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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투과전자현미경(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TEM)은 매우 짧은 De Brogile 파장을 가지는 전자를

자번호가 작은 가벼운 원소로 최대한 얇게 만들어야
한다. 현재 질화규소(silicon nitride)와 그래핀이 창 물
질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용하여 물질의 이미지를 얻는 방법으로써, 광학현

이 총설에서는, 액상 TEM을 이용한 나노입자의

미경보다 훨씬 좋은 나노미터 크기의 분해능을 가진

연구에 대한 최근의 발전 동향을 제시한다. 먼저 액

다. 나노입자의 형태, 결정 구조, 화학 성분 및 원소

체 셀 설계에 대한 소개를 한 후 이를 이용하여 무기

를 TEM을 통해 영상화 할 수 있어서 최근 빠르게 발

나노입자를 연구한 최근의 연구를 소개한다. 용액

전하고 있는 나노 과학과 나노기술에 TEM을 이용

내에서 일어나는 나노입자의 형성 및 변형, 그리고

한 분석이 필수적으로 사용된다. 최근 몇 년 동안 이

나노입자의 운동을 실시간으로 관측한 연구를 소개

루어진 수차보 정(aberration correction) 및 직접 검

한다. 또한 전기장과 같은 외극의 자극에 따라 전극

출 카메라(direct electron camera)의 급속한 발전은

에서 일어나는 나노크기에서의 변화 연구 또한 보여

TEM 분석 의 해상도 및 측정 속도가 비약적으로 발

주고자 한다.

전시켰으며, 그 결과 나노물질의 이해를 더 깊게 해
주었다. 그러나 기존의 TEM 분석을 통한 분석에는

2. 액체 셀 디자인

몇 가지 한계가 있다. 가장 큰 한계는 실제로 나노입

액상 시편을 외부와의 물질 교환이 차단되도록

자가 존재하는 환경인 액체 내에서의 나노입자의 구

밀봉함으로써 통상적인 TEM을 통해서도 용액 내에

조 및 변화를 보기 힘들다는 점이다. 이는 전자의 산

서 일어나는 사건들의 영상화가 가능해졌다. 따라서

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초고진공 상태를 유지해야 하

액체 셀의 적절한 설계는 액상 TEM의 가장 중요한

는 TEM의 근원적 한계 때문이다. 전자는 공기 분자

전제조건 중 하나이다. 액체 셀의 주요 구성 요소는

와 만나면 산란이 될 확률이 매우 크므로 TEM 내부

초고진공인 외부와의 분리를 위한 밀봉, 용액상 반

-4

는 10 Pa 이하의 초고진공 상태로 유지된다. 따라

응이 발생하는 공간, 그리고 전자가 통과할 수 있는

서, 용액 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나노입자의 성장,

상단 및 하단의 창이다. 밀봉법 및 창의 재료에 따라

변환, 식각, 운동 등 다양한 반응을 관측하기 위하여

액체 셀은 크게 I) 질화 규소 기반, II) 그래핀 기반으

서는 용액상 시료를 밀봉하여 TEM 내부의 초고진공

로 나눌 수 있다[1].

으로 증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액체 셀을 밀봉

질화규소 기반 TEM용 액체 셀은 그림 1a와 같은

하기 위해 시료의 위 아래를 창(window)으로 막게 되

구조를 가진다[2]. 상단과 하단에는 약 수십 nm의 질

는데, 이 부분에서 전자의 산란을 최소화 하도록 원

화규소로 이루어진 창이 있어서 전자가 통과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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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질소의 원자번호는 7, 규소의 원자번호는 14로

