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노물질의 성분분석을 위한 화학현미경(Chemical Microscope) 개발

 

독일 Max Planck Institute of Biochemistry의 연구팀이 적외선 주사탐침 현미경(infrared 
atomic force microscope)를 개발하여 나노미터 크기의 물질의 화학적 분석을 가능하게 하였
다. 이 기술은 박막, 반도체, 그리고 생체재료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Nature, 399, 134 (1999)]. 

적외선 분석기기를 생산하는 Spectra-Tech사의 David W. Schiering씨에 따르면, 이 기술을 
이용하여 예전에는 파악할 수 없었던 분자에 대한 정보를 직접 획득할 수 있다고 한다. 

물리학 박사인 Fritz Keilmann와 대학원생 Bernjard Knoll은 AFM을 이용하여 시료 표면의 
topography를 획득하는 동시에, 금 박막이 입혀진 실리콘 tip에 CO2 레이저로부터 발생된 적외
선을 조사하였다. 그러면 tip이, 마치 안테나 역할을 하여, 조사된 적외선 파장을 tip의 끝에 모으
고 빛이 산란되어 시료표면과 충돌한 후 반사된다. 이 반사된 적외선을 오목거울을 이용하여 탐
지기에 보내진다. Tip이 시료 표면위를 움직임에 따라 각 지점에서 발생된 적외선의 흡수변화가 
탐지기에 의해 분석되어 그 지점의 화학성분 분석이 가능해 진다. 

특정 파장의 빛을 더 많이 흡수하는 성분은 적외선 이미지에서 어둡게 나타난다. 레이저의 파장
을 변화시키면 각 화학성분에 따라 흡수도가 상대적으로 서로 다르고 이것이 이미지 상에서 명암
의 차이로 나타난다. 

획득한 적외선 이미지는 AFM의 topography 이미지와 서로 비교되고 결과적으로 시료의 국소 
지점에 존재하는 물질이 무엇인가를 파악할 수 있다. Nature에 발표된 논문에서 연구팀은 예로
서 Polymethylmethacrylate(PMMA) 매트릭스에 Polystyrene(PS)이 섞여있는 박막과 실리
콘 웨이퍼 상에 분포하는 금들을 분석하였다.  

  
The chemical microscope reveals both the topography (left) and infrared absorption images (middle 
and right) of a polymer sample. The topography shows there is a shallow depression in the sample. 
The IR images are taken at wavelengths suitable for showing polystyrene (PS, middle) or 
polymethylmethacrylate (PMMA, right). "Since the inclusion is dark in the former and bright in the 
latter illumination," Keilmann says, "the depression area is positively assigned as PS embedded in 

PMMA." The images measure 2μm × 2μm [Reprinted from Nature, 1999] 

 



새롭게 개발된 이 테크닉은 여러 가지 장점을 지니고 있다. 기존의 광학 현미경은 최대 해상도가 
약 1μm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전자나 재료 그리고 생물분야의 연구자들은 나노미터 수준에서
의 분석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통상 전자 현미경을 사용해 왔으나, 이 경우 시료의 전
처리와 고 진공 상태가 요구된다. 

주사탐침 현미경(STM, AFM)은 해상도를 증폭해 주기는 하지만 표면에 존재하는 화학성분이 
무엇인지를 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Keilman 박사에 따르면,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면 최소 
100nm에서 10nm 또는 더욱 작은 영역에서의 성분분석이 가능한 적외선 현미경이 개발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두 가지 또는 복수의 파장에서 동시에 이미지를 획득할 수 있도록 다파장 
적외선 조작기능이 향상되어야 한다. Keilman 박사는 "적절한 레이저들이 이미 존재하므로 곧 
화학 현미경(Chemical Microscope)이 완성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각 pixel에서 전체 적외선 파
장에 대한 스펙트럼을 얻을 수 있으므로 상세한 화학성분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언급하였
다. 

Schiering씨에 따르면, 가격 면에서 사용될 부품이 비쌀 뿐 아니라 각 부품을 조립하여 전체 기기
를 구성하는 일도 수월하지 않을 것이지만, 연구팀이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성공적으로 기기
를 완성하게 된다면 표면공학, 나노소재, 집적회로, 그리고 분자생물학 분야의 기술을 새로운 경
지로 이끌어 획기적으로 단일 세포나 단일 분자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축적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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