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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투과전자현미경(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은 광학 현미경보다 수천 배의 배율을 

지니기 때문에 광학 현미경(optical microscope)으

로 관찰할 수 없는 아주 작은 물체를 관찰할 수 있

다. 물방울 하나가 지구의 크기라면 그 속의 원자

(atom) 하나의 크기는 야구공 정도의 크기밖에 되

지 않는 데 투과전자현미경은 고체 속에 있는 원자 

하나하나의 종류와 배열의 관찰을 가능하게 한다. 

투과전자현미경의 작동원리는 광학 현미경과 동일

하지만 광학 현미경의 광원은 빛인데 반하여 투과

전자현미경의 광원은 전자(electron)를 사용한다는 

데에 차이점이 있다. 또한 상의 배율 조절을 위해서 

광학 현미경에서는 유리 렌즈(glass lens)를 사용하

지만 투과전자현미경에서는 전자기장을 이용한 전

자기 렌즈(electro-magnetic lens)를 사용하게 된

다. 광학 현미경의 분해능(resolution)은 빛의 파장

에 의해 제한되는데 반해, 전자빔(electron-beam)

의 파장(wavelength)은 6 pm 정도로 매우 짧기 때

문에 광학현미경으로는 관찰할 수 없는 원자까지도 

투과전자현미경으로는 선명하게 관찰할 수 있다. 

이러한 재료의 고분해능(high-resolution) 관찰을 

가능하게 하는 투과전자현미경은 지금까지 생물학, 

의학, 공학 등 넓은 분야에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전자현미경 기술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이

제까지 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관찰할 수 있었던 

것은 고상(solid) 시료 뿐이었고, 액상(liquid) 시료

의 경우 관찰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이것은 전자

가 공기 중의 원자들에 의해 산란(scattering)을 하

기 때문에 전자현미경 내에 전자빔이 지나가는 길

은 모두 진공(vacuum) 상태로 유지해야 하는데, 액

상 시료의 경우 전자현미경 내부의 고진공 속에서 

액체가 전부 증발해 버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액상 

시료는 건조(dry)시켜서 액체를 제거하거나 액체를 

얼음과 같은 고체로 만들어 관찰해야만 했다. 그러

나 고상 재료 내에서도 물리적, 화학적 반응이 일어

나지만, 수많은 반응들은 액체 속에서 일어나거나 

액체를 포함하는 반응들이다. 예를 들면, 나노 물질

의 성장이나 전극 물질의 반응 과정, 생체 내에서 일

어나는 반응 등은 모두 액체 내에서 일어나는 현상

들이다. 따라서, 액체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과정을 

원자 단위로 관찰할 수 있으면 그 수많은 반응 기작

육종민  교수 

 한국과학기술원 신소재공학과

S p e c i a l
T h e m a 01 그래핀 액상 투과전자현미경의 

소개 및 응용

그림 1. 투과전자현미경과 광학 현미경의 차이를 보여주는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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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롞 

투과젂자현미경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은 광학 현미경보다 수천 배의 배율을 

지니기 때문에 광학 현미경(optical microscope)으로 

관찰핛 수 없는 아주 작은 물체를 관찰핛 수 있다. 

물방울 하나가 지구의 크기라면 그 속의 원자(atom) 

하나의 크기는 야구공 정도의 크기밖에 되지 않는 

데 투과젂자현미경은 고체 속에 있는 원자 하나하나

의 종류와 배열의 관찰을 가능하게 핚다. 투과젂자현미경의 작동원리는 광학 현미경과 동일하지

맊 광학 현미경의 광원은 빛인데 반하여 투과젂자현미경의 광원은 젂자(electron)를 사용핚다는 

데에 차이점이 있다. 또핚 상의 배율 조젃을 위해서 광학 현미경에서는 유리 렌즈 (glass lens)를 

사용하지맊 투과젂자현미경에서는 젂자기장을 이용핚 젂자기 렌즈(electro-magnetic lens)를 사용

하게 된다. 광학 현미경의 분해능(resolution)은 빛의 파장에 의해 제핚되는데 반해, 젂자빔

(electron-beam)의 파장(wavelength)은 6 pm 정도로 매우 짧기 때문에 광학현미경으로는 관찰핛 

수 없는 원자까지도 투과젂자현미경으로는 선명하게 관찰핛 수 있다. 이러핚 재료의 고분해능

(high-resolution) 관찰을 가능하게 하는 투과젂자현미경은 지금까지 생물학, 의학, 공학 등 넓은 

분야에서 홗용되어 왔다.  