데르 발스 상호작용으로 두 그래핀을 접착시킴으로

전자의 산란이 작으며, 최대한 얇게 만들어서 창에

써 그래핀 액체 셀을 제작할 수 있다. 질화규소 기반

서 일어나는 전자의 산란을 최소화 시킨다. 이에 더

의 액체 셀은 수십 nm의 창 두께를 가지는 반면, 그

해 질화규소는 기계적 물성이 좋아서 셀 안팎의 높

래핀 셀은 1 nm의 매우 얇은 창 두께를 가져 창 재료

은 압력차이에도 손상되지 않고 측정이 가능한 장

에 의한 전자의 산란이 매우 작다. 이에 따라 그래핀

점이 있다. 이 상하단의 질화규소창을 인듐이나 금

액체 셀을 통한 액상 TEM은 높은 신호 대 잡음 비

과 같은 전성이 좋은 금속으로 이루어진 10~100 nm

(signal to noise ratio) 및 공간 분해능을 가진다. 또한,

두께의 분리층으로 분리시킨다. 이렇게 만들어진

그래핀의 높은 전기전도도와 열 전도도로 인해 그래

두 칩 사이에 원하는 부피의 액체 시료를 담지하고

핀 액체 셀로 시료를 측정 시 전자에 의한 하전 효과

TEM으로 영상화한다. 이 질화규소 기반 액체 셀은

및 가열 효과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 덕분

높은 재현성 및 강도를 가진다. 또한 반도체 공정의

에 그래핀 액체셀을 이용할 시 액상 TEM 관찰을 원

미세제작기술을 도입하여 전기화학 반응, 승온 반응

자 수준까지 가능하게 할 수 있었다.

등 다양한 반응을 모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또한 반응 중에 첨가물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한 흐름

3. 나노입자 형성 과정 분석

형 액체 셀의 제작도 가능하다. 많은 화학반응은 반

나노입자의 형성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응물의 첨가 후 급격하게 변화하므로, 이를 관측하

나노입자의 조성, 크기, 균일성 등을 원하는 대로 합

기 위해 반응물의 양을 제어하면서 액체셀에 주입하

성 할 수 있는 기초가 되므로 매우 중요하다. 기존

는 과정을 도입한다면 이러한 화학반응을 영상화 할

에 사용되던 광학적 방법들은 형성되는 나노입자들

수 있다. 이러한 흐름형 액체 셀의 구조를 그림 1b에

의 평균적인 크기 및 분포만 알 수 있다는 단점이 있

도시하였다[3]. 기본 구조는 정적 질화규소 기반 액

다. 한편 최근 개발된 액상 TEM을 사용한다면, 개별

체 셀과 비슷하나, 반응액을 외부에서 주입할 수 있

나노입자의 성장과정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도록 디자인하였다. 다수의 유입구를 통한 여러 시

이러한 점에 따라 나노입자 형성을 액상 TEM으로

약의 동시 도입 또한 가능하게 하였다. 이 흐름형 액

분석한 많은 연구가 있어 왔다. 이 연구 중 대다수는

체 셀로 인해 액상 TEM을 통해 분석할 수 있는 화학

금속 나노입자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였다. 금속

반응의 범위가 상당히 확장되었다.

나노입자는 단일 원소를 가지므로 성장 기작의 이해

또 다른 유형의 액체 셀은 그래핀 기반 액체셀이

가 쉬우며, 큰 원자번호를 가져서 액상 투과 전자현

다[4](그림 1c). 그래핀은 매우 얇으면서도 기계적 물

미경 안에서 높은 명도를 가지게 된다. 또한 금속 나

성이 우수하므로 좋은 액체 셀의 재료로 사용될 수

노입자는 일반적으로 금속 양이온 전구체를 환원제

있다. 두 그래핀 사이에 액체 시료를 담지 시키고 반

하에서 환원시켜 합성하는데, TEM의 광원으로 사용

그림 1. a. 질화규소 기반의 액체 셀 [2]. b. 흐름형 액체 셀 [3], c. 그래핀 액체 셀의 모식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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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전자선 자체가 환원제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

량체의 첨가와 응집이라는 두 가지의 과정이 공존한

에 반응을 쉽게 모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다는 것을 보여주었다[7](그림 2a, 2b).

여러 나노입자 시스템중에서 금속 나노입자의 형성
과정 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져왔다.

