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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영문)
The important drawback of epoxy electrodeposition(ED) coatings is the lack of the 
weathering resistance caused by the structure of bisphenol A. To improve this 
yellowing phenomena, acryl ED coatings have been developed. Compared with the 
epoxy ED coatings, however, acryl ED coatings are relatively weak in the corrosion 
resistance and mechanical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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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반도체 공정, 특히 플라즈마를 이용한 증착과 식각공정은 소자 제조를 위한 박막의 증착과 
미세 패턴닝에 응용되고 있다. 또한 공정 모델은 경제적인 공정개발, 즉 공정 최적화에 
소요되는 시간과 경비를 줄이기 위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2. 본론-실험방법, 결과, 고찰 등
BYK-Gardner사(Germany)의 색차계(Color guide) 와 광택계(Gloss meter)를 사용하여 
시험전후 전착도막의 노화에 따른 색차와 60°에서의 광택을 측정하였다. 색차는 CIE L*a*b* 
표색계에 따라 정해지며, 색차(△E)값은 아래의 식(1)과 같이 구하였다.

               
L : Lightness
a : Indicate color directions (+: Red, -: Green)
b : Indicate color directions (+: Yellow, - :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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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신경망의 성능 평가지표로서의 Random Generator를 제안하였다. Fixed slope과 Random 
Generator의 2가지를 뉴런수에 따라서 비교함으로서 식각에서 얻어진 Etch rate와 Profile 
Angle에 대해 은닉층 뉴런에 있는 고정적인 slope보다 가변적인 Random Generator가 매우 
큰 효과를 얻었다.

후기 후기는 필요시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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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Open circuit potential evolution for the AZ31
coupons immersed in different cerium-containing
conversion baths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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