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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investigate the tip-substrate interaction in shear-mode, quartz-tuning, fork-based atomic
force microscopy in air. While the tip-substrate normal interaction in vacuum is usually characterized as a long-range attractive force and a short-range repulsive force, here, in shear-mode
atomic force microscopy in air, we observe a negligible shear interaction until the tip abruptly
experiences a viscoelastic force at a few nanometers above the sample’s surface. We show that
the viscoelastic shear interaction is the result of a capillary-condensed water bridge formed in the
nanosized gap between the tip and the substrate and that the shear interaction increases with
decreasing tip-substrate separation until hard mechanical contact is made between the tip and the
substrate. This shear interaction mediated by the capillary liquid bridge dominates over other
interactions; thus, the shear force must be considered when performing shear-mode atomic force
microscopy and spectroscopy and manipulation of nano-objects in air.
Keywords: Atomic force microscopy, Shear interaction, Capillary condensation, Viscoelast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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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수정 진동자 기반 대기 중 쉬어 모드 원자 힘 현미경에서 나노 탐침에 작용하는 쉬어 상호작용
측정하였다. 진공 중 원자 힘 현미경의 수직 방향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원거리 인력과 근거리 반발력의
특징과 다르게, 대기 중 쉬어 상호작용에서는 팁-표면 원거리 상호작용이 거의 없고, 팁-표면 수 나노
거리 지점부터 갑작스러운 힘이 발생함을 관측하였다. 여기서 팁-표면 수 나노 지점에서 발생하는
쉬어 상호작용은 팁-표면 사이 캐필러리 응축에 의한 나노 액체 브릿지 생성의 결과이며, 표면에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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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갈수록 팁-표면 기계적 접촉에 의한 큰 쉬어 탄성 힘과 댐핑 힘이 작용함을 보인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대기중 쉬어 모드 수정 진동자 원자 힘 현미경의 구동, 원자 힘 현미경을 이용한 나노 물체 조작 등 다양한
응용연구에서 고려할 중요한 요소이다.
Keywords: 원자 힘 현미경, 쉬어 상호작용, 캐필러리 응축, 점탄성

I. 서 론
보통의 캔티레버 기반 원자 힘 현미경과 다르게 수정 진
동자 기반 원자 힘 현미경 [1, 2]에서는 샘플 표면에 대한
팁의 진동 방향을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다. 캔티레버
시스템과 같이 샘플 표면에 대하여 팁을 수직 방향으로 진
동시킬 수 있고, 또는 샘플 표면에 나란하게 진동시킬 수
있다. 여기서 샘플 표면에 나란히 진동하는 구동을 쉬어
모드 (shear-mode) 라 부른다. 이와 같은 동적 수정 진동자
원자 힘 현미경에서 진동하는 팁은 표면과 반데르발스(van
der Waals, vdW) 및 전기적 힘, 그리고 반발력과 같은 다
양한 팁-시료 상호작용을 감지하여, 시료 표면 나노스케일
형상을 이미징하게 된다 [3].
진공 중 표면과 수직 방향으로 진동하는 팁에 대한 팁-표
면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4–6].
팁과 샘플의 종류와 외부 환경에 따라 팁-표면 상호작용의
구체적인 모습은 달라지지만, 대부분 팁-표면 상호작용은
원거리 인력 그리고 근거리 척력의 특징을 갖는다 [7]. 이와
같은 특징적인 요소는 동적 원자 힘 현미경에서 팁의 진동
운동-[을 결정한다. 원거리에서 팁의 공진 주파수는 적색
편이 (red-shift) 하게 되고 근거리에서는 청색 편이 (blueshift)하게 되어 [8], 기술적으로 팁-표면의 상대적인 거리를
가늠할 수 있고, 표면 이미징 결과를 해석하는데 매우 중요
하다.
진공 중 쉬어 모드 원자 힘 현미경에서 표면과 수평 방