나노입자의 응집과정을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
액상 투과전자현미경의 액체 셀을 그래핀 액체 셀로

액상 TEM 연구의 가장 시초가 되었던 연구는 수

관측하였다[4].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그래핀 액체

용액 상에서 구리 나노입자가 합성되는 과정이었다

셀은 매우 얇은 그래핀을 창 물질로 사용하기 때문

[5]. 이 연구에서 전기화학적으로 구리 나노입자의

에 높은 해상도를 얻을 수 있어 원자단위의 분석을

핵형성(nucleation) 및 성장(growth)이 유도되었다. 반

용이하게 해 준다. 그래핀 액체 셀로 관측한 결과에

응의 초기단계에서 균질한 핵형성이 관찰되며, 이어

따르면, 두 개의 나노입자가 서로 가까이 있을 때, 이

서 확산제한 성장이 뒤따랐다.

나노입자들은 회전 또는 병진운동으로 결정 방향을

수차 보정기 및 직접전자검출기 등과 같은 최근

맞추는 시간을 가진다(그림 2c). 이렇게 정렬된 방향

의 기술 발전으로 액상 TEM의 시간 및 공간 분해능

을 따라 나노입자 사이에 충돌이 일어난다. 이후에

이 개선되었다. 이러한 개선으로 나노입자 형성 과

충돌된 나노입자의 모양이 변형되는 과정이 일어난

정에서 이전의 방법론으로 확인하지 못하였던 응집

다. 이러한 결정 방향 맞춤이 백금, 금, 탄산칼슘 등

과정(coalescence) 과 같은 현상이 관측되었다. 고전

여러 나노입자 형성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났다

적인 결정화 이론(classical crystallization theory)에 따

[4,8,9]. 응집하는 두 나노입자의 배향 방향 또한 액

르면, 성장하는 나노입자는 단량체가 첨가됨으로써

상 TEM을 통해 분석되었다.

성장하게 된다[6]. 그러나 최근 액상 TEM으로 관측

최근 액상 TEM을 통해 금속 나노입자의 성장

한 결과는 고전적인 결정화뿐 아니라, 이미 형성된

과정에서 일어나는 또 다른 비고전적 성장과정

나노입자 사이의 응집이 일어나는 등 비고전적인 결

이 관측되고 보고되었다. 나노입자의 핵형성이 한

정화 과정(non-classical crystallization process) 이 일

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중 과정으로 일어나

어나는 것을 보여주었다[4, 7-11]. 미국 버클리 캘리

는 것이다. Loh et al .,은 금 나노입자의 형성 시에

포니아대학교의 Alivisatos 교수 연구진은 질화규소

금 이온 전구체가 뭉쳐지는 스피노달 분해(spinodal

를 액체 셀로 사용하여 백금 나노입자의 성장을 관

decomposition) 가 먼저 일어나고, 금 이온이 많은 부

찰하였다. 이들은 개별 나노입자의 성장과정에서 단

분에서 나노입자가 합성되는 이 단계 핵형성 반응이

그림 2. a. 질화규소 기반 액상 TEM을 통해 관측한 나노입자의 성장 영상. 좌변: 단량체 부착 성장, 우변: 응집 성장[7]. b. 그림 2a를 확
대, 강조한 영상. c. 그래핀 액체셀 기반 액상 TEM을 통해 관측한 나노입자의 고해상도 성장 영상[4]. d. 액상 TEM과 3차원 재구
성을 결합하여 얻은 백금 나노입자의 3차원 구조[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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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나게 됨을 밝혔다[10]. 최근, 박정원 교수 연구진

