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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멀젼 입자 표면의 새로운 형태학적 분석을 위하여 원자간력 현미경을 이용한 위상지연 가시화법을 응용하여 
폴리우레탄 수지와 아크릴레이트 수지로 구성된 폴리우레탄 아크릴레이트 하이브리드 에멀젼의 형태 및 물성 연
구를 시도하였다. 데이터의 분석을 위하여 순수한 수분산 폴리우레탄과 아크릴레이트 에멀젼 입자를 각각 합성하
였고, 유사한 형태로 합성된 두 입자에 대한 각각의 서로 다른 위상지연의 크기를 얻을 수 있었다. 이들 데이터
를 기준으로 수십 나노미터의 분해능으로 폴리우레탄 속에 혼성된 아크릴 수지의 입자표면을 구별하고 특성을 
분석하였다. 따라서 위상지연 가시화법의 응용으로 서로 다른 2가지 화합물의 특성을 구분하고 이를 가시화 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였고, 이러한 분석법은 유기 합성 고분자의 입자 표면분석 및 물성연구에 유용함
을 기술하였다.

We applied a new analyzing technique for the polyurethane acrylate hybrid emulsion sample composed of polyurethane 
resin and acrylate resin using the phase-lag mapping techniques of atomic force microscopy. For the analysis, we 
synthesized similarly sized pure polyurethane dispersion and acrylate emulsion particles, which were used for measuring 
the standard phase-lag intensities for each material. Based on these signal intensity, we could discriminate acryl particle 
in the polyurethane dispersion matrix with the resolution of a few tens of nanometers. Thus, the techniques show a new 
possibility in the analysis of the organic two-phase particles, and we believe the techniques are helpful to design 
organic p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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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고분자 물질의 형태학적 특성을 연구할 때 사용되는 분석기기는 원

자간력 현미경(Atomic Force Microscopy, AFM), 주사형 투과 현미경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TEM), 주사형 전자현미경(Scan-
ning Electron Microscopy, SEM) 등이 사용되고 있다. 이 가운데 원자

간력 현미경은 높은 분해능과 다양한 기능성 그리고 표면조작의 가능

성 등으로 최근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원자간력 현미경은 끝이 뾰족

한 탐침을 시료 표면에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주사하여 그 궤

적으로부터 표면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 이 때 거리제어는 시료와 탐

침 사이에 작용하는 턴넬 전류와 반데르발스 힘을 이용하고 있다[1].
  원자간력 현미경은 조작이 간편하고 비교적 시료의 손상이 적으며, 
높은 분해능으로 물질표면의 분자구조까지 분석이 가능하다[2]. 원자

간력 현미경을 이용한 고분자 물질의 표면 연구는 1986년에 폴리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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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실렌(PPX) β-형 단결정의 암시야상 관찰에서 1.8 nm의 격자상이 

얻어진 것이 최초이다. 그 후 poly(ρ-phenylene terephthalamide), poly 
(ρ-phenylene), poly(ρ-phenylenebenzo bisthizole), poly(ether-ether- 
ketone), poly(ρ-phenylene sulfide) 등과 같이 강직한 사슬(rigid chain)
을 가진 고분자, isotatic polystyrene, polyethylene, nylon-12, poly 
(tetra-methyl ρ-silylphenylene siloxane), cellulose 등의 격자상(lattice 
image)과 PPX의 분자상 등이 보고되었다[3-7].
  입자로 구성된 고분자는 미립자로 구성된 분말상 고분자와 수상에 

입자가 분산된 수계 고분자인 에멀젼, 콜로이드분산(colloidal disper-
sion)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수상에서 합성된 수계 고분자는 유기 용

제 상에서 합성한 유성고분자에 비하여 물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유성고분자는 작업성과 생산성 및 물성에서의 많은 장점을 갖고 있으

