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2

1. 서 론

원자현미경은 1986년 처음 발명된 이후[1]로, 기계가공, 재료, 바
이오 피직스등 다양한 나노분야에서 필수적인 도구로 활용되고 있
다. 원자현미경의 기본 원리는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외팔보 형태
(Microcantilever, MC)의 탐침으로 시편을 스캐닝하면서, 탐침과 
시편간의 다양한 형태의 작용력에 의해 발생하는 MC의 굽힘을 
측정하여, 나노미터 수준에서의 시편의 특성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원자현미경을 제작하기 위한 핵심기술은 MC의 굽힘을 측
정하기 위한 측정기술과 스캐닝 기술이라 말할 수 있다. 일반적으
로 MC의 굽힘은 광지렛대 방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방식

의 경우 광경로를 고려한 광학계의 설계가 필요하여 원자현미경의 
구조에 따른 추가적인 설계가 필요하다. 반면, 비점수차 방식에 기
반한 CD/DVD 드라이버의 광픽업 유닛(optical pickup unit, 
OPU)을 이용한 MC의 굽힘 측정도 시도되었는데[2-5], 이 방식의 
경우 OPU가 크기와 부피가 작아 다루기가 쉬우며, 광학계들이 모
듈로 이루어져 있어 저렴한 가격으로 MC의 굽힘센서를 제작할 
수 있다.

한편 원자현미경은 MC와 시편간의 접촉, MC와 시편간의 작용
력 제어여부 등에 따라 다양한 측정모드가 존재하며, 측정하고자 
하는 특성에 따라서 적절한 측정모드가 사용되고 있다[6]. 특히, 측
정하고자 하는 대상 대상이 세포와 같이 아주 부드러운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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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가 시편과 접촉하게 되면 시편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비접
촉이나 간헐적인 접촉(tapping)의 측정모드가 사용된다. 비접촉 또
는 tapping 모드의 경우, MC를 고유진동수 근처의 주파수로 가진
하여 MC와 시편간의 상호작용력에 의한 MC의 진폭의 변화를 이
용하는 원리이다. 이렇게 MC의 동적 특성을 이용하여 측정하기 
때문에 비접촉 또는 tapping 모드는 dynamic mode로 정의되기도 
하며, 반대로 MC에 진동을 가하지 않고 측정하는 모드를 contact 
mode로 정의하기도 한다. 

Dynamic 모드에서의 성공적인 이미지를 위해서는 MC의 굽
힘 측정뿐만 아니라, 진폭의 정확한 측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진폭을 측정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RMS to DC 변환 방법이 
있으나[7], 이 경우 여러 번의 평균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산
속도가 느리며 또한 관심 주파수를 제외한 다른 주파수 성분의 노
이즈에 취약한 단점이 있다. 그리고 dynamic mode에서 시편의 
특성측정에 있어 MC의 1차모드 진동 정보 뿐만 아니라 고차 모드
의 정보를 이용하는 multi harmonic방식도 제안되었는데[8], RMS 
to DC 변환법은 multi harmonic 모드에도 적용이 불가능하다. 반
면 Lock-in amplifier (LIA)는 특정 주파수 성분의 크기만을 추출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주변 노이즈등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multi 
harmonic 모드에도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조가 조금 복잡하
여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OPU기반의 원자현미경을 대상으로 
dynamic 이미지모드를 구현하기 위해서 개발된 LIA를 소개하고
자 한다. 논문의 구성은 2장에서 LIA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다루
고, 3장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한 회로설계 및 제작과 기초 실험을 
통한 제작된 LIA의 평가를 다루고, 4장에서는 실제 OPU기반 원
자현미경에 적용하여 얻은 결과를 기술하였다.

2. Lock in Amplifier
Fig. 1(a)는 LIA의 가장 간단한 구성을 나타내는데, 특수한 형

태의 정류기 역할을 하는 위상 반응 감지기(Phase sensitive 
Detector)로 구현되는 믹서, 믹서의 출력에서 고주파 성분을 제거
하는 저역통과필터가 기본적인 구성이다. 믹서의 두 입력 신호(입
력: Vi, 기준: Vref)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면, 

 
(1)

(2)
 여기서, V0, ω0는 각각 입력신호의 크기와 주파수를 나타내며, φ 

와 θ는 각 신호의 위상을 나타낸다. 믹서의 곱하기 연산에 의해서 
식 (3)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되는데, 

(3)

 식 (3)은 입력주파수의 2배인 고주파수 성분과 두 입력 신호의 
위상차의 저주파수 성분으로 이루어지며, 이 값을 저역통과필터로 
통과시키면 다음과 같이 저주파수 성분만 남게 된다. 