자현미경)에서 단백질 재구성에 사용되는 알고리즘

에서 그래핀 액체 셀을 이용해 액상 TEM으로 관측

을 이용하여 재구성함으로써 개별 나노입자의 3차원

한 결과에 따르면, 니켈 나노입자의 성장 시에, 비정

구조를 얻을 수 있었다(그림 2d). 이 방법은 초고진공

질(amorphous)의 니켈이 먼저 형성되고, 이어서 비정

상의 물질만 분석이 가능한 기존의 삼차원 단층촬영

질의 일부분부터 결정화 되는 과정을 거치는 이 단

(3D tomography)에 비해 실제 반응환경과 유사한 용

계 핵형성이 일어났다[11]. 나노입자의 형성 반응의

액상에서의 나노입자의 구조를 분석할 수 있는 이점

초기단계에서 용액에서 비정질의 침전물이 먼저 생

을 가진다. 이 연구를 통해 얻은 2 nm 크기의 백금

겼다. 비정질 입자 내의 한 부분에서 결정질의 도메

나노입자는 다중 도메인을 가지고 있었고, 각 도메

인이 생성되고, 이 결정질이 비정질 내에서 성장하

인은 자유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각도로 (100) 면 및

여 최종적으로 나노 결정이 형성되었다. 또한 비정

(111) 면으로 접합하였다. 이 결과는 나노입자 합성

질을 거쳐 결정화되는 과정에서 다중 도메인의 형

과정에 응집현상이 나타남을 나타내어주는 증거가

성, 전위(dislocation) 형성 및 완화(relaxation)와 같은

되었다.

독특한 결정화 거동이 관측되었다. 이론적 계산을
통해 표면 상호작용이 비정질 침전의 원인이 되었음

5. 나노입자의 변형과정 분석

을 확인하였다.

5.1. 에칭 과정 분석

액상 TEM을 사용한 연구는 금속 나노입자에서

높은 표면에너지가 특징인 나노입자는 산과 같은

벗어나서 산화물에도 적용되었다[12]. 그리고 핵/껍

강한 부식성의 액체와 접하고 있을 때 표면 원자가

질(core/shell) 구조와 같은 복잡한 나노구조의 형성

쉽게 에칭되어 녹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러한 나노

메커니즘 분석에도 액상 TEM이 이용되었다. 이미

입자의 에칭 현상은 액상 환경에서 나노입자가 활용

형성된 금 나노입자에 염화팔라듐 혼합용액을 도입

되는 연료전지, 생명의학 분야에서 나노입자의 성능

함으로써 금/팔라듐 핵/껍질 나노입자의 형성을 관

을 감퇴시키거나 구동 환경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주

측할 수 있었다[13].

요 원인으로 지적받는다. 반면 고성능 나노입자 합
성의 측면에서 에칭 현상을 바라보면, 합성 과정에

4. 나노입자의 3차원 구조 분석

서 표면의 에칭 현상을 적절히 이용할 경우 높은 촉

물질의 구조와 물성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으

매적·광학적 활성을 갖는 독특한 표면구조의 나노

므로 물질 3차원 구조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

입자를 합성할 수 있음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

다. 나노입자의 경우 벌크와 다른 3차원 구조를 가

다. 따라서 나노 수준에서 나노입자의 에칭 과정을

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더

분석하는 연구는 나노 입자의 합성 및 응용의 측면

욱이 합성되는 과정의 여러 변수로 인해 나노입자

에서 중요한 기반 지식을 제공할 수 있다.

는 비균질성을 가지므로 개별 나노입자의 구조 및

액상 TEM 기술은 높은 시공간 분해능을 갖고 있

물성이 각각 다를 것으로 예측된다. 최근 액상 TEM

음은 물론, 내부 액체 종류와 전자 빔 조사량을 조절

을 이용해 개별 나노입자의 3차원 구조를 얻는 연구

하며 다양한 에칭 환경을 설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 보고되었다[14]. 그래핀 액체셀에 담지 된 백금 나

효과적인 나노입자 에칭 현상의 분석을 가능케 한

노입자를 고해상도 TEM으로 초고속 카메라를 이용

다. 그 예로, Wu et al .은 전자빔에 의한 효과를 최소

해 관찰하면 회전하는 나노입자의 다양한 투사 이미

화하여 연료전지의 작동환경을 최대한 모사한 조건

지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얻은 다양한 투사 이미지

에서 산에 의한 백금 나노입자의 에칭을 분석하였다

를 2017년에 노벨화학상을 받은 cryo-EM(극저온 전

[15]. 다양한 결정면이 노출된 백금 나노입자의 에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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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a. 액체 셀 투과전자현미경을 이용한 세리아-기반 나노입자의 에칭 분석 모식도. b. 관찰한 세리아 나노입자의 정대축 방향 및
결정면 정보. c. H2O에서 세리아 나노입자의 에칭 양상. d. H2O에서 세리아-지르코니아 나노입자의 에칭 양상. e. H2O2 수용액
에서 세리아 나노입자의 에칭 양상.

