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집

X-선광전자분광학(X-ray  pho t o e l e c t r on 

spectroscopy: XPS)은 채워진 전자준위 밀도(occupied 

density of state)를 측정함으로써 물질을 구성하는 원

소 종류는 물론 전자구조(electronic structure)와 화

학적 상태(chemical state) 및 산화가(valency)의 정

보를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분석기법이다. 그동안 방사

광과 같은 강하고 단색성이 뛰어난 광원의 개발과 효율

이 높고 고에너지 분해능을 갖는 광전자분석기(electron 

analyzer)의 개발, 각도분해능광전자분광학 (angle 

resolved photoemission spectroscopy: AR-PES)의 

발전, 및 진공기술의 발전으로, XPS는 표면 및 계면, 나

노물질, 저차원물질, 반도체 물질 등의 연구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분석기법이 되었다 [1].

한편, 신물질 개발 및 각종 소자의 개발 중에 비균질성

을 갖는 시료를 연구해야 할 필요가 많아졌고, 또한 비

균질성을 갖는 자연현상에 대한 이해 욕구의 증가로 인

해, XPS에 사용되는 광원의 크기를 작게 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어 왔다. 1990년도에 들어와서는, 1μm 보다 작

은 공간분해능으로 XPS를 할 수 있는 광전자분광현미경

(photoelectron spectro-microscopy)의 구현을 위해 

많은 경쟁이 이루어져 왔다 [2]. 이러한 경쟁은, 광전자

분광현미경이 구현된다면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은 표

면의 균일성이 떨어지는 다양한 경우의 매우 중요한 시

료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그

림 1a) 균일하다고 기대하며 제조한 Mn-doped Ge 시

료가 Mn을 많이 포함하는 구역과 그렇지 않은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또한 Mn이 이 시료

에서 관측되어지는 자성 현상에 어떻게 기여를 하는 가

에 대해 이해할 수 있고 [3], (그림 1b) 플라즈마 디스플

레이 패널이 구동으로 인해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가 

된 표면의 화학적인 상태가 국부적으로 어떠하며, 이 결

과 cell 내부에서 발생하는 플라즈마의 영향을 이해하고 

싶을 때 [4], (그림 1c) organic light emitting device 

(OLED) 혹은 polymer light emitting device (PLED)

를 구동함에 있어서 dark spot (DS)이 발생하는데, 이 

DS에서의 화학적 상태를 측정함으로써 그 발생 원인

을 알고 싶을 때 [5, 6], (그림 1d) 새로운 제조기법으

로 제조된 MoS2 flake가 실제로 원하는 원소들과 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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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eed of space-resolved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XPS) has developed scanning photoelectron microscopy (SPEM). 

SPEM provides space-resolved XPS data from a spot of a sample 

as well as images of specific element, chemical state, valency 

distribution on the surface of a sample. Based on technical 

advancement of tight x-ray focusing, sample positioning accuracy, 

and electron analyzer efficiency, SPEM is now capable of providing 

~100 nm space resolution for typical XPS functionality, and SP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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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 valency, and electronic structure on the surface of newly 

discovered materials, such as graphene layers, dichalcogenide 

2D-materials, and heterogenous new functional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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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stoichiometry로 되어있는지 확인하고자 할 때 [7], 

혹은 우수한 성질의 MoS2 박막 제조기법을 개발했을 때 

그 제조기법을 증명하고자 할 때 [8], 등 다양한 분야에

서 유용한 해답을 줄 수 있게 된다. 

