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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지난해 2016년은 주사 탐침 현미경 (scanning 

probe microscope, SPM) 분야의 사람들에게는 큰 

의미를 지닌다. 최초의 SPM인 주사 터널링 현미경 

(scanning tunneling microscope, STM [1])의 개

발로 Gerd Binnig와 Heinrich Rohrer가 노벨 물

리학상을 받은 것이 정확히 30년 전 1986년이고,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SPM인 원자 힘 현

미경 (atomic force microscope, AFM [2])이 개발

된 것도 1986년이다. 그로부터 30여 년이 흐른 오

늘날, SPM은 나노미터 수준에서 물질의 표면 형상, 

전기적 특성, 자기적 특성, 기계적 특성 등을 분석하

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핵심 계측 장비가 되었다. 현

재 대학교 및 연구소는 물론이고 전자, 전기, 화학, 

재료 산업 현장에서도 널리 이용되고 있다. 즉 SPM

의 개발은 과학의 패러다임을 원자 또는 분자와 같

이 가장 근본적인 크기 수준으로 옮기게 하였고 오

늘날 나노 과학 및 기술의 눈부신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SPM은 나노 크기의 탐침 (tip)이 달린 캔틸레버 

(cantilever)가 시료 표면을 스캔할 때 탐침과 시료 

사이에 작용하는 원자력, 터널링 전류, 정전기력, 자

기력 등을 측정하는 표면 분석 장치를 통칭하는 말

이다. 나노미터 크기의 예리한 탐침 때문에 그 분해

능이 수평방향으로는 0.1 nm, 수직방향으로는 0.01 

nm 정도로 매우 작아 개별 원자 및 분자까지도 관

찰할 수 있다. 지난 30여 년 동안 수많은 SPM 기술

들이 개발되어 왔다. 앞서 언급한 물질의 3차원 표

면 형상을 터널링 전류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STM

과 원자힘을 이용하여 측정하는 AFM을 시작으로, 

시료와 탐침 사이의 자기력을 측정할 수 있는 자기

력 현미경 (magnetic force microscope, MFM), 

정전기력, 표면전하, 표면전위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정전기력 현미경 (electrostatic force microscope, 

EFM)과 주사형 켈빈 프로브 현미경 (scanning 

Kelvin probe microscope, SKPM), 물질 내부를 

흐르는 전류를 측정할 수 있는 전도식 원자현미경 

(conductive-AFM, C-AFM)등 수많은 SPM 모드

들이 개발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최근 탐침에 전압을 가했을 때, 그 전압에 따

른 물질 표면의 높낮이 변화, 즉 전기역학적 변위 

(electromechanical displacement)를 측정하는 

SPM 모드들이 많이 개발되어 주목받고 있다. 대

표적인 예로 물질의 압전성 (piezoresponse, 물질

에 역학적인 힘을 가할 때 기전력이 발생하거나 전

압을 가할 때 물질의 역학적 변위가 생기는 성질)

을 측정하는 압전 감응 힘 현미경 (piezoresponse 

force microscope, PFM)과 전기화학적 반응 및 이

온 수송에 따른 역학적 변위를 측정하는 전기화학 

변위 현미경 (electrochemical strain microscopy, 

ESM)을 들 수 있다. 이러한 PFM과 ESM은 차세대 

전기전자재료로서 최근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강

유전체, 압전체, 연료전지 물질, 배터리 물질, 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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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체 등의 연구에 직접적으로 이용될 수 있어 그 

파급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상대적으로 국내에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PFM과 ESM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PFM

과 ESM은 모두 접촉모드 (contact mode) AFM을 

기반으로 개발된 SPM 기술들로,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우선 접촉모드 AFM의 원리와 응용에 대

해서 간략히 설명할 것이다. 이후 오늘날의 PFM을 

있게 한 강유전체에 대한 소개를 간략히 한 후, 본격

적으로 PFM 및 ESM의 원리 및 응용에 대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본고에서 다루지 못하는 여타 SPM 기

술들에 대해서는 다른 문헌들을 참고해주기 바란다.