현상을 분석한 결과, 나노입자의 에칭이 국부적 원

나노입자의 에칭은 산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 일

자 위치(꼭짓점, 모서리, 결정면)에 따라 다르게 나

반적이나 전자빔이 조사되는 액상 TEM 환경에서는

타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각 원자 위치에서의 에

산화환원 반응에 의해서도 반응이 진행될 수 있음이

칭 확산 상수를 실험적으로 계산할 수 있었다. 또한

알려져 있다[17]. 이를 활용할 경우, 다양한 산화환

Ye et al . 은 그래핀 액체 셀을 이용하여 금 나노막대

원 반응에 활용되는 나노입자 촉매의 활성을 단일입

의 에칭 과정을 고해상도로 관찰하였다[16]. 앞서 소

자·단일촉매 수준에서 분석할 수 있다. Sung et al .

개한 Wu et al .의 연구와는 달리, 해당 연구에서는 전

은 산화환원반응에서 활물질 혹은 활성 담체로 널

자빔에 의해 액상에서 형성된 라디칼과 금 나노막대

리 활용되는 세리아(CeO2) 나노입자의 에칭을 액상

표면과의 반응을 통해 에칭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TEM으로 관찰하여, 액상에서 세리아 나노입자 각

통해 독특한 결정면이 표면에 노출된 나노입자가 형

결정면의 반응성을 직접적으로 관찰하였다[18]. 다

성되는 메커니즘을 제시하였다. 라디칼의 농도가 낮

양한 산화환원 분위기의 액상 환경 및 지르코늄 원

을 경우 금 나노입자의 표면은 에칭이 진행되는 과

자 도핑 유무에 따른 나노 입자의 에칭 양상을 비교

정 전반에 걸쳐 평형상태를 유지하며, 열역학적으로

해 본 결과, 그림 3 과 같이 나노입자 표면을 구성하

안정한(낮은 밀러지수를 갖는) 결정면이 표면에 끊

는 {100} 및 {111} 면의 에칭 반응성이 각 반응 시스

임없이 관찰되었다. 이에 반해 라디칼 농도가 높을

템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보

경우 에칭되는 금 나노입자의 표면은 평형상태에서

다 자세하게 분석하여 나노 입자의 에칭 속도를 개

이탈하며, {211} 면과 같은 불안정한 면이 표면에 노

별 결정면 수준에서 분해한 결과, 환원 반응을 기반

출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액상 TEM 기술을

으로 에칭이 진행될 경우 {100} 면의 상대적인 반응

이용하여 나노입자의 에칭을 분석할 경우 다양한 액

성이 증가할수록 전체 나노입자의 에칭 속도가 빨라

상 환경에서 나노 입자 에칭 관찰이 가능함은 물론

지며, 산화 반응의 경우 {111} 면의 상대적인 반응성

이며, 나노 입자의 국부적인 영역에서 에칭 현상이

이 증가할수록 전체 나노입자의 에칭 반응성이 증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실시간으로 분석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세리아 나노입자 각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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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이 반응성이 외부 반응환경에 따라 크게 변할

하였다. Sutter et al .은 나노입자를 팔라듐 염으로 갈

수 있음을 의미하며, 전체 나노입자의 반응성이 반

바닉 치환하여 은-팔라듐 중공 나노입자가 되는 과

응 환경에 따라 결정되는 특정 결정면에 지배 받음

정을 액상 TEM으로 분석하였다[23]. 또한 은 나노입

을 나타낸다.

