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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일반적인 광학 현미경으로 관찰할 수 없는 나노미

터 크기를 가진 미시적 물체의 표면이나 구조를 관

찰하기 위해 다양한 표면 분석 기술들이 개발되어 

왔다. 특히 전자 현미경은 빛 대신 높은 에너지의 전

자선을 이용함으로써 광학 현미경의 분해능보다 훨

씬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중 주사 전자 현

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과 투과 

전자 현미경(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TEM)은 나노미터 수준의 물질 표면 관찰뿐만 아

니라, TEM의 경우 원자단위까지 물질의 표면 관

찰이 가능하다. 또한 주사 탐침 현미경(scanning 

probe microscope, SPM) 중에서 원자간력 현미

경(atomic force microscope, AFM)과 주사 터널

링 현미경(scanning tunneling microscope, STM)

은 시료와 탐침 사이의 원자간력과 터널링 전류 등

을 이용하여 시료의 표면 형상을 검출할 수 있다. 

이러한 표면 분석 기술들의 발전은 다양한 나노 물

질들의 구조 관측과 물리적 현상들을 규명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앞서 서술한 기술들은 주

로 시료 표면의 물리적 구조들을 분석하는데 이용

되기 때문에, 시료의 화학적 분석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이 바로 SPM과 

라만 분광법을 결합한 탐침 증강 라만 분광학(tip-

enhanced Raman spectroscopy, TERS)이다.

TERS는 표면 증강 라만 분광법(sur face-

enhanced Raman spectroscopy, SERS)의 원리를 

이용하여 개발된 라만 분광 기술이다. SERS는 작은 

라만 산란 단면적(Raman scattering cross-section)

으로 인해 비교적 검출하기 힘든 라만 산란 신호를 

증폭시키기 위해 도입되었다. 은(Ag)이나 금(Au)과 

같은 금속 나노 입자를 이용함으로써, 금속 나노 입

자와 입사하는 빛의 상호 작용에 의해 나노 입자 표

면에 흡착된 시료의 라만 신호를 증폭시켜 검출한다. 

이 때, 신호의 증폭 정도는 금속 나노 입자의 모양 및 

크기 그리고 금속 종류에 따라 변하며, 이와 더불어 

입사하는 빛의 각도와 파장 그리고 편광에도 의존하

게 된다. 이처럼 다양한 요인들을 통제함으로써, 단

일 분자의 라만 산란 신호까지 SERS로 확인할 수 있

다. 하지만 SERS는 라만 분광학의 작은 산란 단면적

의 단점을 극복했음에도 불구하고, 광학계의 회절 한

계로 인해 고 분해능의 라만 이미지는 얻을 수 없다. 

TERS는 SERS의 금속 나노 입자 대신 금속 나노 탐

침을 이용하여 증강된 라만 신호뿐만 아니라 동시에 

시료의 구조적 특성까지 관측할 수 있는 장비이다. 

본고에서는 TERS에 대해 소개하고 TERS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나노탐침과 관련된 물리학적 

현상들을 기술함으로써 TERS에 대한 이해와 앞으로 

나아갈 연구의 개발 방향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2. TERS의 원리와 연구 동향

TERS는 나노탐침에 유도되는 국부적 표면 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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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몬 공명(localized surface plasmon resonance, 

LSPR)을 이용한 표면 분석 라만 분광법이다. 먼

저 표면 플라즈몬(그림 1)이란 Ag와 Au 같은 0보

다 작은 유전율을 갖는 금속과 그 금속이 속해있

는 0보다 큰 유전율을 갖는 유전체의 계면을 따라 

전파하는 자유 전자들의 집단적인 진동 현상을 말

한다. 이 때, 금속에 입사하는 전자기장(일반적으

로 가시광선)의 진동수와 표면 플라즈몬의 진동수

가 일치하여 공명이 일어나 입사파보다 더욱 증강

된 크기를 가지는 현상을 SPR이라 일컫는다. 그리

고 SPR은 계면으로부터 멀어질수록 기하급수적으

로(exponentially) 감소하는 소멸파(evanescent 

wave) 형태를 갖는다.