 
(4)

 여기서 두 입력신호의 위상차가 일정한 경우, 최종결과값은 직류성
분으로 구할 수 있으며, 특히 위상차가 90°가 되는 경우에는 LIA의 
출력값은 입력 신호의 절반값이 됨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입력
신호의 위상이 변하는 경우에는 정확한 진폭의 측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LIA는 Fig. 1(b)와 
같은 dual phase 변조 방식이 사용된다. Dual phase 변조 방식은 
앞서 단일 위상 잠금 증폭기에 기준 입력과 직교위상을 가지는 기준
신호를 받는 믹서를 추가하여 단일 위상 잠금 증폭기에서의 위상 
의존성을 제거한다. Dual phase 변조방 식에서 각 믹서의 기준입력
의 위상을 다음과 같이 0°와 직교위상을 가지도록 정의하면, 

 
(5)

(6)

Fig. 1(b)에서와 같이 각 믹서를 통해 연산된 결과는 다음과 같

Fig. 1 Structure of LIA (a) basic single phase, (b) dual phase, 
(c) high bandwidth 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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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리된다. 
 

(7)

(8)

 그리고 이 신호들을 차단주파수가 입력주파수의 2배에 가까운 
저역통과필터로 걸러주게 되면 다음 식과 같이 직류 성분만 남게 
된다. 

 
(9)

(10)

 이들을 다음과 같은 벡터 연산을 통해 최종적으로 입력신호의 
진폭을 구할 수 있다. 

 
(11)

 그런데, 고주파 성분(2ω0)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는 저역통과
필터의 차단주파수에 의한 dual phase 증폭기의 대역폭 제한은 피
할 수가 없는데, 이러한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Fig. 1(c)와 같은 
고대역폭 LIA가 제안되었다[9]. 

고대역폭 LIA는 위상이 90° 변이된 신호를 입력으로 하는 
dual phase 루프를 추가하고, 각 믹서의 출력을 Fig. 1(c)에서
와 같이 연산하면 다음과 같이 입력 주파수 성분이 제거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12)
 

(13)

식 (12), (13)에서는 신호 직류성분만 남게 되나, 실제로는 고주
파 성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저역통과필터로 걸러주
게 된다. 하지만 앞서의 dual phase 방식에 비하여 저역통과필터의 
차단주파수를 더욱 높일 수 있어서 고대역폭의 LIA를 구현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향후 고속 스캐닝 시스템의 개발등을 고려하
여 Fig. 1(c)의 고대역폭 LIA를 기반으로 설계를 진행하였다.

3. 회로설계 및 기초 실험
3.1 회로설계

우리는 앞장에서 설명한 LIA를 실제 제작하기 위한 회로를 설계

하였다. 각 기능에 따라 3개의 파트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 파트
는 신호입력단으로서 신호입력 및 기준신호 생성을 위한 위상 변
화기능으로, 센서로부터 수신하는 신호를 증폭하고, 증폭된 신호와 
기준(가진)신호의 위상을 90° 변이 시키는 역할을 한다. 두 번째 
파트는 믹싱단으로 신호입력단으로 통해 센서의 신호와 MC를 가
진하는 입력신호를 믹싱하는 믹서부와 고주파성분을 제거하는 저
역통과필터로 이루어지는데, 저역통과필터의 차단주파수는 가변
저항을 이용하여 조절이 가능하도록 제작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파트는 진폭을 구하기 위한 벡터연산기능을 한다. 본 연구에서 채
택한 고대역폭 LIA의 경우, 기본적으로 dual phase LIA를 기반으
로 하기 때문에 제작된 보드는 dual phase 모드와 고대역폭 모드
의 선택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그리고, 향후 기술되는 두 방식의 
비교실험도 동일한 하나의 보드를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Fig. 2는 
실제 PCB작업을 통해 제작된 보드를 나타내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능별 파트를 구별하여 표시하였다. 제작된 LIA에 사용된 
주요 IC의 정보는 Table 1에 정리하였다.