방과 금 염 사이에의 갈바닉 치환을 실시간으로 분
석한 연구 또한 보고되었다[24]. 이 연구들을 통해 이

5.2. 커켄달 효과 및 갈바닉 치환

미 생성된 은 나노입자의 표면 에칭이 먼저 일어나

중공(hollow) 나노입자는 높은 표면적 대 부피비를
가지며 입자 내부에 큰 공극을 가지고 있어 약물전

고 환원전위가 높은 물질이 후속적으로 증착됨을 증
명하였다.

달, 촉매 및 담지체 등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물질
이다. 중공 나노입자를 만드는 과정은 크게 양이온과

6. 나노입자의 운동 및 자가배열

음이온 사이의 확산계수 차이를 이용한 커켄달 효과

6.1. 나노입자의 움직임

(Kirkendal effect) 또는 산화환원성의 차이를 이용한
갈바닉 치환(Galvanic replacement)이 널리 쓰인다.

물질은 액체 매질에서 병진 및 회전운동을 한
다. 나노 크기에서의 물질의 움직임은 일반적인 큰

커켄달 효과는 핵/껍질 나노입자에서 핵 원자의

크기에서의 움직임과 다를 것으로 예측되는데, 액

확산속도가 껍질 원자의 확산속도보다 빠른 때 내부

상 TEM을 통해 이를 시각화함으로써 나노크기에

에 공극이 형성되는 형상이다. 이 커켄달 효과를 설

서 나타나는 독특한 움직임을 분석할 수 있다. 액상

명하기 위해 정상상태 벌크 확산 모델(steady-state

TEM으로 개별 나노입자의 궤적을 분석함으로써 개

bulk diffusion model) 또는 표면 확산 제어 성장 모델

별 나노입자의 확산계수를 구할 수 있는데, 이 값

(surface diffusion-mediated growth model) 등 여러 모

은 Einstein-Stokes 방정식으로 예측된 값에 비해 약

델이 제안되었으나 실시간 시각화방법의 결여로 그

104~107 배 가량 작다[25,26]. 이는 액체 셀의 제한된

메커니즘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였다[19]. Niu et

크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액체-고체 계면 근처

al .은 액상 TEM을 사용하여 비스무트/산화비스무트

의 액체 분자들은 고체와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점성

핵/껍질 나노입자에 커켄달효과가 일어나 속이 비어

이 커지는데, 이것이 느린 나노입자의 원인인 것으

지는 과정을 관측하였다[20]. 비스무트 나노입자의

로 여겨진다. 또한 혼합용액의 경우 미세 상분리가

표면이 산화비스무트로 먼저 산화된다. 이어서 내부

일어나 나노입자의 확산을 방해하기도 한다.

의 비스무트 원자가 빠른 확산속도로 계속적으로 표

TEM 측정동안 조사된 전자빔은 질화규소 창 위

면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내부가 빈 중공 나노입자가

에 전하를 유도시키고, 유도된 표면전하는 대전된

된다. 이 비스무트 원자의 높은 확산계수는 핵/껍질

나노입자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하전

계면부위의 결함에 의해 설명될 수 있었다.

현상으로 인해 액상 TEM으로 본 나노입자의 움직임

갈바닉 치환은 환원전위가 낮은 금속은 산화되

은 기존 연구에서 보지 못하였던 붙음-미끄럼 움직

고 용해되는 반면, 환원전위가 높은 다른 금속 이온

임(stick-slip motion) 으로 움직이게 된다[27]. 한편,

은 전해질의 존재하에 환원 및 증착되는 화학반응이

그래핀 액체 셀을 이용한 액상 TEM 측정에서는 붙

다[21]. 2002년 Sun et al .이 갈바닉 치환으로 중공 금

음-미끄럼 움직임이 잘 관찰되지 않았다. 그래핀의

나노입방을 최초로 합성한 뒤 갈바닉 치환을 이용한

높은 전기 전도도로 인해 하전된 전하가 쉽게 측면

다양한 모양 및 조성을 가지는 중공 나노입자 제조

방향으로 소산되기 때문이다. 전자빔에 의한 하전

법이 보고되었다[22]. 여러 연구자들이 이러한 갈바

현상을 이용해 나노입자를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

닉 치환 메커니즘을 액상 TEM으로 실시간으로 관찰

는 연구 또한 진행되었다. 실제로 van der Put et al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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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a. 이온성 액체와 고체 전해질을 이용한 열린 셀 모식도. b. 액상 셀을 이용한 리튬 이온 전지 규소 나노선의 lithiation 관찰. c. 소
듐 이온 전지의 충방전 과정 관찰 결과. d. 리튬 공기 마이크로전지 디자인과 액상 촉매 하에서 원환형 방전생성물의 용액-매개
성장.

