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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ectron gun produces beam 
of monochromatic electrons. 

• First condenser lens forms 
beam and limits current 
("coarse knob"). 
– Condenser aperture eliminates 

high-angle electrons.

• Second condenser lens forms 
thinner, coherent beam 
("fine knob" ).
– Objective aperture further elimi-

nates high-angle electrons from 
beam. 

SEM: Optic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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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am "scanned" by deflection 
coils to form image. 

• Final objective lens focuses 
beam onto specimen. 

• Beam interacts with sample 
and outgoing electrons are 
detected.

• Detector counts electrons at 
given  location and displays 
intensity. 

• Process repeated until scan is 
finished (usu. 30 frames/ sec).

SEM: Optics #2

http://www.unl.edu/CMRAcfem/semoptic.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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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ing techniques

High resolutionHigh resolution

Probing Probing 빔의빔의 크기크기

& & 전류전류 조절조절

시편과시편과 빔의빔의
상호반응이해상호반응이해

주변환경에서의주변환경에서의
노이즈제거노이즈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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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ing 빔의 크기&전류

Resolution of SEM : spot size dp

• small dp, small ip: high mag. 사용

• large dp, large ip : low mag. 사용

Spot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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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justing of spot size and beam current

qpf
111

+=
q
pm =

α ≈0.05o-1o

do, αo
Condenser lens d1↓, α1↑

Demag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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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enser winding ↑
⇒ f1↓, q1 ↓ at constant p 

Demagnification m1 ↑
⇒ Spot size d1↓, α1 ↑

d1= do/ m1= do q1/p1

m2= p2/ q2
d2= do /m1 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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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개에서의 발산각도(α2)는 세가지 중요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 

1. 어떤 상태에서 최적의 발산각도에서 probing 빔의 최적화 된다.

수차를 최소화한다. (αopt 계산)

2. Probing 빔의 전류도

이 조리개에 의하여 조절된다.

3. 초점심도는 발산각도가

작을수록 커진다.

Effect of Final Aperture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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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e m1= p1/q1
& αa

WD↑, q2 ↑
⇒ m2= p2/q2 ↓
⇒ d2 ↑, res. ↓

Effect of Working distance (WD)

Long WD is can be used to obtain low mag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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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of Condenser Lens Strength

Condenser lens strength ↑⇒ demagnification ↑ (m1 & m2 ↑⇒f1 ↓)
But d1 ↓ ⇒ α1↑ (smaller portion of the beam pa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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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itation of Resolution due to Electron Lens
Ideal res. Limit : Rayleigh limit
Practical Res. is determined by various Lens aber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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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ectron probe dia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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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 구면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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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ary Electron Beam

Second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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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men 
Cur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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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ced Current

Secondary 
Electron Detector

~10nm (Excitation Volume for
Secondary Electron Emission)

Transmitted 
Electron
(Scattered)

Characteristic X-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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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빔과 원자의 반응

1. 2차 전자
-입사전자와 충돌하여 이탈된
전자 (표면 형상 정보 전달)

2. 후방산란전자(BSE)
-원자핵과 충돌 후 후방으로
산란되는 전자 (원자 번호와
연관⇒ 조성정보, EBSD)

3. 특성 X-선
-입사빔에 의해 전자각의 전
자가 튀어나간 경우 여기된
전자가 아래각으로 내려오면
서 발생시키는 X-선 (EDS, 
WDS를 통해 조성분석)

4. Auger 전자
-입사빔에 의해 전자각의 전
자가 튀어나간 경우 여기된
전자가 방출 (경량원소에서
많이 나타남, 표면 성분 분석)

원자핵

이탈된 전자
이탈된 전자

입사 전자 Backscattered Electron

Auger 전자
특성 X-선

K

L

: 2차전자 (5~10nm)

(1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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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편에시편에 입사된입사된 전자가전자가 표면에서부터표면에서부터 55λλ 내의내의 진행과정에서진행과정에서 형성되는형성되는 것으로것으로 이를이를

SESEII 라고라고 하며하며 높은높은 해상도를해상도를 나타냄나타냄

•• 시편에시편에 입사된입사된 전자가전자가 시편시편 내부에서내부에서 많은많은 충돌과정을충돌과정을 경험하고경험하고 시편시편 밖으로밖으로 후방후방

산란되는산란되는 과정과정 중에중에 22차차 전자를전자를 발생발생, SE, SEII II 라하며라하며 후방산란후방산란 전자와전자와 함께함께 방출방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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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ttering
탄성탄성 산란산란(elastic (elastic sctteringscttering) : ) : 원래의원래의 에너지를에너지를 유지하는유지하는 산란산란

- 후방산란전자(backscattered electron)

비탄성비탄성 산란산란(inelastic (inelastic sctteringscttering) : ) : 원래의원래의 에너지가에너지가 손실되는손실되는 산란산란

- secondary electron, X-선, Auger electron, Cathodoluminescene 등

Elastic Scattering Inelastic Scattering

Eo= E1

Eo > E1
φe >> φ1

용어 해설

Cross-section (probability of event) :  the effective size of an atom for a 
given interaction 
Mean free path  : the average distance the electron travels between 
particular ev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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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elastic Scattering

: 원자와 반응하면서 에너지를 전달

1. Plasmon excitation - Excite the wave of free electron gas

2. Excitation of conduction electrons - Leading to SE emission 

3. Ionization of inner shells => 특성 X-선

4. 전자의 원자내 이동 중 감속 => 연속 X-선

5. Excitation of phonons => Lattice oscillation exc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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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action volume에 영향을 끼치는 변수

1) Influence of Atomic number 
: 원자번호가 작은 경우 - Inelastic scattering ↑, Pear shape interaction volume
: 원자번호가 큰 경우 - Elastic scattering ↑, Spherical shape interaction volume

2) Effect of Beam energy

: elastic scattering ( cross section ∝1/E2 )과 inelastic scattering (cross 
section ∝1/E ) 모두의 경우에서, 전자의 에너지가 클수록 전자가 시편의 깊은 영역
까지 들어갈 수 있다. 

3) Effect of Tilt angle

: 시편에 수직한 방향에서부터 tilt angle이 증가할 수록 interaction volume의 깊이
가 감소한다.

Interaction Vol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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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teraction volume in iron as a function of beam energy

10keV

20keV

30k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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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teraction volume in iron for various tilt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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