그러나 젂자현미경 기술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젂자현미경을 이용하여 관찰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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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chanism)을 규명하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될 것

이다. 

이러한 액상 투과전자현미경 기술의 필요성에 기

인하여 최근에 액상 투과전자현미경 연구가 국내외

에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액상 투과전자현미

경 연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기술은 전자현

미경 내부의 진공 분위기에서 액체가 증발되지 않

도록 막아주면서 전자빔이 투과할 수 있는 얇은 막

(membrane)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50~100 nm

의 두께를 갖는 질화실리콘(SiNx: silicon nitride)

이 이러한 막의 재료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질화실리콘 막의 경우 그 두께가 두꺼운 데다 질화

실리콘 막 자체가 전자빔을 많이 산란시키기 때문

에 액체 내에 원하는 현상을 관찰하려는 데 있어서 

전자현미경의 분해능 저하를 초래하는 단점을 지니

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질화실리콘의 대체 물질

로 떠오르고 있는 그래핀(graphene)을 이용한 그

래핀 액상 셀(cell) 제작법과 그래핀 액상 투과전

자현미경을 이용한 콜로이드 나노입자(colloidal 

nanoparticle)의 성장 기작 규명과 전지 구동 시 전

해질(electrolyte) 내에서 전극(electrode) 물질의 

구조 변화 현상을 소개한다. 

2. 액상 셀 제작을 위한 그래핀의 장점

그래핀은 육각 벌집 구조를 가진 탄소(C: 

carbon) 원자 한 층으로 이루어진 물질이다(그림 

2) [1]. 탄소 원자는 원자 번호 6번으로 원자 한 층

의 두께가 대략 0.34 nm

이기 때문에 전자빔의 산

란을 최소화 할 수 있다 

[2]. 그리고, 모든 분자들

은 그래핀을 투과할 수 

없기 때문에 액체를 가둘 

막으로 적합하고 [3], 높

은 강도와 유연성을 가지

고 있기 때문에 액체가 

진공 내에서 부피가 팽

창 하더라도 막이 부숴지지 않고 견딜 수 있다 [4]. 

또한, 그래핀은 화학적으로 안정적이어서 액체 내 

시료와 반응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높은 전기전

도도(electric conductivity)와 열전도도(thermal 

conductivity)를 가지기 때문에 전자현미경 관찰 

시 불가피하게 시료에 야기되는 전자빔에 의한 전

기적, 열적 피해를 줄일 수 있다.

3. 그래핀 액상 셀 제작 방법

화학기상증착(chemical vapor deposition) 법으

로 구리(Cu: copper) 박막(foil) 위에 약 1,000°C에서 

메탄(methane) 기체(gas)와 수소(H: hydrogen) 

기체를 이용해 그래핀을 합성한 후 구리 박막 뒤편

의 그래핀은 에칭(etching)하여 제거한다 [5]. 투과

전자현미경 그리드(grid)의 비결정(amorphous) 탄

소 막과 그래핀을 아이소프로판올(isopropanol)을 

이용하여 접착시킨 후 구리 박막을 에칭한다. 앞선 

과정들을 통해 투과전자현미경 그리드 위에 옮겨진 

깨끗하고 넓은 면적을 갖는 그래핀을 두개 준비한 

후 두개의 투과전자현미경 그리드를 그래핀이 서로 

마주보게 겹쳐 놓는다 (그림 3(a)). 그 위에 액상 시

료를 증착하면 모세관 힘(capillary force)에 의해 

액상 시료가 두 그래핀 사이로 스며들게 되고, 여분

의 시료는 제거한다 (그림 3(b)). 시편을 건조시키면 

적당량의 액상 시료가 그래핀 사이에 남게 되어 결

S p e c i a l  T h e m a    01

그림 2. 그래핀의 탄소 원자
들을 보여주는 투과전
자현미경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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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반데르발스(van der Waals) 작용에 의해 결합된 

두 층의 그래핀에 의해 가둬지게 된다 (그림 3(c)). 

