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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원자현미경의 작동원리를 모방하여 제작된 3차원 접촉식 표면 측정기의 설계와 제작에 관한 내

용이다. 설계 제작된 표면 측정기는 측정 대상의 표면을 따라 접촉하여 스캔하는 탐침의 높낮이 변화를 읽어 

표면의 3차원적인 형상을 측정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탐침의 높낮이는 탐침이 달려있는 외팔보에 레이저를 

입사한 후 반사된 광이 두개의 광소자 사이에서 상하로 움직이는 동안 생기는 두 광소자의 신호 변화로 측정

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두 광소자의 신호는 두 광소자가 부착된 수직 엑츄에이터의 되먹임 제어기의 출력으

로 사용되어 반사된 광이 항상 두 광소자에 같은 신호의 크기가 나오도록 제어된다. 결국, 측정된 표면의 형

상은 이 엑츄에이터의 수직 변위값과 비례관계에 있게 된다. 이러한 원리는 다수의 상용 원자현미경의 원리

와 유사한 것으로 이를 크게 제작하여 원자현미경의 교육이나 3차원 접촉식 표면 측정기의 원리를 보여주는

데 제시된 표면 측정기의 제작 이유가 된다. 시험을 통해 확인한 결과 수직오차는 최소 90마이크론이다. 

Abstract
We present a 3D contact surface profiler inspired from atomic force microscopy (AFM). The surface 

profiler is designed to earn three dimensional surface topography of samples through scanning of a probe, 
which contacts the surface of the samples. Up and down of the probe during its scanning is measured 
by a laser beam, which reflects from the top of the probe and incidents into boundary of two photo 
detectors array. Initially, the two detectors receive equal intensity from the laser, but it can be altered if the 
probe moves up or down. The detectors are mounted on vertical actuator and the actuator is controlled 
to maintain the two detectors’ signal equal while the probe scans. Thus, the motion of the actuator is 
linearly proportional to the motion of the probe. This is the way the most AFMs measure surface profile 
of their sample. Here, we develop a macro version of AFM to use this as an educational tool for AFMs 
and contact profilers. As a metrology tool, the developed 3D contact surface profiler shows a least 90 μm 
vertical resolution in its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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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Atomic Force Microscopy (AFM)은 Scanned 

Probe Microscopy  (SPM)의 일종으로 1985년 

Binnig, Quate와 Gerber에 의해 발명되었다[1]. 발

명된 후 재료 표면의 형상을 대기 조건에서 수 nm

내의 정밀도로 측정할 수 있어 재료 연구의 획기적

인 측정 기기로 각광을 받아 왔다. AFM의 핵심부는 

재료의 표면을 스캔하는 초소형 탐침과 이 탐침의 

높낮이 변화를 측정하는 측정부가 된다. 특히, 탐침

과 측정부는 시료와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초소형으

로 밀집되어 있어 실제로 측정되는 과정은 AFM에 

장착된 현미경을 통해 시편과 탐침을 보게 된다. 나

노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AFM의 수요 및 교육의 기

회가 증가해 왔으나 앞서 언급한대로 교육하는 입장

이나 받는 입장에서 AFM의 핵심부를 관찰하기 어

려운 점이 있다. 본 논문은 AFM의 probe와 주변 장

비를 큰 스케일로 설계, 제작하여 교육용 장비로 개

발함과 동시에 실제 재료 표면의 3차원 측정에 적용

하여 어느 정도 정밀도를 보이는 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종류의 장비는 아직 국내외에 발표된 

바 없으며 따라서, 본 논문이 제시하는 3차원 표면 

측정기가 계측 장비 관련 연구에 특별한 의의가 있

는 것으로 판단된다. 

II. 시스템 설계

개발된 3차원 표면 측정기의 구조는 크게 접촉 표

면의 상대적 높낮이를 측정하는 측정부와 제어부, 

시료를 평면 이동시키는 스테이지(stage) 구동부 

및 제어부로 이루어진 하드웨어와 광소자 (photo 

detector)로부터 나오는 신호를 이용한 제어부와 

스테이지 구동부를 조정하는 소프트웨어로 나누어 

질 수 있다.

2.1. 하드웨어

그림1은 설계된 3차원 표면 측정기의 표면 높이 

측정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1(a)를 보면 시료

의 표면을 스캔하는 탐침이 있고 이 탐침의 윗면을 

조사(incident)하는 레이저와 반사된 광을 측정하는 

배열형 타입의 두개의 광소자, A와 B가 있다. 시편

의 기준면에서 광소자 A와 B의 경계면까지의 높이

를 h1이라 하고, 반사된 광이 이 경계면에 비추어 광

소자 A와 B의 신호의 크기는 같다고 하자. 레이저의 

위치와 광의 입사각은 고정되어 있고 시료의 스캔

은 시료가 고정되는 스테이지의 평면운동에 의한다. 