실리카 나노입자를 전자빔으로 움직여서 글자를 작

었다[29]. 배열이 되어 결정화 될수록 배위수는 증가

성하여 학계에 보고하기도 하였다[28].

하는 반면, 나노입자가 차지하는 면적이 감소한다.
이러한 과정은 다른 물질, 농도에서도 비슷하게 나

6.2. 자가조립

타났다[30].

나노입자의 자가조립(self assembly)은 전자 기기,

다른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한 자가조립을 다양한

자기 저장 매체, 센서 등 다양하게 응용되어왔다. 자

연구진들이 액상 TEM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Powers

가조립을 일으키는 구동력은 반데르발스 힘, 쌍극자

et al .은 쌍극자 모멘트에 의한 자가조립의 분석을 위

모멘트, 용해도 차이 등이 있는데, 특히 나노입자 용

해 초상자성을 가지는 철-백금 (FePt) 나노입자의

액이 증발하면서 나노입자끼리 자가조립되는 방법

자가조립을 관측하였다[31]. Liu et al .,은 하전에 의

이 가장 균질한 자가조립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으

한 용해도의 변화에 의한 나노입자가 배열되는 연

로 알려져 있다. 액상 TEM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자

구를 진행하고 이를 DLVO 이론(Derjaguin-Landau-

가조립되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액상 TEM으로

Verwey-Overbeek theory)로 확인하였다[32]. 두 상 사

관측한 결과, 백금 나노입자의 용매가 증발하면서

이에서 일어나는 배열을 물/EDTA(ethylenediaminete

기체/액체 계면을 따라 나노입자가 끌려가서 비정질

traacetatic acid) 의 계면에서의 백금 나노입자의 배열

덩어리로 모이고 이어서 결정화되는 현상이 발견되

을 통해 분석한 연구가 보고되기도 하였다[33].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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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조립을 통해 나노입자를 하나의 원자처럼 이해

으로 인해 형성되는 NaO2가 전해질에 용해되어 용

하여 핵형성 등을 연구하기도 하였다. Ou et al .은 나

액 상에서 정육면체 형태로 성장한다는 사실을 확인

노프리즘의 자가조립과정을 핵형성 이론을 통해 설

하였고 이를 통해 기존에 확인되지 않던 용액-매개

명하였다[34]. 이는 기존의 핵형성 분석시 가장 어려

성장 메커니즘의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였다. 또한

운 영역이었던 원자단위의 분석을 균일한 나노입자

충전 과정에서 NaO2 표면에 두꺼운 껍질이 형성되는

를 원자로 가정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관찰 결과를 통해 이후 이러한 껍질이 방전반응에

새로운 방법론이다.

참여하지 않아 배터리의 수명 단축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시사하였다.

