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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980년대 후반에 새롭게 박막소재 역학시험기

법으로 등장한 나노압입시험(nanoindentation)은 

약 20여년 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통하여 반도체 

및 전자소자 소재의 역학적 물성측정은 물론 유리

질 금속, 생체, 바이오소재로 확대 접목되고 있다1,2. 
새로운 도전으로 수 μN 범위의 극히 낮은 하중으

로 수 nm 두께의 초박막의 물성을 구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이뤄지고 있으며, 나노압입시험과 구분

하여 피코압입시험(piconindentation)으로 부른다. 
피코압입시험은 원자현미경(atomic force micro-
scope)에 강성이 큰 캔틸레버를 접목하여 접촉식으

로 시험편의 표면을 관찰하면서 목표 지점에서 

엑츄에이터를 이용하여 캔틸레버에 압입부하를 

인가하여 변형을 유발하며, 다이오드레이저를 이

용하여 측정된 캔틸레버의 휨 변형치에 강성을 

곱하여 피코압입에 인가된 힘을 결정한다3. 캔틸레

버의 탄성굽힘 중에 대상체 표면에 구체적인 변형

이 유발되면 나노압입시험과 마찬가지로 하중제

거곡선 분석을 통해 피코경도를 측정한다. 그러나 

가공 공정상의 오차나 재질의 불균일 요소로 인해 

개별 캔틸레버의 강성치의 산포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다이아몬드나 질화규소와 같은 경질프로

브의 형상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압입 힘의 

결정이이 곤란해진다.
이러한 피코압입시험에서 곡선해석의 문제점

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Lee 등의 선행연구4에

서 제안된 영상기반 경도분석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즉 피코압입시험에서 얻어지는 변형곡선 분

석 대신에 압입이후 발생하는 변형영역을 원자현

미경을 이용하여 관찰하여 변형크기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피코경도의 측정에 필요한 압입 

힘은 탄성굽힘으로 힘을 발생시키는 캔틸레버의 

탄성물성이나 직접적인 압입력 교정정보가 있어

야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마이크로밸런스

를 원자현미경 하부에 직접 도입하여 캔틸레버에

서 발생하는 압입 힘을 직접 측정하는 방법을 제시

하였다.

2. 실험방법

피코압입시험을 위하여 XE-100 원자현미경

(Park Systems, Korea)에 각진 탄화규소 프로브가 

셋팅된 캔틸레버 (NSC14, Park Systems, Korea)를 

탑재하였다. Fig. 1과 같이 원자현미경 하단에 마이

크로밸런스 (WX-26, Metler-Toledo, Italy)를 도입하

여 캔틸레버의 굽힘으로 발생하는 압입 힘을 측정

하였다. 마이크로밸런스는 킬로그램 원기로부터 

소급성을 갖는 표준분동으로 교정하였다.

Fig. 1. Setup for measuring the picoindentation load 
with a microba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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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틸레버의 대상체 표면 접촉상태에서 힘을 인

가할 수 있는 FMM (Force Modulation Microscopy) 
모드로 구동하여 100에서 600 nN까지 100 nN 단위

로 목표하중을 증가시키면서 마이크로밸런스 상

에 올려진 실리콘 웨이퍼에 피코압입시험을 수행

하였다. 캔틸레버에서 발생한 압입 힘의 정밀측정

을 위하여 최대하중에서 약 5초간 정지하였고, 프
로브의 접근과 탈착은 공히 10 nm/s의 속도로 조절

하였다. 각 목표하중에서 5회 반복시험을 수행하여 

최대 압입력을 측정하였다. 캔틸레버 프로브의 접

근, 접촉, 탈착에 대응하여 원자현미경에서 그려지

는 압입곡선과 함께 마이크로밸런스에서는 시간

에 따른 압입력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토론

원자현미경에서 설정된 목표하중과 마이크로

밸런스에서 직접 측정된 목표하중을 Fig 2와 같이 

직접 비교함으로써 사용된 캔틸레버로 발생하는 

하중 교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즉 원자현미경에

서 설정된 하중과 마이크로밸런스에서 측정된 하

중은 전반 적인 구간에서 선형적인 관계를 나타내

었으나 100 nN의 목표하중에서는 마이크로밸런스 

측정치와 큰 오차를 나타내었다. 이것은 캔틸레버

의 동적인 접근에 따른 진동변형과 접촉에 따른 

굽힘변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초기접촉이 확인된 이후

에서 캔틸레버의 굽힘량 증가는 마이크로밸런스

에서 압입 힘의 선형적인 증가로 나타났으며, 정확

한 초기접촉 지점과 선형기울기만 있으면 비교적 

정확한 압입 힘의 예측이 가능함을 나타낸다. 
마이크로밸런스에서 직접 측정된 하중과 원자

현미경의 목표하중을 비교해 보면, 약 1500 nN의 

하중 오프셑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원자

현미경에서 초기 접촉의 설정에 필요한 힘은 예상

치보다 휠씬 고하중이 발생하며, 각각의 하중 구간 

증가 폭은 비례적으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하중교정 데이터를 바탕으로 피코압입시험 영

역에 대한 원자현미경 관찰로 측정된 접촉면적을 

나누게 되면 피코경도의 정밀측정이 가능하다.  

4. 결론

마이크로밸런스를 원자현미경 하부에 장착하

여 접촉식 캔틸레버의 대상체 표면 접촉에 의해 

발생하는 압입 힘을 직접 측정하였다. 이를 통하여 

캔틸레버의 선형적인 굽힘에 따른 선형적인 압입 

힘 증가를 확인하였으나, 초기 접촉 시작점에 인가

된 힘은 예상치 보다 휠씬 높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상호비교 데이터와 마스터곡선을 바탕으로 

원자현미경을 이용한 피코압입시험에 필요한 압

입 힘의 정밀 교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Fig. 2. Comparison between picoindentation loads 
measured from AFM and microba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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