마지막으로 한쪽의 투과전자현미경 그리드를 제거

한다 (그림 3(d)).

4. 그래핀 액상 투과전자현미경의 응용

4.1 콜로이드 나노입자 형성과정 관찰

콜로이드 나노입자들은 나노미터(nm) 크기에서 

독특한 전기적, 광학적, 촉매적 특성을 보이기 때문

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러한 나노입자의 특성

들은 나노입자의 구조나 모양과 밀접한 관련이 있

는 데, 계면 활성제(surfactant)의 종류나 전구체

(precursor)의 농도, 합성 온도나 시간 등을 조절함

으로써 이러한 나노입자의 구조나 모양을 조절할 

수 있지만 아직 그 조절 기작이 명확하게 이해되지 

못하였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아직까지 실제로 나

노입자가 콜로이드 용액 내에서 형성될 때 원자 단

위에서 관찰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래

핀 액상 투과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이러한 콜로이

드 나노입자의 형성과정을 관찰하려는 노력들이 있

어왔다. 

그림 4는 백금(Pt: platinum) 성장 용액을 그래핀

으로 밀봉한 그래핀 액상 셀의 투과전자현미경 사

진 과 그것의 모식도를 보여준다 [5]. 일반적으로 백

금 나노입자를 합성하는 방법은 플라스크(flask)에 

백금 전구체가 담긴 콜로이드 용액을 넣고 끓이게 

되면 백금 이온(ion)들이 환원되어 콜로이드 용액 

속에서 확산하면서 서로 결합하여 백금 나노입자

로 성장하게 된다. 그러나 액상 투과전자현미경의 

경우 백금 이온들을 환원시키기 위해 고온에서 끓

이는 대신에 전자현미경 내에서 전자빔을 조사하는 

방법이 많이 사용된다. 즉, 백금 나노입자를 핵생성

(nucleation) 및 성장(growth) 시킴과 동시에 그것

을 실시간으로 관찰하는 도구로 전자현미경을 사용

하는 것이다.

그림 5는 그래핀 액상 셀에 가두어진 백금 성장 

용액에 전자빔을 조사함으로써 백금 나노입자의 초

기 결정화(crystallization) 과정을 원자 단위에서 

테마기획  _ 표면 분석 기술 

그림 5. 나노입자들 사이에 융합을 통해 성장하는 백금 나노입자의 실시간 원자 단위 투과전자현미경사진. Panels (a),(b) and (c) 
modified with permission from ref. [5].

그림 4. 백금 성장 용액을 포함한 그래핀 액상 셀의 투과전자
현미경 사진과 모식도. Panels (a) modified and (b) 
reproduced with permission from ref.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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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으로 관찰한 투과전자현미경 사진이다. 액

체 내에서 나노입자들은 브라우니안(Brownian) 

움직임을 보여주었고, 백금 나노입자들이 나노입

자들 사이의 융합(coalescence)과 백금 단량체

(monomer)의 접합(attachment)에 의한 두가지 

성장 경로를 통해 성장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나노입자들 사이의 융합에 의한 성장은 나노입

자 크기의 급격한 증가를 가져오는데, 두개의 나노

입자가 같은 방향을 가지고 접합을 할 경우에는 무

결함 입자가 형성되지만, 서로 상대적으로 180° 회

전하여 융합할 경우에는 융합 면(plane)에 쌍정

(twin)이 형성되는 것을 관찰하였다. 또한, 이러

한 융합 면은 항상 면심 입방 구조(face-centered 

cubic)에서 표면 에너지(surface energy)가 가장 

낮은 {111}면 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에, 단량체 접합에 의한 성장은 백금 전구체