 

2. AFM의 원리 및 응용

2.1 접촉모드 AFM의 원리

AFM은 물질 표면의 3차원 형상을 측정하는 기술

로써, STM과 더불어 가장 기본적인 SPM 기술이다. 

AFM은 탐침과 시료 사이에 작용하는 원자간 힘을 

측정하기 때문에, 그 둘 사이의 양자역학적 터널링 

전류를 측정하는 STM과는 달리, 시료가 부도체라

고 할지라도 측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보통의 STM이 초고진공과 같은 극한 조건을 필요

로 하는 반면, AFM은 상압은 물론 여러 가지 기체 

분위기, 액체 속 시료도 측정이 가능하여 물리, 화학 

분야에서부터 생물, 의학 분야에 이르기까지 널리 

이용되고 있다.

AFM은 탐침과 시료 사이에 작용하는 힘 가운데 

어떠한 종류의 힘을 이용하느냐에 따라 접촉모드

와 비접촉모드 (non-contact mode)로 나눌 수 있

다. 탐침과 시료 사이의 원자간 힘은 둘 사이의 거

리가 증가함에 따라 척력에서 van der Waals 인력

으로 변화한다 (그림 1a). 접촉모드 AFM은 이 가운

데 척력을 이용하는 방법이고, 비접촉모드 AFM은 

인력을 이용한다. (따라서 탐침과 시료 사이의 거리

가 접촉모드의 경우 비접촉모드에 비해 훨씬 가깝

다.) 접촉모드에서 이용하는 척력의 크기는 1 – 10 

nN 정도로 매우 작지만, 탐침이 붙어있는 캔틸레버 

또한 매우 민감하므로 작은 힘의 변화에 의해 휘어

지게 된다. 이 때 발생하는 캔틸레버의 각도 변위는 

캔틸레버 윗면에 반사되는 레이저 광선의 각도 역

시 휘게 하고, 이 레이저 광선의 편향 각도를 PSPD 

(position sensitive photodiode)로 측정함으로써 

매우 작은 크기의 표면 높낮이 변화 (0.01 nm 정도

까지)를 인지할 수 있게 된다 (그림 1b). 캔틸레버

는 보통 길이 100 μm, 폭 10 μm, 두께 1 μm 정

도이며, 앞서 언급한 대로 탐침과 시료 사이의 미세

한 상호작용을 증폭하여 거시적인 세계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캔틸레버 끝에 달린 탐침은 보통 높이 

10 μm, 탐침 끝의 지름이 10 nm 정도이며 SPM 

응용분야에 따라 다양한 금속이 코팅되고 모양이 

달라지기도 한다. 접촉모드 AFM은 상대적으로 작

동법이 쉽고 응답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그

러나 시료가 부드럽다면 탐침에 의한 시료 손상이 

생길 수 있어 단단한 시료에서 주로 이용된다.

2.2 접촉모드 AFM의 응용: LFM과 C-AFM

간단한 접촉모드 AFM의 응용모드로 횡력 현미경 

그림 1. (a) 탐침과 시료 사이의 거리에 따른 원자간 힘. 접촉모
드 AFM은 척력을 이용하며 비접촉모드 AFM은 인력을 이
용한다. (b) AFM 측정방식을 설명해주는 모식도. PSPD는 
position sensitive photodiode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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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eral force microscope, LFM)을 들 수 있다. 접

촉모드 AFM에서는 탐침이 시료 표면을 스캔할 때 

캔틸레버의 수직방향 움직임뿐만 아니라, 수평방향 

움직임 또한 동시에 측정이 가능하다. 여기서 캔틸

레버의 수평방향 움직임 (즉 캔틸레버의 비틀림)은 

표면에 분포한 물질에 의한 마찰력 때문이다. 즉 그

림 1b에서 보여지는 PSPD에서 수평방향으로의 레

이저 광선의 편향각도 변화를 측정하면 물질 표면의 

상대적인 마찰력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다. 이러한 

LFM은 불균질한 성분으로 구성된 시료의 표면 특

성을 분석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 또한 같은 물질로 

구성된 시료의 경우에도 표면 처리에 따라 마찰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보는 데 이용할 수 있다.

