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 험 제 목 ]
원자 현미경(Atomic Force Microscope)

[ 실 험 목 적 ]
AFM의 기초 원리를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나노박막을 분석할 수 있다.

[ 실험기구 및 시약 ]
AFM, AFM Tip, tweezer, coated nano thin film

[ 실 험 방 법 ]
* AFM 조작 순서
① AFM의 Laser 위치를 조정해서 Cantilever의 끝부분에 적당히 맞춘다.
② Laser의 X축, Y축 위치 및 거울의 기울기를 미세하게 조절하여 Cantilever 끝부분에 정
확히 위치하도록 한다.(이 때 Laser 반사광의 SUM 값이 최대가 되도록 한다)
③ Vertical 값과 Horizontal 값이 각각 0.00이 되도록 조정한다.
④ AFM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auto-tuning을 실행한다.
⑤ Signal이 안정적일 경우 다음 단계로 진행하고, 불안정할 경우 위의 4가지 단계를 반복
한다.
⑥ 샘플을 샘플스테이지 위에 올려놓고 Tip을 샘플 표면에 근접하게 내린다.
⑦ 측정하고자 하는 조건(scan rate, scale, angle, etc.)을 지정하고 표면구조를 분석한다.

* 주의 사항
① 시료가 움직이지 않도록 할 것.
② 레이저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눈에 비추지 말 것.
③ Engage 할 때 Probe가 상하지 않게 팁을 시료에 근접시킬 것.
④ Z축으로 이동이 작으므로 가능한 시료표면을 평평하고 고르게 해야 할 것.
(표면이 너무 거칠면 팁이 손상될 우려가 있음)
⑤ Tip, Scanner, Standard Sample 등은 건조기(Desicator) 안에 보관할 것.

[ 실 험 이 론 ]
< Scannig Probe Microscope(SPM) >
주사탐침 현미경(SPM, Scanning Probe Microscope)은 물질의 표면특성을 원자 단위까지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현미경을 총칭하는 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원자현미경이라고
불리워진다. 원자는 너무 작아서(0.1-0.5nm) 아무리 좋은 현미경로도 볼 수 없다는 기존의 통
념을 깨뜨린 원자현미경은 제 1 세대인 광학현미경과 제 2 세대인 전자현미경 다음의 제 3
세대 현미경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광학현미경의 배율이 최고 수 천 배, 전자현미경(SEM)
의 배율이 최고 수십 만 배 인데 비해 원자현미경의 배율은 최고 수천만 배로서, 개개의 원자
를 관찰할 수 있다. 투과식 전자 현미경인 TEM 도 수평방향의 분해능은 원자단위이나 수직
방향의 분해능은 훨씬 떨어져 개개의 원자를 관찰할 수는 없다. 원자현미경의 수직방향의 분
해능은 수평 방향보다 더욱 좋아서 원자지름의 수십 분의 일(0.01nm)까지도 측정해낼 수 있
다.
SPM 에는 원자현미경 계열 중 처음으로 등장한 STM(Scanning Tunneling Microscope),
부도체 시료의 측정을 가능케 한 AFM (Atomic Force Microscope), 물질의 형상이외에 다
른 특성들을 측정할 수 있는 MFM(Magnetic Force Microscope), LFM(lateral Force
Microscope),
FMM(Force
Modulation
Microscope),
EFM(Electrostatic
Force
Microscope), SCM(Scanning Capacitance Microscope) 그리고 ECSPM(Electrochemistry
SPM) 등이 있다.

1) Scanning Tunneling Microscope(STM)
SPM의 일종으로 주사터널 현미경이라고 한다. 금속 Tip과 샘플의 금속표면이 서로 접촉하지
않은 상태에서, 두 금속 사이에 전압을 걸어주면 Tunneling effect에 의해 얇은 공기층
(air-gap)을 흐르는 전류가 발생하는데 이 전류의 미세한 차이를 측정하여 이미지를 구현한
다. 이 때, 진공 영역이 포텐샬 장벽(potential barrier)으로 작용하여 고전물리학적 관점에서
는 전자가 이 potential barrier을 지나갈 수 없어 전류가 흐를 수 없지만, 양자역학적으로는
설명이 가능하다. STM은 Tip과 샘플 사이에 전류가 흘러야 하기 때문에 측정하려는 샘플 또
한 전도성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비전도성 고분자 박막의 경우 STM을 이용한 표면 분석에
어려움이 있다.

