이온펌프의 구조와 전자, 이온, 스퍼터 타깃의 축적모양을 그림4

와 그림5에 보였다. 

               

                      (a)                                        (b) 

                그림4. 2극 이온펌프의 구조(a) 와 전자 이온 타깃 축적모양 (b)

                               (a)                                  (b) 

                그림5. 3극 이온펌프의 구조(a) 와 전자 이온 타깃 축적모양 (b)      

   이온펌프로 아르곤가스를 배기할 때 주기적으로 압력이 상승하는 현상이 있어 아르곤 불안전성이라 

부르고 있다. 아르곤 등의 희가스의 재 방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3극형 펌프에서는 슬릿형 보조 캐소드

를 음극앞에 놓고 이온의 충돌을 감소시키며 게터 스퍼터량을 펌프용기 벽에 퇴적 증가 시켜 아르곤 불

안정성을 개선하였다. 

 

  스타셀형 펌프는 종이 풍선형 음극으로 표면적을 증가 시켜서 게터량을 증가 시키며 펌프 수명도 



10Torr에서, 8만시간(약 7년) 연장 하였다(그림6).

                            그림6. 스타셀 이온펌프의 구조        

   방사광 가속기의 강 자장 용기용으로 사용하는 분포형 이온펌프가 개발되고 있다. 양극의 양측에 길

이 500mm, 폭 52mm인 판에 지름15mm의 구멍을 80개 정도 뚫은 스테인리스 판을 2층 씩 겹쳐 놓은 

5층 구조로 되어 있다(그림7). 이 펌프의 도달압력 및 방전강도와 자장과의 관계가 측정되었다(그림8)

                                  그림7. 분포형 이온펌프의 구조  

                  그림8. 분포 이온펌프의 자장 값에 따른 방전강도와 도달압력의 변화

   미니어처 단 셀인 이온펌프의 구조를 그림9에 볼 수 있다. 양극 중심축에 막대기 음극을 구성한 마

그네트론형 스퍼터 셀이다. 이 펌프 자체의 티터늄 게터막의 펌프운전 이력에 따른 영향을 연구하였다. 

                     그림9. 미니어처 단 셀인 마그네트론 이온펌의 구조 



  2.5 가스의 배기 기능

     Ar, Ne, He 등의 불활성 가스는 티타늄과 화학적으로 반은 안하며 양극에서 물리적으로 메워서 

배기된다. 수소는 음극 내부에 깊이 진입하여 배기된다. 메탄은 티타늄과 반응하지 않지만 펌프 내에서 

분해되어 활성화 하여 배기된다. 가스에 따라 방전전류가 다름으로 배기속도가 달라진다. 공기성분인 N

, O, CO, CO등의 가스는 활성 티타늄 막과 반응하여 안전한 화학물이 되어 배기된다.  

   다음 표는 각종가스의 질소에 대한 배기속도 상대치 이다.

                                 표1. 가스의 배기속도의 상대치 

               

    2.6. 방전강도와 배기속도  

       압력을 P, 방전전류를 I로 할 때, I/P를 방전강도(Discharge intensity)라 부른다. 펌프의 배기량

q는 방전전류와 비례한다면 

                        q = c I                                       (2.14)

펌프의 배기속도 S는 S = q / P = c I/P임으로 방전강도 I/P는 배기속도와 비례하는 량이다.

                         c = SP / I                                   (2.15)

방전강도(I/P)의 압력의종성은 그림10과 같아 이 그림에서 10 으로 10 torr 의 범위에서 직선은

0.05의 경사를 갖고 있다. 따라서 방전전류의 압력의존성은 I ∝ 의식으로 표지된다. 이 압력범위

에서 시판되고 있는 펌프를 그림11과 같이 log I - log P의 교정 곡선으로 진공계로 사용 된다.

                   그림10. I / P관계                       그림11.  log I - log P 곡선 

   위 c 치의 측정자의 수치는 0.08에서 0.027까지 약3배나 차가 생기고 있어 리론계산식에 대한 검토

가 진행하고 있다.

  압력이 일정한 때 방전강도는 자장 모드에 따라 그림12와 같이 변화한다. 일반 시판 이온펌프는 

LMF(low magnetic field)모드(mode)에서 동작한다. 최근에는 자장이 HMF(high magnet field)에 속하

는 가속기의 고편향 자장에서 사용하는 이온펌프에 대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그림12  단일 셀에서 일정 압력 하에서 자장의 크기와 방전강도의 관계 

             P ≺10torr 하에서는 HMF모드는 방전강도는 일정 값을 갖는데 (OC 곡선)

             P ≻10torr 하에서는 HMF모드는 OD곡선에 따른다.

  그림12에서 한 셀의 질소의 배기속도S는 자장모드에 따라 다르다.

     (i) LMF-mode, B ≦ ≦  ,

     S   × 
    × 


   × 

                             (2.16)

     (ii) LMF-mode, 2B ≺ ≺ 

     S   
   

  
 

                                  (2.17)

      (iii) HMF-mode, B≧ 

      S  
  

 
 ×

   

    (2.18)

여기서,  B: 인가한 자장(G), B : 방전강도가 0이 되는 자장(G), B : LMF에서 HMF로 변하는 자장

(G)

         : 셀의 유효높이(cm), P 압력(torr), r : 셀 반경(cm), S: 한 셀의 질소 배기속도 (l/s)

        U : 양극 전압 (V).

실제의 펌프는 양극 셀이 병렬으로 n 셀로 구성됨으로,

                           S = n S                                                 (2.18)

그러나 양극과 두 음극의 간격 컨덕턴스의 영향이 있어서 유효배기속도가 다르다. 

                          S = S



                                             (2.19)

 여기서                   D = 






   그림13으로,  a: 펌프의 폭(cm), b : 펌프의 길이(cm), k : 펌프가 한면 개방시 1이며 두면 개방시 

1/2의 값을 가짐,  : 양극과 음극의 간격 (cm).

                                       그림13.  이온펌프의 전극구조.



   

 2.7 펌프의 성능향상

    이온펌프의 배기속도를 올리고 도달압력을 낮추며 소형화 경량화을 실현하기 위하여 각 펌프 메이

커는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이온펌프 구성 재료의 가스방출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표면에 순 크롬산화막을 형성하는 페시베이

션(Passivation )방법은 다음과 같다. 이중 구조인 진공열처리로(그림.14)을 사용하여 이온펌프 본체를 

1×   이하의 산소분압하에서 수 백도의 온도로 가열한다. 스테인리스강 표면에 형성되는 순 

크롬산화막은 내부로부터 나오는 수소의 확산량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그림14. 2중진공열처리로

  

  타사의 제품과 비교하기 위하여 동일 조건으로 예비배기 후 150 24시간 가열 후의 배기특성을

측정 하였다(그림15). 페시베이션 처리한 챔버가 UHV영역 배기시간이 작으며 도달압력이 약 한 자릿수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16는 파시베이션 펌프와 NEG펌프의 병용으로 170 15시간 가열 후 도달압역이 2.5x10

torr을 얻었든 기록이다.

                    

      그림15. 타사의 진공 체임버와의 비교시험       그림16. 파시베이션펌프+NEG펌프의 병용배기

3,  VMT Passivation 펌프의 모델과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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