3.2 기초실험
진폭의 변화를 검출하기 위해 설계된 LIA의 기능과 성능을 확인

하기 위해, 센서 신호를 대신하여 함수 발생기(Wave Factor 
WF1946B, NF Corporation)로 생성된 신호를 이용하여 기초 실

Fig. 2 Fabricated LIA board with indication of each parts

Table 1 Main components used in lock in amplifier module

Part name Description Function Manufacturer

AD630 Modulator/
Demodulator IC Mixing signal Analog 

Device

AD734 4 Quadrant Analog 
Multiplier Vector calculation Analog 

Device

OPA2227 Dual Operational 
Amplifiers

Phase shifting, 
Low pass Filter

Texas 
Instruments

INA128 Instrumentation 
Amplifier Pre-amplifier Texas 

Instr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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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을 수행하였다. 기준신호는 본 논문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MC의 
고유진동수와 근사한 주파수(90.9 kHz)의 사인파를 이용하였고, 
입력신호는 기준신호를 반송파로 하여 5 kHz 구형파를 이용하여 
진폭을 변조하였다. 그리고 진폭 변조된 신호의 포화를 방지하기 
위해 LIA의 앞 단에 전압분배기를 이용하여 신호의 크기를 LIA의 
입력범위에 맞도록 조절하였다. 실험에서 저역통과필터의 차단 주
파수는 52 kHz로 설정하였고, 보드 상의 모드 선택 스위치를 이용
하여, 측정모드를 변경하여 각 모드에서의 결과를 얻었으며, 비교
를 위하여 상용 LIA (DSP7280, Ametek)을 이용하여서도 결과를 
얻었다.

Fig. 3(a)는 dual phase 모드의 결과를 나타내는데, 하단의 그래
프에서 앞서 설명한 입력신호의 형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상단의 
그래프에서 LIA의 출력신호가 입력신호의 신호의 크기에 따라 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Dual phase 모드에서 출력값의 노이즈 
진폭은 약 300 mVpp로 나타났다. 이는 저역통과필터를 사용했음
에도 불구하고 고주파수 성분이 여전히 남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반면 Fig. 3(b)의 고대역폭 모드 결과에서는 동일한 저역통과
필터 차단주파수에 대해 노이즈의 진폭이 약 100 mVpp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식 (12), (13)을 통해서 가진주파수의 
2배 성분(2ω0)이 확연히 줄어 들었음을 예상할 수 있다. 두 경우 
모두, 노이즈의 진폭을 줄이기 위해 저역통과필터의 차단주파수를 

낮출 수 있으나, 이 경우 LIA의 출력신호의 정착시간이 증가하기 
때문에 저역통과필터의 차단주파수는 최종 적용하고자 하는 시스
템에 맞추어 설정할 필요가 있다. 출력신호의 정착시간은 동일한 
차단주파수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두 경우 모두 약 12 μs로 확인되
었다. Fig. 3(c)는 상용LIA를 이용하여 얻은 결과로 출력신호의 
노이즈의 진폭이 조금 줄어 들었으나, 이는 장치에서의 정착시간
의 최소값 설정이 20 μs로 제한되어 이에 따른 저역통과필터의 차
단주파수도 낮아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노이즈의 진폭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4. 이미지 측정
제작된 LIA의 원자현미경으로의 적용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진에서 기개발한 OPU기반의 원자현미경[10]을 대상으로 
제작된 LIA를 이용하여 dynamic 모드 측정을 시도하였다. Fig. 
4는 본 연구진에서 제작한 원자현미경과 제어시스템 구성을 나타
내는데, 원자현미경은 OPU를 이용한 MC굽힘 측정장치와 나노 
스캔을 위한 3축 fine stage (z축: Home made, X-Y축: P-611.30 
NanoCube XYZ Piezo stage, Physik Instrument), Probe 접근
을 위한 z축 Stage (SGSP60-10ZF, Sigma koki)로 구성된다. 3
축 fine stage는 추가적인 변위센서(C8-2.0-.2.0, Lion Precision)
의 적용을 통해 feedback 제어가 가능하다. MC는 함수발생기로
부터 생성된 신호에 의해 가진이 되며, 함수발생기의 가진신호와 
MC의 굽힘신호는 LIA의 기준신호와 입력신호로 사용된다.