의 백금 원자들이 나노입자에 달라붙으면서 나노

입자가 원자 단위로 성장하는 것을 말한다 (그림 6) 

[6]. 그래핀 액상 투과전자현미경을 이용해 백금 전

구체의 백금 원자들이 입자 면에 원자 단위로 붙으

면서 새로운 면을 형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러한 입자 면 성장은 한 층의 성장이 끝난 뒤에 다

음 층의 성장이 이루어진 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

다. 또한, 면심 입방 구조를 갖는 백금의 입자 면 성

장 중에 ABC｜BC 적층 결함(stacking fault)이 형

성되었지만 결국 사라지면서 무결함 입자로 성장하

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4.2  리튬 이온전지 음극의 리튬화 과정 관찰

현재 소형 가전 및 모바일(mobile) 기기의 전원 

공급원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리튬(Li: lithium) 

이온전지(ion battery)는 에너지 고갈 및 환경오염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그 수

요가 점차 전기 자동차와 신재생 에너지의 대용량 

에너지 저장 매체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고효

율·대용량의 리튬 이온전지 개발은 인류 생존 및 

번영을 위한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이며 특히 고성

능 전극(electrode) 물질 개발은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해당 전극 물질의 

작동 기작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와 관련된 많은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

히, 실리콘(Si: silicon)의 경우 현재까지 알려진 재

료 중 가장 높은 이론 에너지 저장밀도(theoretical 

energy capacity)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 4,000 

mAh/g) 현재 상용화된 흑연(graphite) 기반 재

료 (약 372 mAh/g)를 대체할 차세대 음극(anode) 

재료로 주목 받고 있다. 하지만, 충·방전시 리튬

화/탈리튬화(lithiation/delithiation) 과정 중 합

금화/탈합금화(alloying/dealloying)가 진행됨에 

따라 매우 큰 부피 변화가 일어나 전극 물질의 극

심한 파괴가 나타나고 결국엔 용량감퇴(capacity 

degradation)가 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전의 

연구들에서도 이러한 감퇴현상의 세부적인 기작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간 전자현미경 연구를 수행하였

으나 고진공의 전자현미경 환경을 극복하지 못하고 

실제의 리튬 이온전지에서 사용하는 전해질이 아닌 

이온성 액체(ionic liquid)라는 고진공에서도 낮은 

증기압을 갖는 대체물질을 전해질로서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 [7]. 하지만 이온성 액체는 실제 전지에 

사용되는 전해질이 아니기 때문에 전극과 전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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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단량체 접합에 

의핚 성장은 백금 젂구체에서 백

금 원자들이 나노입자에 달라붙으

면서 나노입자가 원자 단위로 성

장하는 것을 말핚다 (그림 6) [6]. 

그래핀 액상 투과젂자현미경을 이

용해 백금 젂구체에서 백금 원자들이 나노입자 면에 붙어 성장 핛 때 원자 단위에서 성장하여 입

자 면을 형성하는 것을 확인핛 수 있었고, 이러핚 입자 면 성장은 핚 층의 성장이 끝난 뒤에 다

음 층의 성장이 이루어짂 다는 것도 확인핛 수 있었다. 또핚, 면심 입방 구조를 갖는 백금의 입자 

면 성장 중에 ABC｜BC 적층 결함(stacking fault)이 형성되었지맊 결국 사라지면서 무결함 입자로 

성장하는 것을 관찰핛 수 있었다.  