나, 유성고분자에 함유된 휘발성 유기용제로 인한 대기오염으로 환경

문제를 야기시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학회 및 산업체에서는 환경 

친화적이고 독성이 없는 새로운 수계 고분자의 제조 방법과 합성 연

구로 소비자가 요구하는 다양한 용도와 뛰어나 물성을 갖는 고기능성 



382 한상훈․김종민․박동원

공업화학, 제 17 권 제4 호, 2006

수성 재료 개발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8-11]. 최근 20년 동안 

접착제, 도료, 잉크, 섬유, 피혁, 종이, 고무, 목재에 관련된 산업의 발

전과 함께 다양한 소비자 욕구에 맞는 수용성 고분자의 개발은 비약

적인 발전을 하였다. 특히 폴리우레탄 아크릴레이트 하이브리드 에멀

젼의 연구는 아크릴레이트 수지의 장점인 내후성, 내화학성, 고광택성 

등의 물성과 폴리우레탄의 우수한 접착력과 유연성 등과 같은 장점을 

부여할 수 있다. 고분자의 물성은 관능기의 특성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12], 각각의 고분자로 구성된 두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관능

기를 보유한 고분자를 합성하고 물리적 장점을 얻기 위한 하이브리드 

에멀젼 합성은 고분자의 상분리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에 대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3-17].
  수성 에멀젼은 입자의 구조 및 형태에 따라 물성에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입자 분석법에는 형태학적 특성 분석법으로 주

로 사용되는 주사형 전자 현미경과 주사형 투과 현미경을 이용하나 

단순한 표면의 모포로지적인 분석에 많이 활용된다. 그리고 입도 분

석기는 크기의 분석만이 가능하여 재료의 특성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엔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는 시드 중합법을 이용하여 수분산 폴리우레탄과 아크릴 

수지를 이용하여 폴리 우레탄 아크릴레이트 하이브리드 에멀젼을 합

성하여 이들 입자의 크기 및 형태를 원자간력 현미경과 입도분석기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원자간력 현미경으로 하이브리드 에멀젼의 표

면특성을 분석하여 아크릴의 코어(core)영역과 우레탄의 셀(shell)영역

의 구조와 위치를 가시화 하였다. 이를 위하여 원자간력 현미경의 위

상지연 시각화 기법(Phase lag mapping technique)을 응용하였고, 이러

한 기법 응용은 입자로 구성된 하이브리드 에멀젼의 형태, 구조, 화학

적 특성 분석에서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2. 실    험

  2.1. 하이브리드 입자 합성 

  하이브리드 에멀젼 입자 합성은 시드 중합법(seeded polymeriza-
tion)을 이용하여 합성하였다. 수분산 폴리우레탄 입자를 시드로 

하며 아크릴레이트 단량체를 프리에멀젼(pre-emulsion)한 후 폴리

우레탄 입자가 있는 반응기에 적하하여 셀(shell) 영역인 우레탄 입

자 속에 아크릴레이트를 삽입시켜 코어 영역을 형성한 폴리우레

탄 아크릴레이트 하이브리드 에멀젼 합성물이다. 합성을 위한 장치

로는 교반기, 환류냉각기, 온도계와 프리에멀젼을 적하하기 위한 미량 

펌프를 장착할 수 있는 2000 mL 4구 플라스크 그리고 질소를 주입할 

수 있는 장치가 사용되었다. 
  첫 단계로 수분산 폴리우레탄의 합성을 위하여 2000 mL 4구 플라

스크에 질소가스를 퍼지하며 Poly(1,4-butanediol adipate)glycol (PBAG, 
union, Mw = 2000 g/mol)를 60 ℃에 용해 한 후 디이소시아네이트인 

isophorone diisocyanate (IPDI, Aldrich)와 촉매를 투입하여 교반한다. 
이때 촉매인 dibutyltin dilaurate (DBTDL)은 폴리올과 이소시아네이트

의 0.05 wt.%이다. 서서히 온도를 상승시키며 85 ℃에서 1 h 동안 부

가반응에 의한 프리폴리머 합성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친수성 말단기

를 형성하기 위하여 카르복실기를 함유한 dimethylol propionic acid 
(DMPA)를 첨가하여 90 ℃로 유지하며 2 h 동안 반응시켰다. 이때 반

응물의 NCO함량은 dibuthylamine 역적정법으로 측정하였고 잔류 

NCO함량이 이론 목표치에 도달하였는지 확인하였다. 이후 반응온도

를 50 ℃ 이하로 냉각한 후 몰수로 계산된 중화제인 triethylamine 
(TEA)를 첨가하여 30 min 동안 교반하며 중화시키고 증류수를 일정

Figure 1. An illustration for phase lag mapping AFM techniques 
(downloaded from Digital Instruments Inc.). (a) shows the principle 
of two important signal generation, (b) shows the generation of the 
phase lag signal by the surface properties and (c) shows relative lag 
intensity changes by the surface properties.