전도식 원자현미경, C-AFM 모드도 많이 사용

되는 접촉모드 AFM의 기술이다. C-AFM은 탐침

에 전압을 가하고, 이 전위차로 인해 물질 내부를 흐

르는 전류를 측정하는 SPM 기술이다 (그림 2a). 보

통 pA – μA 수준의 미세한 전류를 측정하기 위해 

신호를 증폭시켜주는 preamplifier가 연결된다. 모

식도에서 보는 것처럼 그 구성은 간단한 편이나, 미

세한 전류를 측정해야 하기 때문에 전류 신호에 영

향을 줄 수 있는 주변의 노이즈를 없애주는 데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 그림 2b – 2d는 CoFe2O4 (CFO)

과 BiFeO3 (BFO)라는 두 가지 물질로 이루어진 

vertical nanocomposite 박막에서 C-AFM을 이

용하여 국소적인 전류를 측정한 결과이다 [3]. 그림 

2b는 C-AFM 이미지 (그림 2c)를 측정하면서 동시

에 얻은 시료의 표면 형상, 즉 접촉모드 AFM 이미

지이다. 그림 2c에서 보는 바와 같이 CFO 나노 기

둥과 주변 BFO 사이의 경계 부분 (그림 2d에서 붉

게 표현된 부분)에서만 전류가 잘 흐르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두 물질의 경계에서의 산소 빈

자리 (oxygen vacancy)의 움직임에 따른 전도도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 [3]. 이처럼 C-AFM은 표면형

상과 국소적인 전류에 대한 정보를 동시에 얻음으로

써, 물질 내부에서의 전하수송현상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2. 3  표면 전위 측정을 위한 AFM의 응용: EFM과 

SKPM

앞서 살펴본 C-AFM처럼, 탐침에 전압을 가하

면서 표면 물성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SPM 기술로 

EFM과 SKPM을 들 수 있다. 보통 EFM과 SKPM

은 비접촉모드 AFM을 기반으로 lift mode (또는 

two-pass scan)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여기서는 

EFM과 SKPM의 구체적인 구동방식보다는 그 원리

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EFM은 시료의 

국소적인 표면전하, 표면전위, 정전용량, 반도체에

서의 불순물 농도 등을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이다. 탐

침에 직류 전압 (Vdc) 및 교류 전압 (Vaccosωt)을 가

할 때, 탐침과 시료 사이의 정전기력 Fc (capacitive 

force)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Fc=
1
2

(Vapp-Vs)
2∂C(z)

∂z  (1)

여기서 Vapp은

Vapp= Vdc+Vac cosωt (2)

S p e c i a l  T h e m a    03

그림 2. (a) 탐침과 하부 전극 (bottom electrode) 사이에 흐
르는 국소 전류를 측정하는 C-AFM 모식도. (b – d) 
C-AFM 측정 예시. (b) AFM topography (표면 형상). (c) 
(b)와 동일한 지역에서 얻은 C-AFM 이미지. (d) 시료의 
모식도. 시료는 CoFe2O4 나노 기둥 (노란색)이 BiFeO3 (푸
른색) 사이에 박혀있는 vertical nanocomposite 박막이
다. 두 물질의 경계 부분 (붉은색)만 전류가 잘 흐르는 것을 
(c)에서 볼 수 있다. Adapted with permission from [3]. 
Copyright (2013) American Chem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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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탐침과 시료 사이의 전위차이고, Vs는 시료의 

표면전위 (surface potential)이며, C는 탐침과 시료 

사이의 정전용량 (capacitance)이다. 식(2)를 식(1)

에 대입하고 정리하면, 정전기력은 다음과 같이 표

현된다.