 

4.2 리튬 이온젂지(Li-ion battery) 음극(anode)의 리튬화(lithiation) 과정 관찰 

현재 소형 가젂 및 모바일(mobile) 기기의 젂원 공급원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리튬 이

온젂지는 에너지 고갈 및 홖경오염 문제가 중요핚 사회적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그 수요가 점차 

젂기 자동차와 싞재생 에너지의 대용량 에너지 저장 매체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고효율ㆍ

대용량의 리튬 이온젂지 개발은 인류 생존 및 번영을 위핚 앞으로의 중요핚 과제이며 특히 고성

능 젂극물질 개발은 그 핵심이라고 핛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해당 젂극물질의 작동 

기작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와 관렦된 맋은 연구가 홗발히 짂행되고 있다. 특히, 

실리콘(Si: silicon)의 경우 현재까지 알려짂 재료 중 가장 높은 이롞 에너지 저장밀도(theoretical 

energy capacity)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 4,000 mAh/g) 현재 상용화된 흑연(graphite) 기반 재

료 (약 372 mAh/g)를 대체핛 차세대 음극 (anode) 재료로 주목 받고 있다. 하지맊, 충ㆍ방젂시 리

튬화/탈리튬화(lithiation/delithiation) 과정 중 합금화/탈합금화(alloying/dealloying)가 짂행됨에 따

라 매우 큰 부피 변화가 일어나 젂극 물질의 극심핚 파괴가 나타나고 결국엔 용량감퇴(capacity 

그림 6. 단량체 접합을 통해 성장하는 백금 나노입자의 실시

간 원자 단위 투과전자현미경사진. Reprinted with 

permission from ref. [6]. Copyright (2015) American. 

Chemical Society. 

그림 6. 단량체 접합을 통해 성장하는 백금 나노입자의 실시간 원자 단위 투과전자현미경사진. Reprinted with permission from ref. [6]. 
Copyright (2015) Ameri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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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 계면(solid-electrolyte interphase)이 형

성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내부에서의 리튬의 이동

도가 상용화된 전해질과는 차이가 있어 실제 전지

에서와는 다른 양상의 리튬화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불완전함을 갖고 있었다. 결국 이러한 연구

들은 실제 전지 작동조건과의 간극(gap)을 고려한 

간접적인 결과 해석이 요구되어 왔다. 이온성 액체 

전해질을 이용한 실험이 갖는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최근 그에 대한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그래핀 막을 

이용한 액상 셀 제작을 통해 고진공 환경과 액체 전

해질을 격리시켜 줌으로써 실제 전해질과 전극 물

질간의 반응을 관찰하는 것이다 [8].  

그림 7과 같이 실리콘 나노입자와 액체 전해질을 

그래핀을 이용해 동시에 밀봉하는 형태로 셀 제작

이 이루어졌다. 또한, 실리콘 나노입자의 리튬화 반

응을 위해 전압을 인가해주는 복잡한 실험 장치 및 

방법을 배제하고 이미징(imaging)을 위한 투과전자

현미경의 전자빔을 전해질 내 존재하는 리튬을 직

접 환원 시키는 데에도 이용해 리튬화 반응을 유도

하고 관찰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8은 그래핀 액

상 셀 투과전자현미경 방법을 통한 실리콘 나노입

자의 리튬화 시간에 따른 부피 변화 양상을 보여준

다. 결정학적으로 [011] 방향의 정대축(zone axis)

을 갖는 나노입자의 경우 눈에 띄게 특정방향으로

의 부피 증가가 나타났다. 결정 방향에 대해 시간

에 따라 입자 크기 변화를 측정해본 결과, 반응 초기

에는 특정 결정학적 방향 즉, <110> 방향으로의 이

방적 부피 증가(anisotropic volume expansion)

가 나타났고, 반응 중반 이후에는 모든 결정학적 

방향으로의 등방적 부피 증가(isotropic volume 

expansion)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앞선 연구들

에서 관찰이 어려웠던 부분으로, 그래핀 액상 셀 전

자현미경의 경우 실제 전지에서 사용하는 액체 전

해질 이용을 가능하게 하고, 그래핀 막을 통해 기존

의 질화실리콘 막에 비해 우수한 이미지 분해능을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지 반응이 진행되는 동

안 실시간으로 실리콘 나노입자의 부피 변화 관찰

을 가능하게 했다.