한 속도로 투입하여 이온화된 프리폴리머를 얻었다. 그리고 반응 온도

를 50 ℃로 하고 600 rpm으로 교반하면서 증류수에 용해된 ethylene 
diamine (EDA)을 일정한 속도로 떨어뜨리며 사슬 연장을 2 h 동안 실

시하며 수분산 폴리우레탄을 합성하였다.
  두 번째 합성단계로 우레탄 혼성 아크릴레이트를 합성하기 위하여 

이미 준비한 수분산 폴리우레탄을 시드(seed)로 하고 methylmeth-
acrylate (MMA)와 2-hydroxyethylmethacrylate (2-HEMA), n-butyl ac-
rylate (n-BA), styrene monomer (SM), acrylic acid (AAc)인 아크릴레

이트 단량체와 미량의 polyoxyethylene alkyl ether ammonium sulfate 
(Romm & hass, USA) 음이온 유화제와 polyoxyethylene octyl phenyl 
ether (Romm & hass, USA) 비이온 유화제를 증류수에 혼합하여 상온

에서 200 rpm의 교반 속도로 1 h 동안 교반하여 프리에멀젼을 준비하

였다. 이를 정량펌프에 이송하고 이미 합성한 수분산 폴리우레탄과 미

량의 유화제가 있는 4구 플라스크 반응기를 70 ℃로 유지하며, 일정량

의 프리에멀젼과 개시제로 사용한 ammonium persulfate (APS)와 

N,Nazobisisobutyronitrile (AIBN)을 4 h 동안 정량 투입하며 폴리우레

탄 아크릴레이트 하이브리드 에멀젼을 합성하였다. 

  2.2. 원자간력 현미경과 평균입도 분석

  순수 폴리우레탄 입자와 아크릴레이트 에멀젼 및 하이브리드 에멀

젼 입자의 입도는 레이저 입자분석기(Particle Sizer Analyzer, Malve-
rn, Zetasizer Nano S)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장치는 0.6 nm ~ 
6000 nm 크기의 입자를 분석할 수 있다. 원자간력 현미경은 Digital 
Instruments사의 Nano Scope 4를 사용하였고, 측정에는 tapping mode
를 이용하였다. 이를 위하여 시판되고 있는 tapping mode용 실리콘 탐

침(SI-DF20, Seiko Nano Instruments Inc., 탄력 상수 = 16 N/m, 공진

주파수 = 126 kHz)을 사용하였다. 위상지연에 대한 화상데이터의 감

도를 높이기 위하여 비교적 부드러운 cantilever를 이용하였다. 원자간

력 현미경의 측정속도는 1 Hz이고 화상데이터의 형식을 512 픽셀 512
라인으로 하여 실시하였으며, 진동 진폭을 3 nm로 하였다. 위상지연

에 대한 표준화된 데이터를 얻기 위하여 원자 간력 현미경의 “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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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Visualization of the polyurethane dispersion particles by 
the phase lag mapping technique. (a) shows the topographic image, 
(b) shows the corresponding phase lag image and (c) shows an line 
profile analysis in (b) denoted as a line. The bars in the images 
indicate 100 nm, and the image scales are 2×2 µm2.

phase” 명령을 이용하여 초기화 한 후 위상지연을 측정하였다.