7. 액상 TEM을 이용한 이차전지의 이해

리튬 이온 전지나 소듐 이온 전지와 다르게 압도

이차 전지의 충방전 과정 중 발생하는 다양한 현

적인 에너지 밀도를 자랑하는 리튬 공기 전지는 양

상들은 배터리 성능을 크게 좌우하기 때문에 그에

극으로서 산소를 사용한다는 특징으로 인해 액상

대한 원인 및 메커니즘 규명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

TEM 내에서 실제 전지를 모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

적으로 대두되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들어 액

었다. Lee et al . 은 액상 마이크로 칩 내에 산소를 포

상 TEM을 이용해 외부 전압을 인가하여 액상에서

화시켜 리튬 공기 전지의 실제 작동환경과 매우 흡

이차 전지의 충방전 과정을 관찰한 연구들이 활발히

사하게 모사하여 액상 촉매 하에서의 방전 생성물

보고되고 있다. 기존의 이온성 액체나 Li2O와 같은

Li2O2의 성장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찰하는데 성공하

고체 전해질을 이용한 열린 셀(open-cell) 방식은 리

였다[39](그림 4d). 또한 해당 연구는 액상 촉매 하에

튬 이온을 확산시키기 위해 높은 과전압이 걸리면서

서의 방전 반응을 관찰하였는데, 액상 촉매는 본래

실제 반응 동역학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치명적 단점

전극 표면에서의 방전 생성물의 형성이 아닌 전해질

을 가지고 있다[35,36](그림 4a). 그러나 액상 TEM은

상에서 원환 모양의 방전 생성물이 성장을 촉진시켜

실제 액체 전해질에서의 반응을 볼 수 있어 실제 구

방전 용량을 크게 늘린다고 알려져 있다. 그에 따라

동환경에서의 실시간 분석을 가능케 하기 때문에 이

원환형 방전생성물의 성장 메커니즘을 규명하기 위

차전지의 매우 강력한 분석법으로 각광받고 있다.

한 노력들이 이루어져 왔고 해당 연구를 통해 기존

이를 활용하여 Meng et al . 은 실제 사용되는 탄

에 밝혀지지 않았던 성장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찰하

산염 전해질을 이용하여 규소 나노선에 리튬이 삽입

여 Li2O2 입자가 초기에는 원반 모양을 형성하면서

되는 과정을 관찰하였다[37](그림 4b). 규소 음극의

측 방향으로의 성장이 지배적이었다가 이후 원환형

경우 충전하는 과정에서 리튬이 삽입되면서 부피가

으로의 형태 변화가 일어나면서 수직 방향으로 성장

크게 팽창하는 문제가 있어 이 과정을 면밀히 살펴

하는 두 단계 성장 메커니즘을 제시하였다.

볼 필요가 있었고, 해당 연구는 리튬 이온이 접근할
수 있는 면이 제한되어 있는 열린 셀 방식과 다르게

8. 결론 및 전망

모든 방향에서 확산 가능한 액상 환경에서 방사 방

최근 10여년간 액상 TEM은 실시간으로 나노입자

향으로 균일한 껍질을 형성하는 핵/껍질 구조로 리

의 변화과정을 영상화할 수 있는 최신기법으로 나노

튬이 삽입되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그림 4c와 같이

입자 분석의 새 장을 열었다. 액상 TEM으로 인해 나

Lukas et al . 은 액상에서 소듐 이온 전지의 방전 생성

노입자의 변형, 합성, 움직임, 배열 등 많은 부분에서

물 NaO2의 성장 과정과 충전 과정동안 NaO2과 전해

기존의 방법론으로 관측할 수 없었던 새로운 현상들

질 계면에서 생기는 parasitic 껍질의 형성을 실시간

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이처럼 액상 TEM은 기

으로 관찰한 바 있다[38]. 전극 표면에서 핵생성 반응

존 분석법으로는 답해주지 못했던 충방전 메커니즘

NEWS & INFORMATION FOR CHEMICAL ENGINEERS, Vol. 38, No. 1, 2020 … 11

하이라이트
을 밝히면서 이차 전지 분야에 새로운 통찰 및 발전
방향 등을 제시해주며 매우 가치 있는 연구분야로서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전자빔이 용매 및 나노입자에 미치
는 역할이 완전히 규명되지 않아서, 실제 반응환경
을 그대로 모사하기 위해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수
적으로 되어야 한다. 또한 정량 분석을 위하여 나노
입자가 반응하는 공간인 액체 셀의 두께 등을 정확
하게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의 발전이 추가적으로 필
요하다. 여전히 액상 TEM으로 분석하지 못한 영역
이 많이 남아있다. 특히 지금까지 집중적으로 연구
되어왔던 무기 나노입자뿐 아니라 나노크기를 가지
는 연성 물질인 단백질이나 고분자의 분석에도 액상
TEM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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