기술적으로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X-선 집속기술

은 Fresnel zone plate (FZP)의 개발로 가능해 졌는데 

[9], 1990년대 중반기에 이르러 1μm 이하의 공간분해

능을 가지며 분석 경쟁력을 갖는 XPS 장치들이 구현되

기 시작했다 [10-15]. ZP는 효율이 낮고 (ZP 자체의 효

율은 수% ~ 10% 이나, coherency 등 기타 사항을 고려

하여 장치를 구성하게 되면, 시료에서 얻어지는 flux는 

ZP로 집속하기 이전의 flux 대비 1%도 안됨), working 

distance가 실제로 수 mm도 되지 않기 때문에 electron 

analyzer로의 전자포집 효율도 낮아서, signal to noise 

ratio (SN비)가 쓸만한 XPS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는 강

한 세기의 광원이 필요하며, 따라서 광전자분광현미경

은 3세대 방사광가속기의 undulator 빔라인을 이용하

여 구현되었다 [10-15]. 다음으로 중요한 기술은 정확하

게 시료 및 광학계를 위치시키는 것으로, 초고진공용 정

밀 stage 제작 및 구동 기술, 더 나아가 scanning 기술

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술력의 개발 결과, 광전자

분광현미경은 광원이 1 μm 보다 작게 집속된 위치로부터 

XPS 데이터를 얻게 해 줄 뿐만 아니라, 시료를 x, y 축으

로 scanning 하면서 특정한 운동에너지의 광전자를 측

정함으로써 특정 원소 혹은 화학적 상태에 대한 이미지

를 얻게 해 준다 (그림 2a). 이 scanning 기능을 강조한 

의미로, 광전자분광현미경은 scanning photoelectron 

microscopy (SPEM)으로 표시하게 되었다. 이탈리아의 

Elettra에 [10], 대만의 Taiwan Light Source에 [11], 

한국의 Pohang Light Source (PLS)에 [12] XPS 기반

의 SPEM이 오랫동안 운영되어 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일본의 SPring-8에도 [13] SPEM이 구축되어 운영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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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xamples that need space resolved XPS. (a) Mn doped Ge sample which showed Mn-rich and Mn-depleted phase separation. Same 

phenomena were observed from Cr- and Fe-doped Ge samples. From Ref. [3] (b) Plasma display panel which was degraded after 

operation. From Ref. [4]. (c) Polymer light emitting device which showed dark spots after operation. From Ref. [6]. (d) Single layer 

MoS2 flakes fabricated by a newly devised CVD technique were needed to be characterized. From Ref. [7].

[Fig. 2]  (a) Schematic of SPEM. (b) Photos of a SPEM at the P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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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고 있다. 한편, 최근에 프랑스의 Soleil에 [14] 그리고 

미국의 Advanced Light Source에 [15] nano AR-PES

의 이름으로 AR-PES의 기능을 강조하는 장비가 구축되

어 운영되고 있다. 

SPEM은 그림 2a에 나타난 바와 같이 단색성의 

연 X-선 광원, X-선 렌즈인 ZP, ZP을 그냥 통과하

는 0-차 광원과 1-차 이외의 회절광원을 막아주는  

order sorting aperture (OSA), 시료를 scan해 주

는 scanning stage들, 및 electron energy analyzer

가 기본 구성이다. 여기에 초고진공 쳄버, preparation 

chamber, 등 XPS 혹은 AR-PES를 원활하게 하는 장

치들로 구성되어 진다 (그림 2b). ZP의 초점거리는 입

사하는 X-선의 에너지 즉 파장에 따라 변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 에너지를 변화시킴에 따라 ZP 위치를 적

절히 변화시켜주는 기술이 필요하다. 한 번의 작동 버

튼으로 ZP를 원하는 위치로 정확하게 움직이기 위해서

는 움직이는 구동 stage의 상대적인 위치 변화를 laser 

interferometer 등으로 정확하게 측정하고 이를 빠르게 

피드백 시켜주어 보정하는 기술이 필요한데, 이 기술은 

2000년대 중반에야 현실화되어 최근에 구축된 SPEM 

장치에서만 가능하다. 한편, 공간분해능이 다소 떨어지

지만 ZP 대신에 capillary를 X-선 렌즈로 사용하게 되

면 입사하는 X-선의 에너지를 바꾸어도 렌즈위치를 조

정할 필요가 없게 된다. 그림 2는 SPEM에 대한 개념도 

(a)와 포항에 설치된 SPEM의 모양 (b)을 보여주고 있

다. 