원자 힘 현미경의 구동과 이미징 결과의 해석에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원자 힘 현미경에서 대기 중 쉬어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공기
중 나노미터 스케일에서 쉬어 상호작용의 발생 원리를 제
시하고, 상호작용의 크기, 범위, 그리고 성질을 정량적으로
측정하여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리는 수정 진동자 기반 원자 힘 현미경에서 대기중 팁표면 쉬어 상호작용을 측정하였다. 대기 중 쉬어 모드 원자
힘 현미경에서는 팁-표면 원거리 쉬어 상호작용이 거의 없
고, 팁-표면 수나노 근처에서 점탄성 상호작용이 갑자기 발
생하며, 나타난 점탄성 상호작용은 서서히 증가한다. 여기서
점탄성이란 액체와 고체의 성질을 동시에 나타내는 것을 의
미하며, 점탄성 상호작용이란 고체의 역학적 특성인 탄성힘
과 액체에 의한 댐핑힘을 동시에 가지는 상호작용을 뜻한다.
이러한 점탄성 상호작용은 팁-샘플 나노 크기 틈새(gap)에
형성되는 캐필러리 나노 액체 브릿지의 결과이며, 팁이 샘플
표면에 보다 근접할수록 팁-표면 기계적 충돌에 의한 강한
상호작용이 발생함을 보인다. 이러한 팁-표면 원거리 무시
할만한 상호작용 그리고 근거리 캐필러리 상호작용의 특
징을 갖는 쉬어 모드 원자 힘 현미경의 상호작용은 근접장
표면 주사 현미경 (near-field scanning force microscopy)
[15], 자성 힘 현미경 (magnetic force microscopy) [16], 정
전기 힘 현미경 (electrostatic force microscopy) [17]과 같
은 쉬어 모드 수정 진동자 원자 힘 현미경 기반의 장치의
구동과 결과를 해석하는데 고려되어야 한다.

향으로 진동하는 탐침에 작용하는 상호작용은 원리적으로
탐침 원자와 시료 원자 간 상호 작용의 결과로서 탐침과
시료의 개별 원자들의 상호작용의 합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대기중 쉬어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대기 중 상호작용에서는 기본적으로 팁과
샘플 표면 뿐만 아니라 공기 및 수증기 분자 [9], 표면에
흡착된 이물질과 액체 층 [10] 등 제어하기 어려운 다양한
물질들 그리고 그러한 물질들과 팁 그리고 표면이 상호작
용하기 때문이다 [11]. 이러한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팁 운
동의 히스테리시스 [12], 습도 의존성 [13], 에이징 (aging)
효과 [14] 등 복잡성이 나타나고, 이러한 현상은 쉬어 모드
∗ E-mail:
† E-mail:

mlee@cb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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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실험 및 결과
수정 튜닝 포크 (Quartz Tuning Fork, QTF) 는 전기적
기계적으로 동작하는 진동 소자로서, 그 민감성과 안정성
때문에 원자 힘 현미경의 힘 센서로 널리 사용된다 (Fig.
1(a)). 특히 수정 튜닝 포크는 전기적으로 힘을 인가하고
전기적으로 진동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의 캔티레버
기반 원자 힘 현미경에서 요구되는 복잡한 광학 장비 없이
간단히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다. 특히 탄성 계수가 매우
높고 동시에 품질 계수 (Q-factor) 가 높기 때문에, ‘jumpto-contact’과 같은 불안정성 없이 안정적으로 높은 감도로
팁-시료 상호작용을 감지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QTF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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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위상 θm 은 관계식 Im = Ie − IC 을 이용하여 수학적으로
다음과 같이 얻을 수 있다 [19].
driving

𝑤𝑇𝐹
𝑡𝑇𝐹

𝑉0 sin(𝑤𝑡)
electrical signal
𝐼𝑒 = 𝐴𝑒 sin(𝑤𝑡 + 𝜃𝑒 )

√

A2e − 2ωC0 V0 Ae sin θe + (ωC0 V0 )2

(2)

θm = arg[Ae cos θe + i(Ae sin θe − ωC0 V0 ))]

(3)

Am =

∆𝐿

여기서 Ae 와 θe 는 각각 출력되는 전기 신호의 진폭과 위상
이고, C0 는 표류정전용량이다.