이러한 SPR은 얇은 금속 평면에서 일어나는 전파

형 플라즈몬과 금속 나노 입자에서 발생하는 LSPR

이 있다 (그림 1). LSPR 원리를 이용한 TERS는 금

속 나노 입자 대신에 금속 나노 탐침을 사용하여 시

료의 원하는 곳에 위치시킨 후, 레이저를 조사하여 

탐침 끝 부분(tip apex)에서 LSPR에 의해 증강된 라

만 신호를 얻게 되는 것이다 (그림 2).

뿐만 아니라, TERS는 탐침 끝에서 소멸파 형태

의 강한 근접장(near-field)에 의해 빛의 회절 한

계를 뛰어넘는 공간 분해능을 가질 수 있다. 라만 

분광법에서 회절 한계에 따라 공간 분해능은 입사

하는 빛의 파장과 대물렌즈의 개구수(numerical 

aperture, NA)에 의존한다. 이에 따라 공간 분해

능은 대략 사용하는 빛의 1/2 파장으로서 나타낼 

수 있으며, 약 200~300 nm로 알려져 있다. 반면

에 나노 단위의 탐침 끝에서 증강된 라만 신호를 

얻는 TERS의 경우, 공간 분해능은 회절 한계를 뛰

어 넘어 50 nm 이하로 나타날 수 있다. 또한 탐침 

끝 부분의 곡률 반지름에 의존하여 공간 분해능은 

수 나노미터까지 향상될 수 있으며, 라만 신호의 

증강 지수(enhancement factor)도 이에 의존하게 

된다.

TERS를 처음으로 증명한 논문은 2000년 스위스 

Zenobi 그룹에서 AFM-TERS를 사용한 유리 기판 

위에 증착된 brilliant cresyl blue(BCB) 박막(thin 

film)에 대한 연구 결과이다. 이 연구에서는, 그림 3

에서와 같이 시료에 대한 두 가지 다른 조건의 라만 

스펙트럼을 보여준다. 먼저 파란색 a 스펙트럼은 탐

침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도립 현미경 구조의 

라만 분광법을 이용하여 얻은 소수의 약한 라만 신

호들이며, 그에 반해, 빨간색 b 스펙트럼은 Ag를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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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전파형 플라즈몬과 국부적 표면 플라즈몬 공명(LSPR)의 
모식도 [1, 2].

그림 2. 탐침 증강 라만 분광법(TERS) 원리의 모식도.

그림 3. BCB의 TERS와 라만 스펙트럼 [3].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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팅한 AFM 탐침을 이용하여 얻은 여러 종류의 증강

된 라만 신호들이다.

위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세계의 수많은 연

구 그룹에선 회절 한계를 넘어서는 공간 분해능을 

가지는 라만 이미지를 얻기 위해 TERS를 더욱 발전

시켜 왔다. 이에 따라 단일 분자의 라만 이미징을 시

도하여, 2013년 중국의 Dong 그룹에서 Nature에 

최초로 게재하였다 (그림 4). 이 연구에서는 저온 초

고진공(ultrahigh-vacuum, UHV) STM-TERS를 

기반으로 Ag(111) 기판과 Ag 탐침을 사용하여 실험

을 진행하였다. 이 때 기판과 탐침 사이의 나노 간격

(nanogap)에 의해 더욱 증강된 표면 플라즈몬 공명

을 이용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회절 한계를 훨씬 뛰

어 넘어 0.5 nm 공간 분해능의 TERS 이미지를 측

정하였고, 단일 분자의 내부 구조를 시각화하였다. 

또한 TERS 이미징을 통하여 관측된 라만 신호와 단

일 분자의 진동 모드 이미지를 실험과 계산상으로 

입증하여, 고분해능 화학 이미징 연구를 위한 토대

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앞서 기술한 연구 결과와 같이 고분해능

의 TERS 이미지를 얻기 위해선 실험 환경과 시료의 

안정성을 위해 저온 및 UHV 환경에서 실험을 진행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

년 일본의 Kawata 그룹은 상온, 상압의 환경에서 

STM-TERS를 이용하여 1.7 nm라는 높은 공간 분

해능의 라만 이미징을 입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그림 5와 같이 세 가지 종류의 탄소나노튜브를 라만 

신호에 따라 TERS 이미지를 나타내었고, TERS 스

펙트럼을 통하여 탄소나노튜브의 층 수 및 결함을 

명확하게 식별하였다.