SPEM의 성능 즉 유용성에 영향을 주는 것은 입사하

는 X-선 광원의 세기 및 가용한 에너지 영역, 검출기의 

효율 및 수월성, 공간분해능, 그리고 시편의 처리 능력 

여부이다. 광원의 세기는 클수로 SN비가 좋아지기 때문

에 실험에 유리하다. 반면에 단위면적당 intensity가 매

우 높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점도 있다. 예를 들어, 광

원의 flux가 ZP로 집속하기 위해서 많은 양을 잃어버리

고 그 세기가 10-3 만큼으로 줄어들었다고 가정해도 100 

nm의 공간에 집속되는 경우, 대부분의 XPS가 수백 μm 

크기의 광원으로 실험하는 것을 고려하면, X-선을 집

속하지 않았을 때 대비 103 배 이상 강한 intensity가 된

다. 따라서 시료의 전도성에 따라 효과는 다르지만, 전

도성이 적은 시료의 경우 강한 charging 효과가 나타나

기도 하며 [16, 17], 또한 radiation damage가 일어나

기도 한다. 하지만, 유기 물질과 부도체/반도체 물질이 

아닌 경우 대부분 실험에 있어 문제가 크지는 않은 상황

이다. 광원의 세기에 상응해서 검출기의 성능 또한 실험

의 질을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준다. 보다 높은 효율을 

가지고, 많은 channel 수를 가지는 광전자검출기를 채

택하는 추세이지만, 각 위치마다 짧은 측정시간(수-수

백 ms)만 머무르며 얻는 광전자 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처리하는 제어/DAQ/프로그래밍 기술이 뒷받침되어져

야 한다. 

에너지 영역은 높은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을수록 유

리하다. 특히, 대부분의 시료는 SPEM으로 분석하기 

이전에 공기중에 노출되기 때문에, C, O 원소들을 측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입사하는 연 X-선의 에너

지는 적어도 O 1s 광전자를 측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Si 위에 준비한 시료들은 Auger 전자들과 

secondary 전자들의 분포 속에서 Si 2p, O 1s 등의 주

요 원소의 궤도전자들의 분광정보를 좋은 SN비로 측정

하기 위해 630 eV 이상의 입사광원이 유효하다. 최근에

는 transition metal (TM)의 중요성도 강조되므로  TM 

2p 광전자를 측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고려하면 연 

x-선의 에너지는 1000 eV까지 가능할 필요가 있다. 광

원의 에너지 영역이 넓으면 특정 원소와 궤도전자에 대

한 광전자 방출 효율을 달리하며 연구할 수 있는 장점 

뿐만 아니라, probing depth도 변화시키며 표면 부위 

정보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위 그림 3

은 잘 알려진 universal curve 이다 [18]. 전자에너지분

석기와 시료표면과의 각도를 변화시킴으로써 깊이 정보

를 얻을 수도 있는데, 시료 주위의 좁은 공간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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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Universal curve of ‘mean free path’ as a function of kinetic 

energy of an electron. From Ref.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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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도를 조작하는데 많은 주의를 요하게 된다. 이러한 주

의는 nano AR-PES 실험에도 적용이 된다. 

시료에 집속되는 광원의 크기는 주로 ZP의 성능과 

ZP에 입사하는 광원의 virtual source 크기로 결정된

다. 집속된 광원의 크기를 작게하려면 빔라인의 virtual 

source 크기를 작게 할 필요가 있는데, 빔라인의 exit 

slit과 ZP 사이에 mirror 들과 pinhole로 virtual 

source를 만드는 경우 flux 손실이 심해 지는 경우가 있

다. 이 경우는 XPS 신호를 충분한 SN비로 얻기 위해서 

공간분해능을 희생하는 경우가 있다. 공간분해능을 좌우

하는 또 하나는 시편의 위치를 어떻게 정확히 위치시키

는가에 있다. 1990년대 방사광 시설에서의 초고진공 장

비에서 사용되는 scanning stage 류의 엔코더로써 그나

마 정확한 것이 PZT stage내의 capacitive sensor이었

는데 이를 이용하여 피드백을 주는 기능이 있으나 실제

로 적극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다. 특히 크고 무거운 시료 

홀더를 사용하는 경우 빠른 scan을 할 때 발생하는 진

동 등의 영향을 줄이고 위치 오차없이 잘 움직이게 하는 

조건을 잡기 어려워 실제 구현할 수 있는 위치 정밀도는 

좋지 않았다. 최근에는 laser interferometer를 활용하

여 위치 측정 정밀도를 높이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어느 

엔코딩 기술을 쓰더라도 공진없이 보정할 수 있는 빠른 

feedback 기술이 있어야 한다. 최근의 nano AR-PES

의 경우 공간분해능이 70 nm이다 [14].