MC의 굽힘만을 고려한 접촉 모드와 달리 dynamic 모드 AFM
을 구현하는 데는 MC의 공진 주파수, 가진 신호의 진폭 및 주파
수, MC 진폭, 위상차 및 z축 제어를 위한 기준 진폭등을 정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들 값의 설정을 위해 제작된 시스템으로 기본 
파라메터를 분석하였다.

우선, OPU를 기반으로 제작된 센싱시스템으로 MC의 공진주파수 
측정을 시도하였는데, 실험에 사용된 MC (NSC36, Mikromasch)
는 하나의 칩에 길이가 다른 3개의 MC 중, 공진주파수가 50-105 

Fig. 3 Amplitude detection result (a) dual phase LIA, (b) high 
bandwidth LIA, (c) commercial LIA Fig. 4 Dynamic mode AFM overall system config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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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z 범위에 드는 MC를 사용하였다. MC의 주파수 응답은 상용 
LIA내의 주파수 응답측정 기능을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MC의 
가진은 MC홀더에 부착된 piezo-chip에 가진 신호를 인가하여 이
루어졌다. Fig. 5에 주파수 및 시간응답의 결과를 나타내었는데, 
Fig. 5(a)의 주파수 응답에서 MC의 공진주파수는 90.58 kHz로 
나타났으며, Fig. 5(b)의 공진주파수 입력에서의 센서의 안정적인 
출력값을 확인할 수 있다.

제작된 LIA를 이용하여 공진주파수에서의 가진 신호의 크기 변
화에 따른 MC의 진폭 변화를 측정하였다. Fig. 6에 그 결과를 나
타내는데, MC의 안정적인 진동을 얻기 위해 최소 진폭은 40 nm 
이상이 되도록 가진 신호를 인가하였다. MC의 진폭에 따른 LIA
의 출력값이 그림과 같이 선형관계(Nonlinearity: 2.5% F.S.)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 관계식으로부터 LIA의 값으로부
터 MC의 진폭을 구할 수 있다. 이러한 선형적 특성으로 원자현미
경에서 일정한 진폭을 제어하여 이루어지는 이미지 모드뿐만 아니
라, 진폭의 변화를 이용한 특성측정 모드에서 충분이 적용이 가능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작된 LIA를 적용한 상태에서 원자현미경의 굽힘센서의 분해

능도 평가하였다. Fig. 7은 MC에 공진주파수 가진시 얻은 고대역
폭 LIA의 출력값을 나타내는데, 차단주파수를 아주 작게 하는 경
우에는 LIA의 노이즈 저하로 인한 분해능향상을 가져올 수 있으
나, 자체의 대역폭 제한으로 인해 원자현미경에 적용할 시, 시편의 
형상 정보마저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52 kHz, 20 kHz 차단주
파수를 대상으로 원자현미경의 굽힘 센서의 분해능을 평가하였다. 
LIA의 출력값은 1 kHz 샘플링 속도로 측정되었으며, 출력값을 
통해 MC의 진폭이 160 nm정도임을 확인할 수 있다. Fig. 7(a)에
서 52 kHz 차단주파수 적용시 얻은 출력신호의 노이즈 진폭은 
약 200 mVpp로, 이를 변위로 변환하면 6.6 nm (4δ) 정도가 된
다. 그리고 Fig. 7(b)의 20 kHz 차단주파수를 적용한 결과에서는 
노이즈의 진폭이 약 100 mVpp로 분해능은 3.3 nm (4δ)정도됨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실험을 통해 얻은 결과는 이전 접촉 모드의 
OPU와 센서드라이버의 노이즈특성[10]과 비교하여 거의 동일한 
수준의 분해능을 나타내었는데, 일반적으로 측정시스템 최종 분해
능은 전체 구성요소들 중 가장 낮은 분해능을 나타내는 요소에 
의해 결정됨을 고려하면, 본 연구에서 사용된 원자현미경의 센싱
시스템은 OPU와 센서드라이버의 특성이 지배적이며, 제작된 
LIA는 전체 시스템의 분해능 저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확