Fc=
1
2

∂C
∂z [(Vdc-Vs)

2+
1
2
Vac

2]

    +∂C
∂z (Vdc-Vs)Vac cosωt+

1
4

∂C
∂z Vac

2cos2ωt

(3)

다시 말해서 Fc는 ω와 무관한 성분과 ω의 제 1 

조화함수 (the first harmonic) 성분, 제 2 조화함수 

(the second harmonic) 성분의 합으로 주어진다. 

표면전위 Vs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lock-

in amplifier를 이용하여 정전기력의 제 1 조화함

수 성분을 측정하면 된다. 단 여기서 얻어지는 표면

전위 정보는 상대적인 표면전위 차이이다. 표면전

위의 절대값을 얻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역되먹임 

(feedback)이 필요하다. SKPM은 추가적인 역되먹

임을 가해주고 절대적인 표면전위 값을 얻는 SPM 

기술이다. 즉 정전기력의 제 1 조화함수 성분이 0이 

되도록 표면전위와 동일한 직류전압 (Vdc = Vs)을 탐

침에 계속 가해준다. 결과적으로 역되먹임을 위해 

가해준 Vdc 값으로부터 시료의 절대 표면전위 값을 

측정할 수 있다. 

3. 전기역학적 변위를 측정하는 새로운 
SPM 기술: PFM과 ESM

3.1 PFM의 원리 및 응용

PFM은 1990년대 중반, 강유전체 (ferroelectrics) 

물질에서 압전성을 측정함으로써 강유전성 

(ferroelectricity)을 확인하는 SPM 기술로 개발

되었다 [4, 5]. 그 후 20여 년이 흐른 오늘날, PFM

은 강유전체, 압전체 (piezoelectrics)는 물론 다

강체 (multiferroics), 그리고 생물학적 시스템 

(biological systems)에 이르기까지 많은 물질에서 

나노미터 수준의 전기역학적 변위를 측정하는 데 널

리 이용되고 있다 [6, 7]. PFM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강유전체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자 한

다.

강유전체는 어떤 온도 (강유전상 상전이 온도, 흔

히 Curie temperature, Tc라 부름)이하에서 외부 

전기장이 없더라도 자발적인 분극 (spontaneous 

polarization)을 가지며, 그 분극 상태가 외부 전

기장에 의해 반전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따라

서 외부 전기장 (E)에 대하여 분극 (P)은 이력곡

선 (hysteresis loop)을 보인다 (그림 3a). 이는 강

자성체 (ferromagnets)가 외부 자기장에 대하여 

magnetization의 이력곡선을 보이는 것과 유사하

다. 외부전기장이 없을 때도 구별할 수 있는 두 가지 

분극 상태 (즉 up/down polarization states)를 가

진다는 강유전체의 특이성 때문에, 일찍부터 비휘

발성 메모리 (nonvolatile memory)로 응용하거나 

강유전체 기반 전계효과 트랜지스터 (field effect 

transistor), 강유전체 터널 접합 (tunnel junction)

등의 새로운 나노전기소자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강유전체에 대한 활

발한 연구에 힘입어 PFM 기술도 계속적으로 발전되

어 왔다.