(b)

이러한 QTF를 사용하여 우리는 Fig. 2와 같이 QTF

mechanical signal 𝐼𝑚

L

R

기반 원자 힘 현미경을 제작하였다. QTF는 직접 제작한

C

𝑉0 sin(𝑤𝑡)

electrical signal

pre-amp 상자에 부착되어 있고, pre-amp 시그널은 lock-in

𝐼𝑒 = 𝐼𝑚 + 𝐼𝑐

amp로 전송되어 신호의 진폭과 위상을 측정한다. Lock-in
amp를 통한 신호 처리 후, QTF의 진폭과 위상은 아날로그
전압 신호로 변환하여 측정한다. QTF에는 W 와이어를 에

𝐶0

칭 (etching) 한 탐침을 부착하였고, 시료는 압전소자 기반

stray capacitance signal 𝐼𝑐

Fig. 1. (Color online) Quartz tuning fork (QTF) and the
equivalent circuit. (a) The elastic constant of QTF can
be determined from the geometrical dimensions of QTF
using Eq. (1). (b) The equivalent circuit of electricallydriven QTF, where the input signal V0 sin (ωt) generates
the output signal Ie = Ae sin (ωt + θe ) given as the sum
of mechanical oscillation signal Im = Am sin (ωt + θm )
and the electrical stray capacitance signal IC .

나노스테이지에 놓여져 있다. 여기서는 테이프 방식으로
떼어낸 마이카 표면을 (cleaved mica substrate) 준비하고,
사용 전 약산으로 세척하여 표면 전하를 제거한 후 사용하
였다 [20].
거리에 따른 탐침-시료 쉬어 상호작용을 측정하기 위해,
우리는 팁을 시료 표면으로부터 약 1 µm 떨어진 지점에
위치 시키고 먼저 공진 곡선을 얻는다. 전기적으로 구동하

탄성 계수는 다음과 같이 사각 기둥의 탄성 계수 공식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18].
kbeam

wT F
= Equartz
4

(

tT F
L

)3
,

(1)

여기서 Equartz 은 QTF를 구성하는 쿼츠 (quartz) 물질의
영율 (Young’s modulus) 이고, w 와 t 는 튜닝 포크 한 다리
(prong) 의 너비와 두께, 그리고 L 은 길이이다 (Fig. 1(a)
참조). 쿼츠의 영율은 Equartz = 79.1 GPa이고, 우리가
사용한 튜닝 포크의 경우 w = 319 µm t = 622 µm, 그리고
L= 3599 µm 이므로 탄성계수는 kbeam = 32700 N/m로
주어진다. 마이크로 캔틸레버의 탄성계수 10 N/m와 비교
하여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보통 탄성 계수가 높으면
진동자의 감도가 저하되지만, 수정 튜닝포크는 수천에 이르
는 높은 품질 계수를 나타내기 때문에 외부 상호작용에 대한
높은 민감도를 보이며, 나아가 원자간 힘까지 감지하는 힘
센서로서 원자 힘 현미경에서 널리 사용된다.
QTF의 전기적 구동과 발생 신호는 Fig. 1(b)와 같은 전
기 소자 모델로 설명할 수 있다. QTF에 진폭 V0 의 교류 구
동 신호 V0 sin ωt를 인가하면, QTF의 기계적 운동에 따른
진동 신호 Im 과 표류정전용량 (stray capacitance) 과 관계
된 신호 IC 가 동시에 발생하여 전기 신호 Ie (= Im + IC )이
출력된다. 여기서 QTF의 고유한 기계적 신호의 진폭 Am