스캔의 의해 탐침의 높이가 그림1(b)와 같이 바뀌면 

높아진 탐침에 의해 반사된 레이저 광은 광소자들의 

경계면을 벗어나 광소자A를 더 많이 비추게 되고 따

라서 각 광소자의 신호의 크기는 달라지게 된다. 이 

때 두 광소자의 신호를 측정하고 이들의 값이 항상 

같도록 유지하는 제어기가 있어 광소자A, B의 높이

를 조절하는 엑츄에이터에 두 광소자의 높이를 올리

도록 입력을 주게 된다면, 그림1(C)와 같이 광은 다

시 두 광소자의 경계면을 비추게 된다. 결국 광소자

의 높이 변화는 탐침의 높이 변화와 비례관계에 있

게 되고 그림1(d)로부터 탐침의 높이 변화 h는 광소

자 엑츄에이터에 의한 높이 변화 h2-h1와 기하학적

인 관계를 같게 되는데 그 관계는 h2-h1=2h에 해당

된다. 이러한 측정 방식은 원자현미경의 측정 방식

과 매우 유사하다[2].  

그림 1. Schematics of surface height measurement  

using a sharp probe and laser optics inspired from AFM

그림2는 그림1의 측정 원리를 구현하기 위해 실

제 제작된 3차원 표면 측정기 모습(왼쪽)과 이에 대

한 개략도(오른쪽)이다. 그림 1에서는 편의상 레이

저가 탐침의 길이 방향에서 입사하는 것으로 표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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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나 실제 제작은 팀침의 옆에서 입사하도록 설

계되었다. 사용된 하드웨어 각각의 구체적인 내용

은 다음과 같다. 시료를 평면운동 (X-Y) 하는데 사

용된 두개의 엑츄에이터와 제어기, 또 광소자를 상

하(Z)로 움직이는데 사용된 엑츄에이터와 제어기는 

Thorlabs의 Z812B와 TDC 001 DC motor 제어

기를 사용하였다. 엑츄에이터는 최대 12mm의 이

송거리와 29nm의 정밀도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

으나 실제 정밀도는 수 μm로 판단된다. 광소자는 

네개의 셀(cell)로 구성된 Advanced Photonics의 

SD118-23-21-021를 사용하였는데 위의 두 셀과 

아래의 두 셀이 각각 광소자A와 B의 역할을 하도록 

회로를 구성하였다. 레이저는 Thorlabs의 CPS180 

레드 레이저 다이오드를 사용했는데 1mW급으로 

광의 지름이 3mm로 잘 시준(collimate)이 되어서 

따로 렌즈없이 이용되었다. 광 및 기타 신호의 입출

력은 National Instrument의 NI USB-6008DAQ

를 사용하였다. 

그림 2. The developed 3D surface profiler(left) and its schematic(right)

2.2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제어하고 신호를 입출력하는 소프트

웨어는 National Instrument의 LabVIEW를 이용

하였다. 그림3은 LabVIEW 프로그램의 메인 화면

을 보여준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스캔의 간격과 스

캔의 범위를 설정하고 현재 스캔의 좌표를 출력하

는 파트가 있다. 그리고, 3개의 모터를 제어하기 위

해 Thorlabs에서 공급된 모터 제어기 프로그램인 

APT 모듈을 LabVIEW 프로그램에 동기 시키기 위

한 파트와 스캔이 끝난 후 각 X-Y 스캔 위치별 광소

자의 높이 변화를 가지는 Z의 값을 저장하는 파트

로 나누어져 있다.  X, Y축의 스캔 로직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각각의 모터를 처음 0점으로 이동시켜 

초기 준비 상태로 만들어준다. 그 후 설정된 X, Y축

의 스캔 범위와 한 스텝 이동 거리값에 맞게 X, Y 테

이블이 지그재그로 이동하게 된다. 이렇게 지그재그

로 움직이는 것이 전체 스캔 시간을 줄여주게 되어 

AFM을 비롯한 접촉식 표면 측정기에 많이 사용되

고 있다.