PFM이 강유전체 연구에 핵심적인 계측장비로 이

용될 수 있는 이유는 모든 강유전체 물질은 압전성

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탐침에 전압을 가해주

면 강유전체 물질은 압전성에 의해 전기역학적 변

위를 보여주게 된다. 탐침에 Vtip=V0 cosωt의 교류

전압을 가해주게 되면, 강유전체 물질은 s=d33V0 

cos(ωt+ϕ)라는 전기역학적인 변위를 보여준다 

(여기서 역학적 변위는 z축 방향으로 전압을 걸었을 

때 z축 방향으로만 발생하였다고 가정하였고, 그때

에 해당하는 텐서 형태의 압전계수가 d33이다). 여기

서 중요한 사실은 가해준 교류 전압신호와 강유전체 

물질이 보여주는 변위신호 사이의 위상차 ϕ가 국

소적인 강유전체 구역 (domain)이 갖는 분극의 방

향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이다. 만일 외부에서 가

해준 전기장의 방향과 측정하는 영역의 분극 방향

이 동일하면, 가해준 교류 전압과 전기역학적 변위

의 위상차 ϕ=0이 된다 (그림 3b). 반면에 만일 둘의 

방향이 반대라면 그 위상차 ϕ=180°가 된다.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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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M에서 ω의 제 1 조화함수 성분을 측정하기 위해 

lock-in amplifier를 이용하였던 것처럼, PFM에서

도 lock-in amplifier를 이용하면 가해준 교류 전압

에 의해 발생한 압전신호, 즉 ω의 제 1 조화함수 성

분을 측정할 수 있다. 그렇게 얻은 신호의 위상차로

부터 국소적인 영역의 분극 방향을 얻을 수 있고, 그 

신호의 진폭 d33V0으로부터 국소적인 영역의 압전 

계수의 크기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PFM은 나노미터 크기의 분해능을 요구하

는 강유전체의 구역에 대한 연구를 가능하게 해준

다. 특정한 외부 구속조건이 없다면 일반적인 강유

전체는 물질 전체가 하나의 분극 방향을 갖는 단일 

구역 (monodomain)을 가지기보다는 여러 개의 구

역과 그들 사이의 경계인 구역벽 (domain wall)으

로 이루어지는 것을 에너지적으로 더 선호한다. 그

림 4a는 최근 주목 받고 있는 다강체 물질인 BFO 박

막의 강유전체 구역 모습을 PFM을 이용하여 얻은 

모습이다 [9]. 서로 다른 색으로 표현된 것은 서로 

다른 분극 방향을 갖는 구역을 의미한다. 흰색 화살

표는 3차원의 분극을 2차원 평면 위에 정사영한 분

극 방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BFO의 구역이 정전기적

으로 안정한 head-to-tail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결과로부터 PFM이 수직방향

으로 놓여진 분극뿐만 아니라, 수평방향으로 놓여진 

분극도 측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BFO는 

그 결정구조가 rhombohedral 구조이기 때문에 그 

분극 방향이 [111] 방향으로 놓여져 있다 (그림 4b). 

따라서 탐침에 전압을 가하면 BFO의 경우 수직방

향뿐만 아니라 수평방향으로도 역학적 변위를 보여

주게 된다. 이러한 수평방향의 역학적 변위 신호를 

lock-in amplifier를 이용하여 측정하면 수평방향

의 분극 정보도 알 수 있게 된다. (이것은 앞서 접촉

모드 AFM에서 LFM을 측정할 때, 수평방향으로의 

레이저 광선의 편향각도를 모니터링하는 것처럼 생

각할 수 있다.) 이를 이용하면 3차원의 분극 방향을 

재구성할 수 있고, 이를 일컬어 벡터 PFM (vector 

PFM)이라 부른다 [10]. 

최근 강유전체 초박막 (두께가 수 나노미터 이하

인 박막)에서 분극 방향에 따라 양자역학적 터널링 

전류가 달라지는 현상 (터널 전기저항 효과, tunnel 

electroresistance effect)이 발견되어, 이를 강유전

체 터널접합으로 이용하려는 노력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 [11]. 이러한 연구에도 PFM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림 4c는 강유전체 BaTiO3 (BTO) 박막에서 

구역에 따른 전도도 차이를 보여준다. 그림 4c의 위

쪽 패널은 탐침에 전압을 가해 BTO 박막에 인위적

으로 구역을 만든 다음 (보통 domain writing이라

고 부른다), 이를 PFM으로 이미징한 결과이다. 아

래쪽 패널은 그러한 구역 패턴 위에서 앞서 설명한 

C-AFM을 이용하여 국소적인 전류를 측정한 결과

이다. 분극 방향에 따라 전도도 (즉 저항)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PFM과 C-AFM을 함

