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사탐침 현미경(STM)을 이용한 합성 및 분석 기술  

Cornell대 물리학과 Wilson Ho 교수와 한국인 대학원생 이효준군이 STM을 이용하여 분자를 
합성할 뿐 아니라 합성된 분자의 진동 스펙트럼까지 얻는 데에 성공하였다[Science, 286, 
1719 (1999)]. 연구팀은 실험실에서 자체 제작한 주사탐침 현미경을 이용하여 금속카르보닐
을 단계적으로 합성하며 각 단계에서의 분자결합 형성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 결과로 표면 화학반응을 원자 또는 분자 수준에서 보다 심도 깊게 이해하고 제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기술은 비균질 촉매와 분자박막 증착에서의 모델을 고안하고 메카니즘
을 분석할 수 있으며, 분자전자 소자와 센서를 개발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Minnesota대 화학
공학 및 재료과학과 John H. Weaver 교수는 이 연구결과를 매우 높게 평가하면서 원자를 관
찰하고 분자를 설계하길 원하는 모든 이들의 관심을 지대하게 모을 것으로 예측했다.  

연구팀은 우선 은 시료의 표면에 미량의 철 원자와 일산화탄소 분자를 부착하였다. STM 바늘
에 흐르는 터널링 전류를 조절하여, CO 분자를 집어 올린 후 고립되어 있는 철 원자 위로 이동
시키고 CO 분자를 철 원자에 방출함으로써 Fe(CO)를 합성한다. 다시 이 과정을 반복하면 Fe
(CO)

2
를 합성할 수 있다. 은 표면 위에서 진행되는 반응을 추적하기 위하여 STM 영상과 

STM을 이용한 진동 스펙트럼을 활용하였다. STM 영상으로 화학결합이 형성됨에 따라 변형
되는 표면구조를 관측하고 진동 스펙트럼으로 반응물과 생성물을 정성적으로 확인한다.  

 

그림. CO 분자를 은 표면으로부터 집어내고(왼쪽) 인근 철 원자에 이동시켜 Fe(CO)를 합성하
며 이 과정을 반복하여 Fe(CO)

2
를 합성한다(오른쪽). 아래의 STM 영상으로부터 은 표면에 

대하여 C-O 결합이 기울어진 정도를 관측된다.  

연구팀에 따르면, STM은 기본적으로 화학적으로 민감한 도구는 아니지만 STM와 결부된 진
동 분광분석 기법은 매우 유용한 방법이어서 원자 해상도를 유지하며 단일 분자들을 연구할 
수 있다. Ho 교수 연구팀은 1998년 STM을 활용하여 단분자 진동 분광분석 및 영상을 얻은 
바 있다[Science, 280, 1732 (1998)]. 비탄성 전자터널링 분광분석법이라 알려진 이 기법은 
STM 바늘과 흡착된 분자 사이를 흐르는 전류를 작고 급격히 변화함으로써 가능하다. 전류의 



변이는 터널링 전자의 에너지에 의존하며, 전자에너지가 분자의 진동에너지와 공명할 때 신호
를 얻을 수 있다.  

연구팀은 이 기법을 금속카르보닐 시스템에 적용하여 동위원소 물질들간의 미세한 차이도 구

분하는 데에 성공하였다. 예를 들면, Fe(12C16O)에서 C-O의 진동띠는 236mV에서 발생하

는 반면에 Fe(13C18O)에서는 224mV로 이동한다. 또한, Fe(CO)와 Fe(CO)
2
를 구분할 수 있

을 뿐 아니라 Fe(CO)
2
의 동위원소들도 구분할 수 있다.  

STM을 이용하여 진동 스텍트럼을 획득하는 일이 실험적으로 쉽지 않은 일 이었음을 Ho 교수
도 인정하면서, 연구결과가 성공적인 이유가 부분적으로 자체 제작한 STM 소프트웨어가 다용
도로 융통성 있게 적용될 수 있었고 기기의 기계적 그리고 열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점을 들었다. 무엇보다도 적절한 화학시스템을 선정하여 이 기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
다. 현재 연구팀은 고립되어 있는 원자와 그 응집체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2분자 반응을 조사하
는 데에 몰두하고 있다. [원문: C&EN, Nov. 29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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