는 QTF는 Fig. 2와 같이 비대칭적인 공진 곡선을 보인다.
진폭 곡선(검은색)에서는 보통의 조화진동자에서 나타나는
최대 공진 진폭(peak amplitude) 뿐만 아니라 극소값(local
minimum) 을 보이며, 위상 곡선 (파란색) 에서는 최소값이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QTF의 기계적 진동에 추가하여
표류정전용량 전류가 구동 진동수에 따라 증가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이러한 표류정전용량 전류는 식 (2,3) 을 이용하
여 제거할 수 있고, 이를 통해 QTF의 순수한 기계적 진동
시그널을 얻을 수 있다.
탐침에 작용하는 쉬어 상호작용 힘은 탐침 진동의 진폭과
위상 정보로부터 알 수 있다. Figure 3은 탐침이 샘플 표
면으로 속력 6 nm/s로 다가가면서 변화하는 QTF 탐침의
진폭과 위상을 보여준다. QTF 프로브 탐침 운동의 전기적
시그널의 진폭과 위상은 거리에 따라 Fig. 3(a,b) 와 같이
변한다. 원 거리에서 탐침 운동의 전기적 시그널은 거의
변화가 없고, 특정 거리 (z = 0) 에서 진폭은 급격히 감소
하며 위상은 급격히 증가한다 (Fig. 3(a,b) 삽도). 그 다
음 진폭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위상은 계속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QTF 탐침 운동의 전기 신호는 실제 탐침의 기계적
운동과는 차이가 있으며, 여기에는 QTF의 표류정전용량에
따른 전류가 포함되어 있다. 우리는 식 (2,3) 을 이용하여
Fig. 3(c,d)와 같이 탐침의 실제 기계적 운동의 진폭과 위상
을 구할 수 있다. 기대하는 바와 같이, 탐침이 샘플 표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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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lor online) Experimental setup of quartz tuning fork-based atomic force microscope. The tuning fork is
electrically driven and the output signal is also electrically measured. The output signal is first amplified using a
home-made pre-amp and then transferred to lock-in amplifier to obtain the amplitude and phase of the output signal.
We have attached an etched W-tip to the one prong of the tuning fork and used the hydrophilic mica substrate. The
shear rigidity of tuning fork is about 3 ×104 N/m and that of two leads about 1400 N/m [21], which are much higher
than the measured shear interaction, given lower than 50 N/m (see Fig. 4). Therefore, our probe system allows
accurate and stable measurements of shear interaction. The inset shows the resonance curve obtained at free space
(about 1 µm above the sample surface).
접근할수록 기계적인 운동의 진폭은 거의 ‘0’에 근접하고

쉬어 모드 원자 힘 현미경에서, z = 0 nm로 정의한 지점

위상은 π/2 값에 근접한다. 이는 탐침이 샘플 표면에 기계

에서 나타나는 탐침 운동의 진폭과 위상 변화는 캐필러리

적으로 충돌하였음을 반영한다. 이러한 탐침 운동의 변화

응축 (capillary condensation) 의 결과이다 [22]. 캐필러리

그리고 그와 연관된 탐침-표면 상호작용은 탐침-표면 10 nm

응축은 두 나노 표면 사이 속박된 물분자들이 응축하는 기

이내에서 나타난다.

체-액체 상전이로서, 두 표면의 친소수성 및 외부 온도와

팁이 샘플 표면에 대하여 수직으로 진동하는 경우와 다르

습도에 의존한다 [23]. 원자 힘 현미경에서는 탐침과 시

게 샘플 표면에 나란히 진동하는 경우는 (쉬어 모드, shear-

료 표면 사이 캐필러리 응축의 결과로 나노 크기 캐필러리

mode) 탐침이 샘플 표면에 다가갈수록 원거리에서는 탐

브릿지 (capillary bridge) 을 형성하여 하게 된다 [24]. 탐

침 운동이 거의 변화가 없으며, z = 0으로 정의한 지점에

침이 표면에 대하여 나란하게 진동하기 때문에, van der

서 탐침의 진폭과 위상의 변화가 갑자기 나타난다. 팁이

Waals(vdW) 힘과 같은 탐침-시료 수직방향 힘에는 탐침

수직으로 진동하는 원자 힘 현미경에서는 탐침-시료 표면
사이 거리 약 10 nm 이하에서 서서히 진폭과 위상 변화가
관측된다. 이는 표면으로부터 탐침에 작용하는 van der
Waals(vdW) 힘, 정전기력 등이 표면에 대해서 수직이고,
탐침이 시료 표면 수직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시료 표면 수직 방향 힘은 시료 표면 수직방향 운동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시료 표면 수평 방향 운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Fig. 3와 같이 현 실험과 같은 쉬어
모드 원자 힘 현미경에서, 탐침이 원거리에 시료 표면으로
접근할 때, 탐침 운동의 진폭과 위상이 거의 변함이 없게
된다 (z = 0 – 4 nm 구간).