응용면에서의 SPEM의 장점은 비파괴적이며 잘 정

립된 XPS 분석기술을 적용하는데 있다. XPS 특히 

ESCA에 숙달된 사람이라면 쉽게 적응할 수 있는 장치

이다. 최근에는 표면 sensitive하고 화학적 상태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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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 SPEM image of monolayer graphene and multilayer 

graphenes on SiO2 surface (left) and a band structure 

obtained from a monolayer graphene, (A) spot. From Ref. 

[14].

[Fig. 5]  SPEM images of single layer MoS2 flakes obtained at the (a) Mo 3d, (b) S 2p, and (c) O 1s orbitals, and the spectra obtained from the 

center of a flake (point indicated in top-left image). From Ref.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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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해주며 시편 처리를 통한 in-situ 실험이 가능하

다는 SPEM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실험이 많이 이루어

지고 있다. 그림 4는 Soleil의 nano AR-PES의 기능

을 보여주는 것으로 왼쪽의 경우 SiO2 위의 monolayer 

graphene과 multilayer graphene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으며, 오른쪽 데이터는 monolayer graphene의 (A) 

위치에서 얻은 band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14]. 포항에

서도 최근에는 2D-물질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

다. 그림 5는 새로운 CVD 기법으로 제조한 MoS2 flake

들이 원하지 않는 원소없이 Mo, S로 이루어졌으며, 또

한 원하는 stoichiometry로 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데이

터이며 특히 Mo, S의 경우 산화가 되어 있지 않음을 보

여주고 있다 [7]. 한편, 패턴이 가능하면서도 대면적으

로 MoS2를 제조할 수 있는 기법을 고안하였는데, 이 제

조기법으로 얻어진 시료에 대해서 얻은 SPEM 데이터로

부터 이 제조기법에 대한 모델링을 보다 정확히 제시할 

수 있게 한 연구도 있다 [8]. 그림 6의 경우는 MoTe2가 

hexagonal 구조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반도체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laser 입사를 통해서 국부적으로 전도

성이 좋은 구조로 바뀌는 현상을 확인하고, 이러한 현상

이 MoTe2 단결정에서 뿐 아니라 2D-flake에서도 일어

남을 확인하는 연구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 [19]. 최근에

는, photo-degradation이 잘 일어나는 WSe2를 3겹의 

h-BN로 encapsulation하면 레이저를 쪼여주더라도 안

정적인 상태로 머물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얻었다 [20]. 

다양하고 경쟁적인 각종 연구장비의 개발과 발전으로 

인한 주위변화에 대비해 SPEM 시설 또한 꾸준한 성능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지

고 있다. 우선적으로 공간분해능을 현재의 수백 nm에

서 50 nm 급으로 개선하는 노력들이 전반적으로 이루

어지고 있다. 응용 경쟁력 면에서 최근 유행인 2D-물

질(flake)들의 크기가 많은 경우 수 μm 정도이고 이 물

질 연구가 당분간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분광정보를 제

공하는 SPEM의 경쟁력은 당분간은 유지될 것이다. 특

히 nano AR-PES는 band 구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으로써 근본적인 물리 화학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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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pace resolved spectra obtained from a single crystal (A) and flakes (B) of MoTe2 before and after laser irradiation, which shows phase 

transition after laser irradiation. (E, F) SPEM  images on the flakes showing laser irradiated and unirradiated (E) region. From Ref.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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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계속 경쟁력을 가질 것이다. 한편 초고진공 장치에

서 활용될 수 있는 pulsed gas injection 기술의 개발, 

graphene 혹은 silicon nitride membrane을 이용하여 

gas cell, liquid cell을 만들어 응용범위를 넓히는 기술

들이 개발되고 있다 [21]. 이러한 노력으로 SPEM의 응

용 분야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진공이야기에의 제언: 포항의 SPEM을 구축하면

서 목적에 맞는 국내 제품이 거의 없어서 아쉬움이 많

았다. 예를 들어, focusing optics인 zone plate, 초

고진공용 정밀 scanning stage, 전자에너지 측정기, 

fast electronics 및 제어 DAQ 부품들, 그리고 laser 

interferometer와 피드백 기능을 이용한 정확한 위치 

제어 기술 등 SPEM 관련 부품, 제품과 기술이 없거나 

거의 없었다.  분석장비 개발에서의 국내 기술 발전을 

위해서 이러한 부품, 장비,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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