뿐만 아니라, 본 그룹은 AFM이나 STM이 아닌 

전단력 현미경(shear-force microscope, SFM 또

는 shear-force AFM)을 이용한 SFM-TERS를 이

용하여 대면적 단일층 그래핀에서 이중층 결정립

계(grain boundary)의 특성을 확인함으로써, 2017

년 Advanced Materials에 연구 결과를 게재하였다. 

그림 6과 같이, AFM 이미지에서 쉽게 분간할 수 없

는 구조적 특성들이 TERS 이미지에선 라만 모드별

로 뚜렷하게 구분이 가능하다. 그리고 TERS 스펙트

럼을 통해, 공초점 라만보다 훨씬 증강된 세기와 더

불어 표면 구조와의 상관관계를 볼 수 있었다. 이러

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그래핀의 결정립계가 이

중층 그래핀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하였고, 그

래핀의 나노주름과 핵형성 지점(nucleation site)에

서의 포논산란 특성을 분석하여 그래핀의 나노단위 

결함(defects)과 대면적 그래핀 성장의 메커니즘을 

더욱 잘 이해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 기대된다.

테마기획  _ 표면 분석 기술 

그림 4. 단일 Porphyrin(H2TBPP) 분자의 TERS 스펙트럼과  
이미지 [4]. 그림 5. 탄소나노튜브의 STM 이미지 및 고분해능 TERS 이미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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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소개한 연구들과 같이 TERS는 생화학 및 반

도체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다. 또한 연

구 분야에 따라 SPM의 종류를 달리하여, 다양한 TERS 

측정법들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3. TERS의 이해

3.1 SPM을 이용한 TERS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SPM과 라만 분광법을 결

합한 TERS는 SPM의 종류에 따라 측정법을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 바로 SFM-TERS 그리고 

AFM-TERS와 STM-TERS이다 (그림 7).

우선 SFM-TERS(그림 7a)는 금속 와이어로 제

작한 나노 탐침을 피드백 시스템을 위한 소리굽쇠

(tuning fork) 센서에 붙여서 사용한다. SFM-TERS

는 시료의 종류와 주변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

고, 시료에 손상을 거의 주지 않는 장점이 있다. 또한 

레이저의 종류에 따라 금속 나노 탐침의 종류를 달

리하여 tuning fork에 붙임으로써, 다양한 파장대의 

레이저를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탐침을 

tuning fork에 붙이는 각도에 따라 정립 및 도립 현

미경의 사용이 가능하나 단점으로 금속 나노 탐침을 

tuning fork에 붙이기 어렵고, 붙는 경우에 따라 탐

침 공진 진동수의 Q factor 값이 쉽게 달라질 수 있다.

다음으로 AFM-TERS(그림 7b)는 일반적으로 사

용되는 실리콘(Si) AFM 탐침에 사용할 레이저의 

파장에 따라 Ag나 Au와 같은 금속을 코팅한 탐침

을 사용한다. AFM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SFM-

TERS와 마찬가지로 시료의 종류에 관계없이 측정

이 가능하며, 작동법이 쉬운 편이다. 하지만 기존의 

AFM 탐침에 금속을 코팅함으로써 탐침 표면이 쉽

게 손상될 수 있고, 이에 따라 탐침을 만드는데 많은 

비용이 든다. 그리고 금속 코팅의 두께에 따라 라만

의 증강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최적화된 조건을 찾

기가 까다로운 편이다. 

마지막으로 STM-TERS가 있다 (그림 7c). STM

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SFM이나 AFM보다 향상

된 공간 분해능과 더욱 정확한 통제가 가능하고, 앞

서 기술한 SFM의 탐침과 같이 금속 와이어를 이

용하여 탐침을 만들기 때문에 경제적인 편이다. 뿐

만 아니라 tuning fork에 붙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SFM보다 탐침을 다루는데 편리하다. 그러나 STM

의 특성상 터널링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 도체 기판

위에 도체 또는 반도체 시료를 사용해야만 하고, 용

적이 큰 시료(bulk sample)는 불가능하고 박막과 

같이 아주 얇은 시료여야만 한다. 또한 STM에 사

용되는 시료와 기판의 특성상, 불투명성 때문에 도

립 현미경을 사용하는 라만 분광법에선 사용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또한 표면의 거침정도(suface 

roughness or undulation)가 수 백 나노미터 이상

이 되면 측정하기 힘들다.

