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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징 기술은 재료가공  물성측정의 정확도, 정 성, 생산 속도 등에 있어서 많은 장 을 가지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회 한계로 인해(1) 장보다 짧은 분해능을 획득하는 데에 기술 인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고분해

능 획득을 한 회 한계 극복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근 장 (near-field) 학 상은 기존 

선 학에서 볼 수 없었던 고투과율  고분해능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2)

 회 한계 극복을 한 높은 잠재성

을 가지고 있다.

2000년 J. B. Pendry에 의해 제안된 근 장 수퍼 즈(Near-field superlens)는(3) 음굴 률 물질의 하나(Single 

negative materials; SNG, ε < 0, μ > 0)로서 표면 라즈몬 공명(Surface Plasmon Resonance) 는 음향 양자 

공명(Phonon Resonance)에 의해 지수함수 으로 감쇠하는 소산 (evanescent wave)를 복원하여 고분해능 이미

징을 가능하게 한다. 뿐만 아니라, 기하학  변형이나 가공이 필요 없는 평 형(Slab) 구조로서 면  이미징이 

가능하고, 기존 리소그래피  이미징 기술과 호환성이 높다
(4,5)

. 

한편, 근 장 수퍼 즈를 이용한 학 시스템은 인덱스 일치 방법(Index matching method; 근 장 수퍼 즈의 

유 율(εM=ε'M+i·ε"M)과 그 주변을 감싸고 있는 양굴 률 물질의 유 율(ε1=ε'1+i·ε"1) 실수부 크기를 일치시키

는 방법(ε'M = ε'1))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 이었으나, 이는 물질의 자기  흡수(ε"1≠0, ε"M≠0)에 의한 이미

지 퍼짐(Image Blurring) 상을 보정할 수 없기 때문에 공간 주 수(spatial frequency) 성분들의 상 변화가 

발생하여 이미지 분해능  품질의 필연 인 하를 일으킨다.  

이러한 이미지 성능 하를 방지하기 해 학계(Optical System)에서는 상 복원 방법(Phase Retrieval 

Method; Adaptive Optics)을 일반 으로 사용하나, 이 방법은 이미지의 왜곡된 면정보를 수집하는 측정부와 

왜곡된 정보를 복원하여 응 R 학(Adaptive optics) 장치에 달하는 피드백 장치를 필요하므로(6) 학계 구

성의 복잡성과 시스템 크기 증가를 피할 수 없으며, 특히 근 장에서는 왜곡된 이미지의 면 정보 획득이 매우 

어려워 기존의 상 복원 방법을 사용할 수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표 인 근 장 수퍼 즈인 UV 역의 Ag(4,5)와 mid-IR 역의 SiC(7,8)의 학 달함수(Optical 

Transfer Function; OTF=MTF(kx)exp[-i PTF(kx)]로 표 되며, 여기서 변조 달함수(Modulation Transfer 

Function; MTF)는 |OTF|의 크기를 나타내는 값이고, 상 달함수(Phase Transfer Function; PTF)는 OTF의 

상을 나타낸다.) 해석을 통해, PTF=0 인 인덱스 불일치 조건(Index mismatching condition)을 도출하고 이를 

이미징 상 물체(더블슬릿)의 크기  주기에 따라 최 화함으로써 근 장 수퍼 즈의 이미지 분해능  품질

의 향상을 측하 다(9, 10, 11). 

결과 으로 물체의 크기가 장보다 매우 작은 electrostatic limit 조건 하에서 근 장 수퍼 즈의 유 율 실수

부가 와 같을 때에 zero PTF 조건을 얻을 수 있었으며, 이는 학 임피던스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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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용하여 와 같이 나타낼 수 있었다.(11) 

한 이미징 상 물체로서 더블슬릿의 크기  주기에 따른 선명도(Visibility)  분해능 향상을 수치해석

(Full-wave analysis)으로 계산한 결과 Ag 근 장 수퍼 즈에서 슬릿 비가 20nm이고 선명도가 0.5일 때, 최소

분해가능간격(Resolvable separation)은 인덱스 매칭 조건일 때 106nm에서 인덱스 불일치 (ε'M = -0.92)조건일 

때 95nm로 향상됨을 측할 수 있었다.
(10)

 

한편 SiC 근 장 수퍼 즈에서는 슬릿 비가 360nm 일 때, 선명도 0.5 에서 최소분해가능간격은 인덱스 일치 

조건(입사 장 = 11㎛)일 때 λ/4.2에서 인덱스 불일치 조건(입사 장 = 10.5㎛)일 때 λ/14.2로 향상되며, 인덱스 

불일치 조건에서 V=0.6 이상의 고선명도를 λ/12 가량의 분해능으로 획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더블슬

릿을 투과한 자기 의 최고  세기(peak intensity)를 비교하 을 경우, V=0.5에서 인덱스 불일치 조건(입사

장 = 10.5㎛)일 때 인덱스 일치 조건(입사 장 = 11㎛)에 비해 3배 이상 향상됨을 알 수 있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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