운동이 거의 영향을 받지 않지만, 탐침과 표면 사이 형성
되는 캐필러리 브릿지는 쉬어 방향으로 진동하는 탐침에
상당한 힘을 작용하고 탐침 운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
쉬어 모드 원자 힘 현미경에서 탐침이 경험하는 이러한
쉬어 상호작용은 팁의 변위에 비례하는 탄성힘의 비례 상수,
즉 탄성 계수 kint 그리고 팁의 속도에 비례하는 댐핑힘의
계수, 댐핑 계수 bint 로 기술할 수 있고, 다음의 식을 이용
하여 정량적으로 구할 수 있다 [8,24].
kint
A0
=
sin θ +
k
QA

(

w
w0

)2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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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lor online) Electrical and mechanical signals of the quartz tuning fork with a tip, as the tip approaches the
sample surface. (a,b) The electrical signal was measured by using the lock-in amp (Fig. 2) and (c,d) the mechanical
signal was theoretically obtained using Eqs. (2,3). The tip’s motion, the amplitude and the phase are abruptly changed
at a specific tip-sample distance, here defined as z = 0, due to the capillary condensation of liquid water between the
tip and the substrate. The amplitude continuously decreases and the phase increases with decreasing the tip-sample
distance.
크기 액체의 표면 장력과 표면 곡률에 의한 효과로 알려져
w 0 A0
bint
=
cos θ − 1
b
wA

(5)

여기서 A는 탐침 운동의 진폭이고, A0 는 공진주파수 w0 /2π
에서 진폭이며, θ 는 탐침 운동의 위상, Q는 공진의 품질 계
수, 그리고 w 는 구동 진동수 이다. 이중 A0 , w0 , Q 값은
QTF 탐침 센서의 공진 곡선 (Fig. 1) 을 통해 결정할 수
있다.
탐침이 샘플 표면에 접근할 때, 캐필러리 브릿지가 형
성되기 전까지는 작용하는 힘이 거의 없고, 캐필러리 브
릿지가 형성되는 순간 탄성힘과 댐핑힘이 둘 다 증가하게
된다. 여기에서는 앞서 정의한 대로 캐필러리가 형성되는
지점을 상대거리 z = 0 nm로 정한다. 약 3 nm 이상 더
깊이 접근하면 (z = –3 nm), 탄성힘이 급격히 증가하고,
댐핑힘도 증가하며 시스템은 불안정해 진다. 이는 팁-샘플
충돌을 의미하며, 따라서 캐필러리 브릿지가 처음 형성되는
절대적인 위치는 팁-샘플 사이 간격 약 3 nm 정도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켈빈 방정식 (Kelvin Equation) 에서
예측하는 거리 약 1 nm와 비교하여 큰 값이며, 이는 나노

있다 [25].
탐침에 작용하는 이러한 쉬어 상호작용은 팁-샘플 사이
형성되는 나노 크기 액체 브릿지에 기인한다. Figure 5와
같이 우리는 팁이 샘플 표면에 접근하여 상호작용을 감지
하면, 바로 후퇴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팁에 처음 외부
힘이 작용하는 순간, 즉, 팁은 아직 샘플 표면을 접촉하지
않았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팁
이 후퇴하면서 작용하는 상호작용은 바로 ‘0’으로 복구되지
않고 수 나노미터 정도 후퇴한 후에 복구되었다. 구체적으
로 연속적인 3번의 접근-후퇴 곡선(검은색 → 파란색 → 빨
간색) 을 그리는 실험에서, 실험을 진행할수록 샘플 표면으
로부터 보다 먼 거리에서 복구되는 것을 관찰하였다. 다시
말해, 실험을 반복할 수록 액체 브릿지 파괴 거리 (rupture
distance)가 보다 길어지고, 곧 보다 큰 부피의 액체 브릿지
가 형성되는 것을 관찰하였다. 이는 처음 형성된 캐필러리
브릿지는 파괴 이후에도(검은색) 탐침 표면 그리고 샘플 표
면에 액체 일부가 남아있어 두번째 형성에서 (파란색) 보다
큰 부피의 액체 브릿지 형성을 유도함을 나타낸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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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lor online) The elastic coefficient kint and the
damping coefficient bint of the tip-sample shear interaction. The elastic and damping interactions are abruptly
increased at a position defined z = 0 nm, where a nanosized water bridge is formed by the capillary condensation. Both interactions, kint and bint w, continuously increase until the tip is in contact with the sample surface.
Here, the interactions are negligible at z > 0 nm, indicating that the normal forces such as van der Waals(vdW)
and electrostatic force do not affect the shear motion of
the probe tip.