* 터널 효과(tunnel effect)
터널 효과(tunnel effect) 또는 터널링(tunneling)은 양자 역학에서 원자핵을 구성하는 핵자
가 그것을 묶어 놓은 핵력의 포텐셜 장벽보다 낮은 에너지 상태에서도 확률적으로 원자 밖으
로 튀어 나가는 현상을 말한다.
2) Atomic Force Microscope(AFM)
STM 의 가장 큰 결점은 전기적으로 부도체인 시료는 볼 수 없다는 것인데, 이를 해결하여
원자현미경을 한층 유용하게 만든 것이 AFM 이다. AFM에서는 텅스텐으로 만든 바늘 대신에
마이크로머시닝으로 제조된 캔틸레버(Cantilever)라고 불리는 작은 막대를 쓴다. 캔틸레버는
길이가 100mm, 폭 10mm, 두께 1mm 로서 아주 작아 미세한 힘에 의해서도 아래위로 쉽게
휘어지도록 만들어졌다. 또한 캔틸레버끝 부분에는 뾰족한 바늘이 달려 있으며, 이 바늘의 끝
은 STM 의 탐침처럼 원자 몇 개 정도의 크기로 매우 첨예하다. 이 탐침을 시료 표면에 접근
시키면 탐침 끝의 원자와 시료표면의 원자 사이에 서로의 간격에 따라 끌어당기거나(인력) 밀
치는 힘(척력)이 작용한다.

캔틸레버 윗면에서 반사된 광선의 각도를 포토다이오드(Photodiode)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이렇게 하면 바늘 끝이 0.01nm 정도로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까지 측정해낼 수 있다. 바늘 끝
의 움직임을 구동기에 역되먹임(feedback)하여 AFM 의 캔틸레버가 일정하게 휘도록 유지시
키면 탐침 끝과 시료사이의 간격도 일정해지므로 STM 의 경우에서와 같이 시료
의 형상을 측정해낼 수 있다. Non-contact mode 의 AFM 에서는 원자사이의 인력을 사용하
는데 그 힘의 크기는 0.1- 0.01 nN 정도로 시료에 인가하는 힘이 contact mode 에 비해 훨
씬 작아 손상되기 쉬운 부드러운 시료를 측정하는데 적합하다. 원자간 인력의 크기가 너무 작
아 캔틸레버가 휘는 각도를 직접 잴 수가 없기 때문에 non-contact mode 에서는 캔틸레버
를 고유진동수 부근에서 기계적으로 진동 시킨다. 시료표면에 다가가면 원자간의 인력에 의해
고유진동수가 변하게 되어 진폭과 위상에 변화가 생기고 그 변화를 lock-in amp 로 측정한
다. 원자간에 상호 작용하는 힘은 시료의 전기적 성질에 관계없이 항상 존재하므로 도체나 부
도체 모두를 높은 분해능으로 관찰 할 수 있다.
* Contact mode
0.1 nN의 힘까지 측정하며 고속으로 표면분석이 가능하고 표면 높낮이
변화가 심한 시료에 대해서도 분석이 용이하지만, 표면과 탐침의 마찰력
으로 인한 이미지 왜곡이 발생하며 탐침과 시료사이에 모세관력에 의해
서 대기 중 수분이 흡착되어 탐침의 수직력이 증가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도 한다. Contact Mode는 팁이 샘플 표면에 직접 접촉한 상태로
scanning하기 때문에 연질의 유기물 박막 측정 시 시료를 파괴하는 문
제가 발생한다. 또한 급격하게 높이가 변하는 부분에서 실제보다 높은
이미지 값을 보이는 edge effect가 발생한다.

* Non-contact mode
10 nm 이하의 진폭을 지닌 공진주파수 근처에서 cantilever를 진동시
키면서 시료 표면에 대하여 진동하는 팁의 높낮이 변화를 파악하고, 높
이 변화에 따른 캔틸레버의 진폭과 주파수의 변화를 측정하여 3차원 영
상을 구현한다. Non-contact mode는 시료에 가해지는 힘이 contact
mode에 비해 훨씬 작기 때문에 손상되기 쉬운 무른 표면을 가지는 시
료를 측정하는데 적합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시료와 탐침사이의 간격이
너무 멀어서 선명한 이미지를 얻기 힘들고 따라서 분해능도 일반적으로
떨어지게 된다.
* Tapping mode
Contact mode의 장점과 non-contact mode의 장점을 혼합하여
Digital Instrument 사에서는 Tapping modeTM를 개발하였다. 보통
20~100 nm 진폭의 공진주파수를 이용하여 200 pN의 힘을 측정한다.
Tapping mode는 1~5 nm의 수평 분해능을 보이며 Contact mode 보
다는 스캔 속도가 느리지만 금속뿐만 아니라, 반도체, 부도체, 생체물질
등을 망라하여 거의 대부분의 물질을 관찰하고 제어할 수 있는 응용 범
위가 넓은 기본 도구로 발전하고 있다.

*캔틸레버(Cantilevers)
캔틸레버와 탐침은 시료표면에 적용되는 힘이나 궁극적인 AFM 의 lateral resolution을 결
정하기 때문에 AFM 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일반적인 캔틸레버는 실리콘
(Si) 또는 실리콘 나이트라이드(silicon nitride, Si3N4)를 미세 가공하여 제작되고, 하부 끝단
에 nm 수준의 직경을 가진 팁이 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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