  2.3. 원자간력 현미경용 샘플의 준비

  슬라이드 글라스 위에 순간 접착제를 사용하여 운모(mica)를 접착

시켜 샘플용 기판으로 사용하였다. 운모는 수 마이크로 미터 영역에 

걸쳐 평평한 분자평면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원자간력 현미경의 기판

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샘플은 초 순수 증류수로 에멀젼 입자 용액

을 극도로 희석하여, 희석한 에멀젼 입자를 마이카 위에 한 방울(5 
µL) 떨어뜨리고, 마이카 위에 에멀젼 입자가 골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스핀 코트를 이용하여 회전속도를 500 rpm에서 2 s 회전하고 4000 
rpm에서 2 s 고속 회전한 후 500 rpm에서 2 s로 회전 코팅하여 에멀젼 

입자를 분산하였다. 그리고 24 h 동안 진공 건조하여 최종적인 샘플을 

준비하였다.

  2.4. 위상지연 시각화기법의 원리

  Figure 1은 원자간력 현미경의 위상지연 시각화 기법 장치 및 원리

를 설명한 것이다[18,19]. 현재의 원자간력 현미경은 대부분이 Figure 
1(a)와 같이 사용이 간편한 레이저 반사 관찰형 원리를 이용한다. 위
상지연 시각화 기법은 원자간력 현미경 탐침과 표면의 상호작용 시간

을 기준으로 화상 데이터가 만들어 진다. Figure 1(a)에서 입력신호는 

tapping모드에서 탐침을 진동시키기 위한 신호로 약 60 Hz의 주파수

와 압전 스케너의 특성에 따라 약 ～5 V의 사인파 파형과 진폭을 갖

는다. 이 입력 주파수의 시간함수에 대하여 PSD (Position sensitive 
diode)의 출력 주파수의 시간 차를 구하면 이것이 Figure 1(b)에서와 

같은 위상지연의 데이터가 되는데 단위로는 기준 입력신호에 대한 

PSD의 시간지연(위상각의 지연)의 크기를 나타내는 [ ﾟ ]가 사용된다

[19]. 
  위상지연 데이터의 화상 형성 메카니즘은 전적으로 탐침과 표면의 

상호작용에 의존하며 현재 다수의 가능한 메커니즘이 제시되고 있다. 
예를 들어 샘플의 표면에 작은 사이즈의 물방울이 형성되어 있을 경

우 이 작은 물방울은 탐침의 특성과 연관하여 탐침과 상호작용을 일

으킨다. 본 실험에 이용한 실리콘 탐침의 경우 친수성이 강하기 때문

에 이 물방울은 모세관 현상을 일으키게 되고 이러한 모세관 현상은 

탐침이 표면에서 떨어질 때 강한 흡착력을 유발한다[19]. 이러한 흡착

력은 탐침이 떨어지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게 하고 따라서 위상지연은 

Figure 3. Visualization of the acrylate emulsion particles by the 
phase lag mapping technique. (a) shows the topographic image, (b) 
shows the corresponding phase lag image and (c) shows an line 
profile analysis in (b) denoted as a line. The bars in the images 
indicate 100 nm, and the image scales are 2×2 µm2.

커지게 된다(Figure 1(b), (c)). 반면에 물방울이 없는 순수한 고체표면

은 탐침이 표면으로부터 쉽게 분리되어 위상지연은 작게 된다. 위상지

연 기법은 표면 분석에 있어서 중요한 기술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

으며,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탐침을 개량하고 탐침의 표면이 화학적 

특성을 가지게 하여 화학적 친화성을 구분하는 화학력 현미경(Che-
mical Force Microscopy)도 많이 개발되고 있다[20].

3. 결과 및 고찰

  3.1. 순수한 입자의 위상지연 가시화

  하이브리드 에멀젼 입자의 명확한 분석을 위하여 각각의 수분산 폴

리우레탄과 아크릴레이트 에멀젼 입자의 위상지연의 크기에 대한 가

시화를 실시하였다. Figure 2는 수분산 폴리우레탄 입자의 tapping 
modeⓇ의 topography(a)와 이에 대응하는 위상지연 이미지(b)이다. 여
기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위상지연 가시화 기법에서는 표면의 모폴

로지(a)와 탐침과 표면의 상호작용 시간차(b)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 
Topography에서 밝게 보이는 것이 폴리우레탄 입자이다. 입자의 사이