S p e c i a l  T h e m a    02

그림 7. TERS에서 사용되는 SPM 종류의 모식도.

그림 6. 그래핀의 AFM과 TERS 이미지와 TERS 스펙트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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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M의 종류에 따라 TERS는 서로 다른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시료나 실험 환경의 조건에 맞추

어 TERS 측정법을 고르는 것이 중요하고, 각각의 측

정법에서 가장 효율적인 TERS 자료를 얻을 수 있도

록 최적화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나 아직까진 TERS의 

실험 조건을 최적화 했다고 하기에는 힘든 실정이다.

3.2 TERS의 탐침

3.2.1 SPM 종류에 따른 TERS 탐침

TERS라 불리는 탐침 증강 라만 분광법의 이름에

서도 알 수 있듯이, TERS에서 탐침의 역할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할 수 있다. 앞서 TERS에 적용

되는 SPM에 대해 기술할 때 간단히 언급한 것처럼, 

SPM의 종류에 따라 사용되는 TERS 탐침의 종류 또

한 다르다. 먼저 SFM의 경우, Ag 또는 Au 와이어를 

전기화학적 식각(electrochemical etching)하여 나

노 탐침을 만들고, 이를 접착제로 tuning fork에 붙

여 사용한다. SFM과 마찬가지로, STM의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나노 탐침을 만들어 사용한다. 반면

에 AFM의 경우, AFM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Si 탐침

에 Ag나 Au를 열적 증착법(thermal evaporation) 

또는 전자빔 증착법(e-beam evaporation)을 사용

하여 코팅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탐침들은 TERS에 

적용되어 오고 있지만, 전기화학적 식각이나 금속 

코팅, 두 경우 모두 아직까지 최적화되지 않았다. 이

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외 여러 연구기관

에서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STM과 SFM-TERS에 이용되는 탐침은 전기화학

적 식각이라는 가장 널리 알려진 방법으로 제작된

다. 그림 8과 같이 식각(etching)하고자 하는 금속 

와이어를 부식액(etchant)에 담근다. 이 때 상대 전

극으로, 링 모양 Ag나 Au 또는 Pt(백금) 등의 금속 

와이어를 사용한다. 두 전극 사이에 직류나 교류 전

압을 걸어주면 금속 와이어가 식각되어 매우 뾰족

한 탐침이 된다. Au 탐침을 만들기 위한 부식액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HCl 수용액(염산)이고, Ag 

탐침의 경우 암모니아, 질산, 그리고 황산 등 다양한 

부식액이 사용되고 있다.

HCl의 농도를 변화시킴으로써 식각의 화학적 반

응 속도나 용액의 점성도를 조절하여 탐침의 모양

을 결정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에탄올이나 글리세롤

과 같은 알코올을 HCl 수용액에 섞는다. 이처럼 두 

전극 사이에 걸어준 전압의 값을 변화시키거나 용

액의 종류나 농도를 조절함으로써, 그림 8c, d와 같

이 다양한 모양의 Au 또는 Ag 탐침을 얻을 수 있다.

본 그룹에서는 다양한 조건의 전기화학적 식각 

방법을 통해 TERS의 Au 탐침을 제작하고 각각의 

탐침별 TERS 이미징에 성공함으로써, TERS Au 

탐침을 위한 전기화학적 식각의 조건을 최적화하

여 이에 대한 연구 결과를 Scientific Reports에 게

테마기획  _ 표면 분석 기술 

그림 8. 전기화학적 식각 방법과 식각하여 만든 Au와 Ag TERS 
탐침 [7, 8].

그림 9. 전기화학적 식각 방법으로 제작한 Au 탐침과 그에 따른 
TERS 이미지 [9].