그림 3. Main LabVIEW program called ‘EduAFM’

Z축에 대한 로직은 다음과 같다. Z축 스캔 버튼을 

누르게 되면 레이저가 탐침 위 반사판에서 반사된 후 

두 광소자의 경계면에 위치하기 위해 Z축이 이동하

게 되고 이 과정에서 광소자 A, B의 신호 크기가 같

도록 제어되면서 결국 광이 두 광소자 경계면에 위치

하게 되면 X, Y테이블을 이동시키면서 스캔을 시작

한다. 스캔 중 탐침의 높이 변화에 따라 생기는 두 광

소자의 신호값에 차이가 생기게 되는데 이 차이가 없

도록 Z축 모터의 이동 방향을 제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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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실험 결과

개발된 3차원 접촉식 표면 측정기를 이용하여 두

가지 실험을 하였다. 측정 스텝의 크기에 따른 측정 

대상물의 측정된 패턴에 대한 변화를 분석해 측정기

의 스텝 크기의 적절성을 시험했다. 둘째, 같은 대상

물에 대해 상용 측정기와 개발된 측정기로 표면을 

측정하여 개발된 측정기의 정밀도를 분석하였다. 

첫번째 실험은 알루미늄 시편에 십자형 둥근 슬

롯(slot)을 새겨 이를 측정하도록 하였는데 X, Y테

이블의 한 스텝 이동거리를 각각 1mm, 0.5mm, 

0.25mm, 0.125mm의 네 단계로 변화를 주어 같

은 지점을 측정해서 비교했다. 그림4는 측정된 슬

롯의 모양을 보여주고 있다. 십자가 새겨진 평면은 

12mm x 12mm이고 높이는 정상화(normalize) 

되었다. 슬롯의 둥근 곡면을 잘 측정하기 위해서는 

스텝 이동거리를 충분히 작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만 스캔 시간은 상대적으로 길어지게 된다. 본 슬롯

의 곡면을 비교적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최대 

0.5mm의 스텝으로 측정함이 타당함을 보여주고 

있다. 탐침이 얼마나 날카로운 지도 측정에 영향을 

주나 본 논문에서는 평가를 생략한다. 

그림 4. Measured + shapes by

(a) 1mm step (b) 0.5mm step (c) 0.25mm step (d) 0.125 step

두 번째 실험은 3D 프린터를 이용해R이 양각되어 

있는 플라스틱 시편을 대상으로 하였다. 우선 상업

용 비접촉식 표면 측정기(EXCEL 501UC, MICRO-

VU)[3]를 이용해 3차원 정보를 획득한 후 개발된 표

면 측정기로부터 측정된 결과와 비교하였다. 이 상

업용 측정기의 경우 약 3μm의 정밀도를 가진 것으

로 알려져 있다. 그림5는 두 표면 측정기에 의한 측

정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제작된 표면 측정기에 의

한 결과가 상업용 측정기에 비해 표면의 거칠기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관찰 할 수 있다. 상업용 측정기

의 경우 표면 거칠기가 약 15 μm 미만으로 측정되

었으나 본 표면 측정기의 경우 약 90μm 정도로 측

정되었다. 본 표면 측정기의 경우 옆 벽(side wall)

을 측정할 때 탐침이 상승 또는 하강하면서 더 정밀

도가 안 좋아지는 것이 관찰되었다. 물론 스텝 크기

만큼 움직이는 과정중에 옆벽을 만나는 경우도 경계

면의 위치가 불분명하게 된다. 따라서, R의 경계면

에서 측정된 이미지의 윤곽이 상업용 측정기에 의한 

이미지에 비해 덜 뚜렷한 것이 관찰된다. 상업용 비

접촉 표면 측정기에 비해 측정 성능이 우수하지는 

않으나 교육용 장비로서 충분한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5 Measured R shape from

(a) EXCEL 501UC (b) our surface profi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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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본 논문은 AFM 교육용을 목표로 AFM의 작동원

리를 구현한 3차원 접촉식 표면 측정기를 설계, 제

작, 실험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측정기의 설계 과

정에서 AFM의 작동원리를 충실히 구현하기 위해 

시료에 대한 지그재그식 스캔 모드를 적용하였고 두 

광소자의 신호를 같도록 하는 제어 방법을 적용하여 

시료의 표면을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탐침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탐침의 높이 변화는 AFM과 같은 방식

으로 레이저를 이용한 광학적 방식을 택해 본 장비

를 통해 AFM의 동작 원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

도록 하였다. 개발된 표면 측정기는 실험을 통해 상

업용 표면 측정기의 성능에 미치진 못하나 최소 90

μm의 정밀도를 보여줌을 관찰하였고 측정시 충분

히 작은 스텝 사이즈가 필요함을 고찰하였다. 교육

용 장비로 충분한 성능을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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