께 이용하면 터널 전기저항 효과에 대한 연구를 수

행할 수 있다. 또한, 최근 주목 받고 있는 구역 벽의 

전도도 현상 [12] 등을 연구할 수 있는 등 나노 스케

일에서의 강유전체 구역과 전도도를 연구하는 데 매

S p e c i a l  T h e m a    03

그림 3. (a) 강유전체 이력곡선. E와 P는 각각 전기장과 분극을 
의미한다. 외부 전기장이 없을 때도 남아있는 자발분극 상
태 (즉 up and down polarizations)를 0과 1의 bit로 이
용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비휘발성 메모리로 이용 가능하
다. 탐침에서 가해준 전기장의 방향이 분극의 방향과 (b) 
같을 때와 (c) 다를 때 탐침의 움직임과 강유전체 물질의 
변위의 모식도 (왼쪽 패널). 가해준 교류 전압신호와 강유
전체에서 발생한 압전신호 사이의 위상차 (오른쪽 패널). 
Adapted from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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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효과적인 실험 장치가 될 수 있다.  

PFM을 이용하여 평형상태에 있는 구역의 모습

을 연구하는 구역 정역학 (domain statics)뿐만 아

니라, 전압을 가해준 시간에 따라 구역이 어떻게 성

장하는지, 구역 반전 동역학 (domain switching 

dynamics)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13]. 그림 5는 modified-PFM을 이용하여 강유전

체 Pb(Zr,Ti)O3 박막에서 일어나는 구역 반전 동역

학을 측정한 결과이다 [14]. (Modified-PFM에 대

해서는 다음의 참고문헌들을 참고하기 바란다 [14, 

15].) 구역 반전 동역학을 이미징하기 위해서는 그

림 5a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일련의 사각파형 펄

스를 이용한다. 즉 처음에 poling 펄스를 이용하여 

전 영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만든 이후, 구역의 부

분 스위칭을 위한 반대 방향의 펄스를 가하고 PFM

으로 이미징하는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구역이 어떻

게 생성되고 자라는지를 관측할 수 있게 된다. 여기

서 중요한 가정은 구역의 부분 스위칭을 위한 펄스

를 가하고 PFM을 이미징하는 동안 그 구역의 모습

이 바뀌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다 [14]. 만일 바뀐

다면 이와 같이 PFM 이미징을 해서는 올바른 구역 

반전 동역학 정보를 얻을 수 없다. 그림 5b는 가해

준 전압의 크기 (-3, -6, -8 V)에 따라 동일한 지역

에서 구역 반전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여주

고 있다. 낮은 전압에서는 상대적으로 구역 벽 운동

이 지배적인 반면, 높은 전압에서는 새로운 구역의 

생성이 더 지배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가해준 전

압이 다르더라도 구역이 생성되는 지역이 비슷하다

는 사실에서 비균질적인 핵형성 (inhomogeneous 

nucleation [15])이 일어남을 확인할 수 있다.

3.2 ESM의 원리 및 응용

최근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해 배터리 물질, 연료

전지 물질 등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이러한 물질

들에서는 이온의 산화/환원 반응과 그에 따른 이온

의 수송이 가장 중요한 현상이다. 이와 같은 화학 반

응과 이온 수송 현상 또한 압전성처럼 물질 표면의 

변위를 발생시킨다. 이를 일컬어 전기화학적 변위 

(electrochemical strain)라고 부른다. ESM은 탐침

그림 4. (a) 다강체 BiFeO3 (BFO) 박막의 구역 모습. 흰색 화
살표는 2차원 평면 위에 정사영된 분극의 방향을 나타
낸다. (b) BFO의 결정구조. 분극은 [111] 방향으로 놓여
져 있다. 따라서 8개의 분극 방향이 가능하다. Adapted 
with permission from [9]. Copyright (2006) Nature 
Publishing Group. (c) 강유전체 BaTiO3 초박막의 두께
에 따른 PFM으로 측정한 구역 패턴 이미지 (위쪽 패널)와 
C-AFM으로 측정한 구역에 따른 저항 이미지 (아래쪽 패
널). Adapted with permission from [11]. Copyright 
(2009) Nature Publishing Group.