(b)(a)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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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였다 (그림 9). 전극에 사각파 형태의 교류 전

압을 걸어주고 HCl 수용액과 에탄올의 부피 비율

을 조절하여 탐침을 제작하였다. 그 결과, HCl 수

용액과 에탄올의 부피 비율이 3:1 때, 상대적으로 

높은 수율과 작은 반지름을 가진 탐침을 얻을 수 있

었고, 이러한 조건에서 제작된 여러 탐침을 사용하

여 2차원 물질인 단일 층 이황화텅스텐(tungsten 

disulfide, WS2)의 다양한 TERS 이미지를 얻을 수 

있었다. 이 경우 공간 분해능은 40 nm 정도를 얻을 

수 있었다.

AFM-TERS에 이용되는 탐침을 제작하기 위해

선, AFM 캔틸레버(cantilever)로 가장 많이 쓰이

는 Si 탐침을 진공에서 Ag 또는 Au 금속으로 코팅

시킨다. 이 때, 탐침의 맨 끝 부분(tip apex)에 증착

되는 금속의 구조와 크기는 증착 온도와 증착 시간

에 따른 금속 두께 그리고 금속 종류 등 다양한 요소

들의 영향을 받는다. 그림 10은 Si AFM 탐침에 Au

를 코팅 한 후, Au 두께에 따른 전기장 증강 정도와 

TERS 스펙트럼의 변화를 보여준다. 이를 통해, 금

속 코팅의 두께가 너무 두껍거나 얇으면 TERS 탐침

으로서 적절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뿐만 아니

라 탐침 끝의 코팅된 금속 모양에 따라 탐침 끝의 곡

률 반지름이 달라지기 때문에, 같은 두께의 금속 코

팅이라도 그에 따른 라만 신호의 증강 정도는 다를 

수 있다. 따라서 STM/SFM-TERS 탐침을 만드는 

전기화학적 식각법과 마찬가지로 AFM-TERS 탐

침을 만들기 위한 진공 및 화학적 증착법도 TERS의 

효율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탐침을 만드는 조건의 

최적화가 반드시 필요한 상태이다.

3.2.2 TERS 탐침의 금속 재료

앞에서 언급했듯이, TERS 탐침의 재료로써 Au

와 Ag가 많이 사용된다. Au와 Ag는 다른 금속들에 

비해 높은 자유전자 밀도를 가지고 있고, 상대적으

로 이온화 경향성이 낮은 편이어서 매우 안정적이

다. 또한 높은 자유전자 밀도는 금속 유전율의 실

수부를 음수로 만들고 금속이 큰 편극률을 갖게 하

여, 강한 전기장 증강을 유발한다. 그리고 허수부

의 경우, 에너지 손실인 빛의 흡수 정도를 가리키므

로 효율적인 증강을 위해선 값이 작아야만 한다 (그

림 11). 따라서 Au의 경우에는 가시광선 영역 중 약 

630 nm에서 비교적 낮은 유전율의 실수부 값을 갖

으면서 가장 낮은 허수부 값을 갖는다. Ag의 경우에

는 유전율의 실수부와 허수부를 동시에 고려하였을 

때, 약 530 nm에서 효율적인 증강을 할 수 있는 값

을 갖게 된다. 따라서 많은 연구기관들은 Au 탐침을 

사용하였을 때 633 nm 레이저를, Ag 탐침을 사용

하였을 때는 532 nm 레이저를 사용한다.

또한, TERS 탐침의 재료로써 가시광선 영역

에선 Au와 Ag가 이용되는 반면에, 자외선 영역

(ultraviolet, UV)에선 알루미늄(Al)이 이용된다. 그

림 11에 나타난 것과 같이, Al의 유전율은 자외선 

영역에서 매우 낮은 실수부와 허수부를 갖기 때문

이다.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여, 앞에서 언급한 본 그룹

S p e c i a l  T h e m a    02

그림 11. TERS 탐침으로 이용되는 금속들의 가시광선 영역에서 
유전율 변화 [11-13].