Fig. 5 Responses of microcantilever (a) frequency sweep, (b) 
input and output signal at resonance frequency

Fig. 6 Result of calibration of the developed LIA

Fig. 7 Noise level of the output of LIA (a) result with the low 
pass filter of 52 kHz cutoff frequency, (b) result with the 
low pass filter of 20 kHz cutoff 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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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할 수 있다.
제작된 시스템을 적용한 원자현미경시스템에서의 높이 분해능

을 평가하기 위하여 표준시편을 dynamic 모드로 측정하였다. 원
자현미경의 제어 시스템은 Fig. 4에서와 같이 FPGA (cRIO-  
9074, National Instrument)로 구현되었으며, 원자현미경과
는 ADC (NI-9205, National Instrument), DAC (NI-9264, 
National Instrument), 디지털 I/O 모듈(NI-9401, National 
Instrument)로 인터페이스가 되었고, 3축 변위센서를 사용하여 
feedback 제어에 의한 스캔이 이루어졌다.

Fig. 8은 Tapping 모드를 이용하여 얻은 표준 시편(HS- 20MG, 
Budgetsensors)의 이미지(스캔영역: 20 μm×20 μm, 스캔 속도: 
2 μm/s, 해상도: 326×101 px)를 나타내는데, Fig. 8(a)과 8(b)는 
각각 2차원 및 3차원 형상으로서, 20 nm의 높낮이가 정보가 분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8(c)와 8(d)는 각각 Fig. 8(a)에서
의 수평(1), 수직(2) 방향으로의 단면도를 나타낸다. 수평 즉 스캔 
방향으로는 시편의 높낮이가 명확히 분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으나, 수직 방향으로는 평면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약 70 nm의 변화
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후자에 인해 수직방향으로의 이미지 품질
저하까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실험에 사용된 
원자현미경의 성능에 의해 결정되는 드리프트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드리프트는 센서, 액츄에이터, 전자회로, 환경 등의 여러 
문제로 인해 나타나지만, 대부분의 이미지 스캔이 제어시스템이 
안정된 후에 진행되었음을 고려하면, 본 논문에서의 드리프트의 
가장 큰 원인은 외부환경에 의한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실제 원자현
미경은 외부환경차단을 위한 별도의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측정이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샘플자체도 오염(흰색 점)이 된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따라서, 드리프트에 의한 이미지의 품질저하는 원자
현미경자체의 한계로 인한 것으로 파악되며, 본 연구진에서 수행
한 동일한 구성의 접촉모드에서 얻은 이미지[3]와 유사한 수준의 
높이 분해능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때, 본 논문에서 제작한 LIA
를 이용한 tapping 모드에서도 분해능의 저하없이 20 nm 높이 이
하의 구조물 측정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OPU기반의 원자현미경을 대상으로 dynamic 

모드 측정을 위한 Lock-in amplifier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LIA는 
dual phase 모드 원리를 기본으로 하고, 향후 고속 스캔 시스템에 
대응이 가능하도록 고대역폭 LIA 원리를 바탕으로 설계하였다. 그
리고, PCB화 작업을 통해 모듈형태로 제작이 가능하도록 하였으
며, 제작된 LIA를 이용하여 LIA 자체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기
초실험을 수행함과 동시에 기 개발된 OPU기반의 원자현미경에 
적용하여 dynamic 모드에서의 표준시편의 이미지 측정을 통해 제
작된 LIA의 높이 분해능을 평가하였다. 실험결과, 제작된 LIA는 
원자현미경의 굽힘 센싱 시스템에 적용하여 1 kHz의 샘플링속도
에서 3.3 nm (4δ)의 분해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tapping 모드에서 20 nm 높이 표준시편의 측정을 가능케 함을 확
인하였다.

본 논문에서 사용된 원자원미경의 센싱시스템의 성능이 제작된 
LIA보다 OPU와 센서드라이버에 의해 지배적으로 결정됨을 고려
할 때, 향후 OPU 및 센서드라이버의 성능 개선으로 보다 높은 분
해능의 측정이 기대되며, 이와 동시에 고속 스캐닝 시스템을 대상
으로 한 개발된 LIA의 적용을 통하여 고속, 고분해능 원자현미경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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