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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박막소재의 보편적인 역학시험기법으로 자리

매김한 나노압입기법(nanoindentation technique)은 

현재 반도체 및 전자소자 소재는 물론 유리질 금속, 
생체, 바이오소재의 변형과 물성측정에 활용되고 

있다1. 특히 나노박막을 포함한 나노소재의 측정이 

확대되면서 100 nm 이하 영역의 극히 얕은 나노압

입시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압입

깊이가 얕아질수록 나노압입시스템, 압입자, 시험

편 및 측정 및 분석절차와 같은 다양한 영향인자가 

작용하여 측정결과의 재현성은 떨어지게 된다. 극
히 얕은 압입에서는 측정시스템의 하중 및 변위 

측정영역과 분해능이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수준

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압입자 첨단의 가공불

량이나 마모로 인해 알려진 형상과 완전히 다른 

형상을 가질 수도 있다. 시험편의 잘못된 준비로 

인해 역학적 경사층, 표면조도 및 표면부의 균질도

가 측정데이터의 재현성을 저해할 수도 있다. 마지

막으로 초기접촉점의 부정확한 결정이나 변형곡

선의 해석방법이 잘못 적용됨에 따라 예상치 못한 

잘못된 물성치를 획득할 수도 있다.
특히 나노압입시험에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압

입자의 경우 실제 시험편 표면에 침투하여 변형을 

유발하는 부분으로 3차원 형상을 인위적으로 제어

할 수 없고, 다 회 사용에 따른 첨단부의 마모가 

존재할 경우 100 nm 이하의 얕은 압입시험에서는 

재현성있는 결과의 획득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원자현미경(atomic force mi-
croscope)를 이용하여 압입자의 첨단부 형상을 3차
원으로 측정하고, 이를 분석하여 압입자 면적함수

(indenter area function)를 도출하는 방법을 제시하

고자 하였다.

2. 실험방법

나노압입에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Berkovich 압
입자의 3차원 형상측정을 위하여 XE-100 원자현미

경(Park Systems, Korea)에 탄화규소 프로브 캔틸레

버 (NSC14, Park Systems, Korea)를 탑재하였다. 
Fig. 1과 같이 원자현미경 하단에 수직으로 고정한 

압입자를 도입하고, 접촉모드 스캔을 통하여 압입

자 형상을 측정하였다. 접촉력은 100 nN으로 설정

하였고, 첨단부의 5 ㎛ × 5 ㎛ 영역을 0.2 Hz 이하로 

저속 스캔하여 3차원형상을 측정하였다. 특히 원자

현미경의 3차원 형상교정을 위하여 3000±8 nm의 

주기를 갖는 격자 기준편(TGX01, MicroMasch, 
Estonia)과 541±5 nm의 기준값을 갖는 단차 기준편

(Step Height CRM 207-04-004, KRISS, Korea)을 사
용하였다. 측정된 압입자 첨단부의 형상은 

MatlabTM 영상분석툴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Fig. 1. A Setup for observing an indenter with an 
Atomic force microscope.

3. 결과 및 토론

MatlabTM 영상분석툴을 이용하여 압입자 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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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형상을 Fig. 2로 나타내었으며, 꼭지점으로부터 

수직거리, hC에 따른 접촉면적, AC의 변화를 살펴보

면 전반적으로는 피라미드압입자의 형상에 대응

하는 AC=A·hC
2의 함수관계를 예측할 수 있었고, 

여기서 A는 상수이다. 그러나 100 nm 정도의 얕은 

압입구간에 첨단 마모가 발생한 경우 압입자 형상

은 Fig. 2에 모식적으로 그린 것과 같이 무딘 높이, 
구형 캡 및 피라미드 구간으로 근사될 수 있었다.

Fig. 2. Indenter area function derived from the actually 
observed indenter morphology.

Fig. 2의 실험곡선을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급수형태로 압입자 면적함수

를 나타내고 있으나, Liu 등의 연구3에서 확인된 

것처럼 면적함수가 10-20 nm 구간에서 예상치 않은 

스파이크(spike)를 유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압입자를 축대칭의 원추형에서 마모로 인한 

일부 형상왜곡이 일어난 것으로 판단하였다. 즉 

압입자 접촉반경, r은 hC
(1/n)에 비례하는 형태를 가

지며, 지수 n은 원뿔형에서 1로 구형에서는 2로 

주어지며 Fig. 3에서 B는 상수이다. 더 나아가 접촉

면적, AC는 hC
(2/n)에 비례하게 되며, Fig. 2의 양 

축에 자연대수를 취하여 접촉깊이의 변화에 따른 

n값의 변화를 결정하면 Fig. 3으로 나타난다. 접촉

깊이가 50 nm 이하의 구간에서 형상지수는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것은 압입자 첨단에 평평한 부분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이후 360 nm까지 n값은 1.4에
서 2.3 사이에서 증감거동을 나타내었으며, 이 구간

이 Fig. 2의 구형상 최적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360 nm 이상의 구간에서

는 n값이 점차 감소하여 접촉깊이가 1000 nm 이상

일 경우 피라미드의 형상지수인 1로 수렴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Fig. 3. Morphological exponent derived from the ac-
tually observed indenter morphology.  

4. 결론

원자현미경을 이용하여 나노압입시험에 사용

되는 마모된 압입자의 첨단을 관찰하였다. 3차원 

형상에 대한 영상분석을 통해 압입자의 실험적인 

면적함수를 도출할 수 있었고, 수백 nm 이하의 

얕은 압입부분에서 명확한 형상을 판단하기 위하

여 축대칭의 형상함수에 분석데이터를 대입하였

다. 그 결과 첨단 50 nm 이하에서 압입자는 평평한 

펀치의 형상을 가졌고, 점차 구형상에 근접할 수 

있는 형태를 가지다가 360 nm 이상의 깊은 압입에

서는 점차 원추나 피라미드의 형상으로 접근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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