Fig. 5. (Color online) Repeated approach-retraction cycles (black → blue → red), showing the hysteresis in
(a) amplitude and (b) phase curves. Once the capillary bridge is formed and ruptured (black curve), the
subsequent approach induces the bigger liquid-bridge
formation (black → blue → red), as indicated by the
longer rupture distance and larger hysteresis. This implies that thin films of water were left on both tip’s
bottom and sample surfaces during the first cycle of
approach-retraction experiment (black), and the subsequent approach-retraction (blue and red) produced a bigger volume of the capillary bridge through the coalescence of the thin films of water in addition to the capillary condensation and growth, as also found in experiments using Surface Force Apparatus [26].
이 접촉할 때 까지 계속 증가하게 된다. 초기 액체 브릿지
형성 시 발생하는 상호작용에서는 탄성힘 보다 댐핑힘이
우세하다. 이는 형성된 나노스케일 액체 브릿지가 액체의
성질(liquid-like)을 보인다는 것을 뜻한다. 반면 탐침-시료

두번째 접근-후퇴 곡선에서 파괴 거리는 첫번째 접근-후퇴

사이 거리를 좁혀갈수록 탄성힘은 댐핑힘보다 보다 급격히

곡선의 경우보다 길어지게 된다. 세번째 캐필러리 브릿지

증가하게 되고, 이는 탄성을 지닌 고체에 의한 (solid-like)

형성에서(빨간색)는 가장 긴 파괴 거리를 관측하였고, 이는

상호작용 힘과 비슷하다. 다시 말해 탐침과 시료 표면, 두

가장 큰 부피의 액체 브릿지가 형성되었음을 의미한다. 이

고체 표면이 접촉하여 댐핑 상호작용보다 탄성 상호작용이

와 같은 캐필러리 응축에 의한 액체 형성뿐만 아니라 팁과

우세하였음을 나타낸다.

시료 표면 액체의 병합 (coalescence) 에 의한 액체 브릿지

이러한 탐침-시료 사이 약 5 nm 이내 거리에서 작용하는

형성은 표면 힘 측정 장치(Surface Force Apparatus, SFA)

대기중 쉬어 상호작용은 쉬어 모드 원자 힘 현미경의 이미징

의 실험에서도 유사하게 관측된다 [26].

원리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보통 원자 힘 현미
경에서는 탐침의 진폭을 피드백 시그널로 사용하여 표면
형상 (topography) 이미지를 생성하는데, 만약 탐침-시료

III. 결 론

거리에 따라서 진폭이 감소한다면 탐침의 진폭 시그널을
이용한 이미징은 표면의 높낮이 (height) 정보를 포함하는

우리는 쉬어 모드 수정 진동자 원자 힘 현미경을 이용하

지형도(topography)를 반영할 수 있다. 쉬어 모드 원자 힘

여, 대기 중 탐침과 시료 사이 쉬어 상호작용을 측정하였다.

현미경은 탐침과 시료사이 쉬어 상호작용을 감지하여 표면

탐침이 샘플 표면으로 약 5 nm 떨어진 거리까지 다가가면

을 스캐닝하고, 여기서 쉬어 상호작용은 나노크기 액체 브릿

(Fig. 4), 캐필러리 응축 현상으로 팁-샘플 표면 사이 액

지에 기인한다. 만약 탐침-표면 사이 형성되는 나노스케일

체 브릿지가 형성되어 탐침 운동의 진폭과 위상은 급격히

액체 브릿지의 크기가 일정하다면 액체 브릿지 상호작용의

변화한다. 탐침의 진폭과 위상 변화로부터 우리는 쉬어 상

결과로 진폭은 거리에 따라 단조롭게(monotonically) 감소

호작용을 계산하였고, 상호작용이 탄성힘과 댐핑힘의 합으

하므로 (Fig. 3a,c), 표면의 지형도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

로 주어지며, 이는 팁과 시료 사이 형성된 액체 브릿지에

그러나 만약 스캐닝 표면의 친소수성 변화로 인해 시료 표면

기인함을 보였다. 그리고 탐침이 시료 표면으로 더 가까

동일 높이에서 형성되는 액체 브릿지의 크기가 변한다면,

이 다가갈수록 탄성힘과 댐핑힘은 탐침 표면과 시료 표면

탐침에 작용하는 쉬어 상호작용도 변하므로 정확한 시료

Tip-Substrate Shear Interaction in Quartz Tuning Fork-Based Atomic Force Microscopy in Air –

표면 형상을 얻을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은 쉬어 모드 원자
힘 현미경의 이미징과 이미지 해석에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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