(b)(a)

그림 10. Au 코팅 두께에 따른 전기장 증강 계산과 TERS 스펙
트럼 [10].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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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Advanced Mateirals의 연구 결과는 가시광선 

영역인 633 nm 레이저와 Au 탐침을 이용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본 그룹에서는 2012년 Journal of 

Raman spectroscopy에 SFM 기반으로 355 nm 레

이저를 이용하여 UV-TERS에 대한 연구 결과도 보

고한 바가 있다 (그림 12). 이와 같이, 앞서 기술한 

TERS의 핵심 원리인 LSPR은 가시광선 영역에서 각

기 다른 금속의 유전율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TERS 탐침의 재료로써 사용되는 금속과 

그에 걸맞은 레이저의 파장이 필수적이다.

3.2.3 TERS 탐침의 반지름

TERS의 특징인 라만 신호를 증폭시키는 전기장 

증강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하나는 탐침의 반

지름이다. 여기서 반지름이란 탐침의 끝 부분(tip 

apex) 곡률의 반지름을 일컫는다.

그림 13은 탐침의 반지름 크기에 따라 탐침 끝에 

생기는 전기장 증강의 크기가 변화하는 것을 나타

낸다. 그림 13a는 Si 탐침, 그림 13의 b,c는 Au 탐

침의 경우를 각각 보여준다. 탐침의 종류와 증강이 

일어나는 파장대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탐침의 반지름이 가장 작을 때 전기장 증강의 크기

가 대폭 증가한다. 따라서 크게 증강된 라만 신호를 

얻기 위해선, 탐침 끝 부분의 곡률 반지름의 크기를 

작게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반지름

이 작은 탐침의 수율을 높이는 방법에 대한 개발이 

더욱더 활발히 연구되어야 한다.

3.2.4 TERS 탐침과 시료와의 거리 관계

앞서 언급한 라만 신호의 증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탐침의 반지름과 더불어, 탐침과 시료 사이의 

거리 또한 라만 증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그림 14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TERS의 경우 탐침

과 시료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TERS의 증강 지

수, 즉 라만 산란의 신호가 증폭하는 것을 알 수 있

테마기획  _ 표면 분석 기술 

그림 12. Au 탐침의 VIS-TERS와 Al 탐침의 UV-TERS의 실험 
장비 모식도 [6, 14].

(a)

(b)

그림 13. 탐침의 곡률 반지름에 따른 전기장 증강 변화   
[9, 15, 16].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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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므로 강한 라만 신호를 얻기 위해선 탐침

과 시료 사이의 거리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 또

한 이러한 현상은 TERS에서 탐침과 시료 사이의 

거리를 정확히 조절하게 위해 SPM 피드백 시스템

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TERS와 다르

게 탐침 증강 형광(tip-enhanced fluorescence, 

TEF 또는 탐침 증강 광발광(tip-enhanced 

photoluminescence, TEPL))의 경우, 처음에는 탐

침과 시료의 사이가 가까워질수록 세기가 커지지

만 1 nm로 거리가 좁혀질수록 신호의 세기가 감소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원인은 금속인 탐침

과 시료 사이에서 운반자(carrier)들의 이동(charge 

transfer)이 발생하여 PL의 세기가 줄어드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결론

지금까지 TERS의 원리와 연구 동향, 그리고 

TERS 종류와 핵심요소인 나노 탐침 등에 대해서 간

단히 기술하였다. 서론에서 기술했듯이, TERS는 라

만 분광법 중 하나인 SERS의 원리를 이용하면서, 

탐침을 이용하는 표면 분석 기술인 SPM을 기반으

로 하는 라만 분광법이다. 이는 저차원 나노 물질들

의 표면 분석과 더불어 화학적 정보까지 제공해줄 

수 있다. TERS에 대한 연구가 국내외 많은 연구 기

관들을 통해 진행되고 있지만, 21세기에 들어 처음 

TERS를 증명한 만큼 앞으로 TERS에 대한 많은 연

구가 필요하다. 특히 TERS의 공간 분해능과 라만 

신호의 세기를 결정짓는 탐침의 개발 연구가 집중

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로써 TERS는 물리, 재

료와 생화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물질의 표면 및 광 

분석에 활용될 수 있는 뛰어난 나노분석 시스템으

로 자리 매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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