즈는 약 100 ~ 200 nm의 크기로 나타났고, 이는 이미 보고된 바 있는 

입도 분석기를 이용한 분석결과와 유사하다[19]. 위상지연 이미지(b)
는 친수성이 강한 폴리우레탄 입자가 친수성인 Si 팁을 모세관 현상과 

같은 친수성 상호작용을 유발하여 약 20o에 달하는 강한 위상 지연 현

상을 유발하였다(c). 위상 지연의 크기는 topography(a)에서 보이는 약 

50 ~ 200 nm 입자크기 영역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고 입자 레벨에서의 

크기와는 무관하게 나타났다.
  Figure 3은 아크릴레이트 에멀젼 입자에 대한 topography(a)와 위상

지연(b) 이미지이다. Topography에서의 입자는 약 50 ~ 150 nm의 크

기로 폴리우레탄 보다는 다소 작은 입자들이 관찰되었으며, 이 또한 

이미 보고된 바 있는 입도분석의 분석결과와 거의 일치한다[21]. 위상

지연 이미지에서 입자들은 어느 정도의 위상지연의 강도를 가져 밝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 위상지연의 크기는 폴리우레탄의 위상지연

의 크기에 비하면 아주 작아 비슷한 크기의 폴리우레탄이 약 20o의 위

상지연이 측정된 것에 비하여 약 5o 이하의 위상지연만 측정되었다(c). 
즉, 입자가 원자간력 현미경의 Si 탐침을 당기는 힘은 폴리우레탄이 

아크릴레이트 에멀젼에 비하여 약 4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Si 탐침을 이용하여 유사한 크기의 폴리우레탄과 아크릴레이트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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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Particle size distribution of the polymer emulsion.

Figure 5. Visualization of the polyurethane acrylate hybrid emul-
sion surface by the phase lag mapping technique. (a) shows the 
topographic image, (b) shows the corresponding phase lag image 
and (c) shows an line profile analysis in (b) denoted as a line. The 
bars in the images indicate 1 µm, and the image scales are 5×5 
µm2.

자를 구분할 수 있음을 Figure 2(c)와 Figure 3(c)를 비교함으로써 알 

수 있다.

  3.2. 하이브리드 입자의 입도와 위상지연 가시화

  Figure 4는 폴리우레탄 아크릴레이트 하이브리드 에멀젼의 입자 분

포도로 평균 입자 크기는 217 nm이다. 폴리우레탄과 아크릴레이트에

멀젼의 입자 형성이 완전히 혼성되지 못하고 일부 혼합된 상태도 배

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시드로 사용한 수분산 폴리우레탄의 

평균 입자 분포가 201 nm로 시드로 사용한 수분산 폴리우레탄은 친수

성 입자이며, 소수성을 갖고 있는 아크릴레이트 성분이 폴리우레탄 입

자 속으로 침투되어 입자의 성장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입자의 형태를 증명하기 위하여 시드로 사용한 순수한 수분산 폴리우

레탄(201 nm)과 아크릴레이트 에멀젼(98 nm)을 단순 혼합하여 입자 

크기분석을 한 결과 입자의 평균 입경(167 nm)은 하이브리드된 평균 

입자(217 nm)와는 차이를 볼 수 있다[21]. 또한 각각의 고분자로 구성

된 우레탄 입자 수지와 아크릴레이트 입자 수지의 swelling 실험에서

도 단독 에멀젼 입자와 하이브리드 에멀젼 입자의 swelling 속도는 차

이가 있었다. 이러한 물리 화학적 성질의 차이를 가시화 할 수 있는 

형태학적 분석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원자간력 현미경에 의한 접근이 

이루어졌다. 입도 분석기를 통한 입자 분포는 80 ~ 500 nm 영역에 있

음을 알 수 있다. 
  Figure 5는 5 µm2 면적에서 폴리우레탄 아크릴레이트 하이브리드 

에멀젼 중합체 표면의 원자간력 현미경의 topography 이미지와 이에 

대응하는 위상지연 이미지이다. 위상지연 이미지에서 밝은 부분이 위

Figure 6. An expanded view of Figure 5. (a) shows the topographic 
image, (b) shows the corresponding phase lag image. (c) and (d) 
show the line profile analyses in (a) and (b), respectively. The bars 
in the images indicate 500 nm, and the image scales are 2×2 µm2.