그림 5. (a) PFM을 이용하여 구역 반전 동역학 (domain 
switching dynamics) 연구를 위한 연속적인사각파 펄스
의 예시. (b) 강유전체 Pb(Zr,Ti)O3 박막에서 구역 반전 
동역학을 (a)에서 보여진 파형을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 
Adapted with permission from [14]. Copyright (2008) 
American Institute of Phys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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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전압을 가하여 화학반응과 이온 수송 현상을 일

으키고 그에 따른 물질의 전기역학적 변위를 측정하

는 SPM 기법이다 [16]. 실제 방법론적으로는 PFM

과 거의 유사하나, 그 근본 원리가, PFM의 경우 물

질의 압전성인데 비해 ESM의 경우 화학반응 및 이

온수송현상이라는 점이 다르다. ESM은 미국 오크

리지 국립연구소에서 개발되어 현재 여러 가지 에너

지 관련 물질들, 리튬 이온 (Li+) 배터리 [16, 17], 고

체 산화물 연료전지 (solid oxide fuel cell, SOFC) 

[18, 19] 등에 적용되어 나노미터 크기 수준에서의 

물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얻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그림 6a는 ESM을 이용하여 리튬 이온 배터리

의 음극 물질인 LiCoO2에서 어느 영역이 리튬 이

온이 더 잘 움직이는지를 이미징한 결과이다 [16]. 

오른쪽 ESM 이미지에서 붉게 표현된 부분이 더 

잘 움직이는 영역이다. 그림 6b는 고체 산화물 연

료전지의 전해질 물질로 많이 쓰이는 yttrium-

stabilized zirconia (YSZ) 물질에 Pt 나노입자 

(nanoparticle)가 올려져 있을 때 어떤 부분에서 

oxygen reduction/evolution reaction (ORR/

OER)이 더 잘 일어나는지를 관측한 결과이다 [18]. 

아래쪽에 3차원 표면 형상에 ESM activity를 포개

어놓은 데이터를 보면 둘 사이의 경계, 즉 triple-

phase boundary (TPB)가 가장 활발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가해준 전압에 따른 전기역학적 변위

도 강유전체에서 보이듯이 이력곡선을 보여주는 데, 

TPB에서 그 이력곡선의 면적이 가장 넓음을 그림 

6b 상단 우측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ESM

은 나노미터 크기 수준에서의 전기화학 반응의 활성

도 및 국소적인 지역에서의 이온 수송 정도를 측정

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3. 맺음말

최초의 SPM이 개발된 이후 지난 30여 년 동안 수

많은 SPM 기술이 개발되어 나노 스케일에서의 물

질의 표면 및 물성 분석에 널리 이용되어 왔다. 특

히 원자간 힘을 이용하는 AFM은 시료의 전도도에 

구애 받지 않고 도체, 부도체, 반도체 등 모든 물질

에서 측정이 가능하며, 그 주변 환경을 다양하게 바

꿀 수 있어 물리, 화학 분야는 물론 생물, 의학 분야

에 이르기까지 널리 이용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최

근 전기전자재료로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강유전체, 

압전체 및 에너지 관련 물질들 (배터리, 연료전지)의 

나노 스케일 연구에 이용되고 있는 새로운 SPM 기

술, PFM과 ESM에 대해 다루었다. 탐침에 전압을 가

하고 그에 따른 물질의 전기역학적 변위를 측정하는 

PFM과 ESM이 앞으로 국내 연구자들에게 많이 사

용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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