5. 맺음말

그래핀 액상 셀 전자현미경 연구는 2012년도 처

음으로 개발되어 아직까지도 지속적으로 액상 셀 

제작 방법이 개선되고 있으며, 그 응용 범위를 넓

히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그래핀 액상 셀의 응용이 

기존의 나노입자와 에너지 소재로부터 환경 재료

와 생체 재료로의 확대가 기대된다. 특히 동·식물

의 생체 재료의 경우, 모두 물을 포함하고 있어 기존

에는 이들 시료를 건조하거나 동결시켜 관찰 해왔

는 데 실제 생체 재료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반응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물을 포함하고 있는 시료를 그

대로 관찰해야 한다. 이를 통해, 세포 내 각종 단백

질을 규명하고 그 이동 및 반응들을 원자 단위(세포 

테마기획  _ 표면 분석 기술 

그림 7. 실리콘 나노입자와 실제 액체 전해질을 포함한 그래핀 
액상 셀 모식도와 투과전자현미경 사진. Reprinted with 
permission from ref. [8]. Copyright (2014) American 
Chemical Society.

그림 8. [011] 정대축을 갖는 실리콘 나노입자의 리튬화에 따른 
크기 변화 양상. Reprinted with permission from ref. [8]. 
Copyright (2014) American Chem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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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과 같이 실리콘 나노입자와 액체 젂

해질을 그래핀을 이용해 동시에 밀봉하는 형태로 셀 

제작이 이루어졌다. 또핚, 실리콘 나노입자의 리튬화 

반응을 위해 필요핚 젂압을 인가해주는 복잡핚 실험 

장치 및 방법을 배제하고 이미징(imaging)을 위핚 

투과젂자현미경의 젂자빔을 젂해질 내 존재하는 리

튬을 직접 홖원 시키는 데에도 이용해 그 반응을 유

도하고 관찰핛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8은 그래핀 

액상 셀 투과젂자현미경 방법을 통핚 실리콘 나노입

자의 리튬화 시갂에 따른 부피 변화 양상을 보여준

다. 결정학적으로 [011] 방향의 정대축(zone axis)을 

갖는 나노입자의 경우 눈에 띄게 특정방향으로의 부

피 증가가 나타났다. 결정 방향에 대해 시갂에 따라 입자 크기 변화를 측정해본 결과, 반응 초기

에는 특정 결정학적 방향 즉, <110> 방향으로의 이방적 부피 증가(anisotropic volume expansion)

가 나타났고, 반응 중반 이후에는 모든 결정학적 방향으로의 등방적 부피 증가(isotropic volume 

expansion)를 확인핛 수 있었다. 이는 앞선 연구들에서 관찰이 어려웠던 부분으로, 그래핀 액상 

셀 젂자현미경의 경우 실제 젂지에서 사용하는 액체 젂해질 이용을 가능하게 하고, 그래핀 막을 

통해 기존의 질화실리콘 막에 비해 우수핚 이미지 분해능을 제공하였을 뿐맊 아니라, 젂지 반응

이 짂행되는 동앆 실시갂으로 실리콘 나노입자의 부피 변화 관찰을 가능하게 했다. 

 

 

5. 맺음말 

그래핀 액상 셀 젂자현미경 연구는 2012년도 처음으로 개발되어 아직까지도 지속적으로 

액상 셀 제작 방법이 개선되고 있으며, 그 응용 범위를 넓히고 있다. 앞으로 이러핚 그래핀 액상 

그림 8. [011] 정대축을 갖는 실리콘 나노

입자의 리튬화에 따른 크기 변화 양상. 

Reprinted with permission from ref. [8]. 

Copyright (2014) American Chem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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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에 들어 있는 원자의 수는 약 100조 개이다)에

서 관찰할 수 있게 되면, 바이러스학(virology), 종

양학(oncology), 신경과학(neuroscience), 세포생

물학(cell biology)과 같은 생물학과 의학에 큰 기여

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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