상 지연이 큰 것을 의미하며, 어두운 부분은 위상지연이 작음을 의미

한다. topography 이미지 Figure 5(a)에서는 대략 1 µm 크기의 원형체

가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표면이 친수성인 불안정한 구형 입

자가 친수성 마이카 표면에 확산되어 전체적인 크기가 다소 크게 나

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즉 입도분석의 경우 입자의 분포가 80～500 
nm 영역의 크기에 있는데 이 영역의 상한에 해당하는 입자들이 원자

간력 현미경 측정 결과 가장 많이 나타났다. 위상지연 이미지의 Figure 
5(b)에서와 같이 하이브리드 입자의 위상지연 차이는 구체의 중심부

에 위치한 코어 영역으로 나타난 topography의 밝은 영역(A mark)은 

위상지연이 약하고, topography에서 비교적 어두운 영역(B mark)은 위

상지연이 강하다. 이러한 결과를 Figure 2, 3과 비교하면 위상지연이 

약한 A 부분이 아크릴레이트 영역이고 위상지연이 강한 B 부분이 폴

리우레탄 영역임을 알 수 있다. 즉 Figure 2, 3에서 상대적으로 위상지

연이 작은 아크릴레이트 영역이 폴리우레탄 영역의 중심부에 있음으

로 인해 Figure 2, 3에서는 밝게 나타났던 아크릴이 어둡게 나타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밝은 곳에 있는 어두운 물체가 어두운 

곳에 있는 어두운 물체보다 더 어둡게 보이는 현상과 같은 원리로 사

료된다[18].
  Figure 6은 Figure 5의 일부분을 확대하여 가시화한 결과이다. To-
pography(a)는 Figure 5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확대 되어 있

어 원자간력 현미경의 측정 노이즈가 들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고, 
위상지연 이미지(b) 또한 조금 더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다. 위상지연 

이미지의 line 분석 결과에서(d) 위상지연의 차가 2o 이상임을 알 수 

있다. 특히 Figure 6(b) 위상지연 이미지는 50 nm 이하의 아주 작은 

입자(화살표 부분)에 대한 위상지연의 변화도 관찰 가능하여 나노 영

역의 물성 분석에 도움이 됨을 알 수 있다. 끝으로 위상지연 이미지의 

분해능은 일반적으로 탐침의 유효 반경 이하의 해상도를 갖는다. 따라

서 위상지연 이미지 기법은 서로 다른 화학종을 고분해능으로서 판단

할 수 있는 가시화법을 제공함으로 유기성 나노입자의 분석에 도움을 

주리라 사료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위상지연 원자간력 현미경을 이용한 유기 입자의 형

태분석 방법을 제시하여 유기 합성체의 입자 표면을 나노 영역에서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기법을 제시하였다. 시드 중합법으로 합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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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에멀젼은 우레탄 영역과 아크릴레이트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 각각의 고분자는 core-shell형태를 갖고 있다. 실험 결과에서와 

같이 친수성 상호작용이 강한 셀 영역의 폴리우레탄 입자와 실리콘 

탐침은 위상지연이 크고 이와는 다르게 코어영역의 아크릴레이트 입

자와 실리콘 탐침은 위상지연이 작음을 알 수 있다. 원자간력 현미경

의 응용 기법인 위상지연으로서 유사한 크기의 서로 다른 화학적 특

성을 지닌 에멀젼 입자의 구별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나노 matrix 중
의 한 성분을 가시화하고 이에 대한 화학종을 형태학적으로 구별하는 

것은 고분자 합성방법 및 물성예측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또한 위

상지연 원자간력 현미경 기법은 nano영역의 유기 합성체를 합성하거

나 설계할 때 요구되는 형태학적 분석법을 제공한다. 따라서 이러한 

분석법은 SEM 또는 TEM을 사용한 입자형태 분석보다는 더욱 더 화

학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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