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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Thema

1. 서 론

1.1 기술의 정의
소재 물성의 발현기구를 규명하는 것은 첨단

소재의 효율 및 특성을 향상시키는데 있어 핵

심적인 분석 분야이다. 특정한 물성이 발현되

는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나노 분석기술을 확

립함으로써, 단순히 시행착오적인 기술개발이 

아닌 한계돌파형 연구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대부분의 소재·부품 관련 연구들은 요

구되는 고기능성 신소재의 합성 또는 공정개

발과 대상소재·부품의 최종적인 성능평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즉, 공정 및 소재의 변

화가 성능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함으로써 

고기능, 고강도 소재를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이 대부분의 연구개발과

제에서는 공정에 따른 특성의 변화는 평가하

지만 특성이 향상되는 원인, 즉 그 물성발현기

구에 대한 이해에는 연구기반의 부족 및 연구

사업의 특성상 충분한 고찰이 이루어지지 않

고 있어, 대부분 시행착오적인 연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물성발현기구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초학문적인 분석기반이 필요한데 

원자단위배열까지 관찰할 수 있는 정밀 전자

현미경 분석기술이 그 중 핵심 분야이다. 0.1 

nm 이하의 극한 영역까지 관찰할 수 있는 전

자현미경을 이용하여 원자의 배열을 관찰하

고, 재료공학적인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분석

한 후 소재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의 배열 상태 

및 격자 결함을 고찰함으로써 특성의 발현기

구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

해를 바탕으로 동일한 효과를 내면서 가격이 

저렴하거나 취급이 용이한 다른 원소를 활물

질로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는 등, 기

존의 성능 및 경쟁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새롭게 찾을 수 있다.

이러한 트렌드에 맞추어서 미래의 전기전자

소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첨단소재의 성능 

및 구조평가에 필수적인 분석기법을 새로이 

개발하고,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첨단분석

분야의 신규장비 도입 및 활용기술확보 등 분

석기반 고도화를 통한 첨단소재개발역량 강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소재 물성 발현기구 해석을 
위한 나노분석 기술 

표 1. 나노소재 물성평가 기술 분류.

대분류 세분류 내용 (범위)

원자관찰 
고분해능 
분석기술

수차보정
전자현미경

·원자단위 화학조성 및 원자구조 해석 
·원자결함화학의 해석 

주사탐침
현미경

·나노영역 기계적/전기적 특성 해석
·전자재료의 미시 영역의 특성 규명

나노영역 
실시간 

분석기술

실시간 
변형특성 

분석

·변형 인가의 의한 소재 구조 변형 
  해석
·온도변화에 따른 실시간 상전이 해석

실시간 
전기특성 

분석

·전기적 신호 인가에 의한 전기특성 
  해석
·전자재료의 신뢰도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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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원자단위 배열구조 및 

원자결함 고분해능 분석기술, 나노영역 동적

거동 및 상변화 실시간 분석기술, 3차원 영

상을 이용한 미세구조 분석기술 등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심도 있는 기초기반 확립 

연구가 필요하다. 

 

1.2 필요성
에너지 자원의 고갈 및 가격 상승으로 인

하여 고효율 신기능성 소재기술에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국내의 협소한 국토

면적, 부족한 자원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기술적 역량 확보가 시급하다. 녹색성장기조

에 발맞추어 청정/신재생에너지산업관련 부

품·소재 연구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

나, 이와 함께 필수적인 분석기술 및 관련기

반구축은 미흡한 실정으로 가시적인 성과는 

미비하다. 따라서 수명증대, 원가절감 등 대

외경쟁력향상을 위한 부품·소재 고기능화를 

위한 연구개발에 있어 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한 성능평가 인프라의 구축이 세계적인 트

렌드이다. 

재료의 물리적 성질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는 공정방법에 좌우되지만 미시적인 관점에

서는 원자의 배열상태나 각 원자의 결합상태

에 의존적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재료연구에

서는 물성발현기구를 규명하고 이를 기반으

로 원자 단위까지의 미소영역에서의 재료를 

설계하고 재료의 물성을 평가하는 것이 필수

적이다. 선진 연구기관의 경우에는 원자 단

위의 분석 및 재료 설계 기술이 최근 급속도

로 보급되어 활발하게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나가고 있는 것에 반하여, 국내에

서는 연구기관/대학에서의 인프라는 최근 크

게 보급되고 있으나, 실제 활용하고 이를 이

용한 심도있는 연구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인

적 인프라의 육성과 함께 단순 지원 성격에

서 벗어나 과학적 깊이가 있는 분석 연구 시

스템의 구축을 위한 제도적인 개편과 적극적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2. 본 론

2.1 원자관찰 고분해능 분석 기술 
지난 수십 년 동안 고분해능 투과전자

현미경 (High Resolution Transimission 

Electron Microscopy, HRTEM)은 재료의 나

노 스케일에서 분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석 기법이었다. 전통적으로 HRTEM은 고

분해능 이미지 분석, 회절 패턴 분석, 화학적 

조성 분석으로 재료의 계면 및 고상에서의 

나노 단위의 분석을 가능케 함으로써 재료개

발에 큰 공헌을 하였다. 본격적인 나노과학

기술의 발전과 함께 기존의 HRTEM으로는 

불가능한 분석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세대의 전자 현미경이 최근 수년 동안 개발

되었으며 현재의 나노과학기술에 크게 이바

지를 하고 있다. 수차 보정된 주사 투과 전자 

현미경 (Scanning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STEM)가 그 주요한 새로운 세

대의 분석 장비라고 할 수 있으며 최근 수

년 동안 원자 단위로 재료를 분석함에 있어

서 가장 강력한 장비로 대두되면서 개개 원

자의 원자 배열, 저원자가 원자 검출 그리

그림 1.  Oak Ridge National Lab.에 도입된 
Nion社의 UltraSTEM을 이용한 그래핀 원
자구조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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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심지어 점결함 배열을 분석까지 가능하게 

하였다. STEM은 전자총에서 발생된 전자빔

이 대물렌즈 (Objective lens)를 통해서 원자

를 분석할 수 있는 사이즈인 ~0.2 nm의 크

기로 축소된다. 하지만 이 빔의 크기로는 원

하는 원자 각각을 이미징하고 분석하기에는 

힘들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1990년대 말

부터 독일의 CEOS社, 미국의 NION社에 의

해서 수차 보정을 위한 Cs-corrector의 하

드웨어적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다. 그림 2는 Cs-corrector의 성능을 단적

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그림 2에서 볼 수 있

듯이, Ronchigram을 확인함으로써 유사한 

Phase를 가지면서 넓은 면적으로 퍼져 보이

는 Infinite magnification 영역이 넓을수록 

분해능이 증가한다. 수차보정이 되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4배 이상 Ronchigram의 크

기가 향상된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림 3은 일

본 동경대의 Abe 교수의 활용 예를 보여주

고 있다. 구면 수차를 사용한 STEM을 활용

하여 원자구조를 관찰하기 힘든 준결정의 결

정구조를 매우 정확하게 분석하였으며 이의 

결과는 저명한 Science지에 소개가 되었다. 

따라서 수차 보정된 STEM 모드를 이용하면 

HRTEM으로는 불가능한 나노 입자의 표면과 

같은 계면에 흡착된 원자를 검출할 수 있으

며 이를 이용하면 원자단위의 조성분석을 가

시적으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능성 산

화물들에서의 산소, 배터리에서의 리튬과 같

은 가벼운 원소들의 배열 및 결합 상태를 확

인할 수가 있다. 원자 구조를 이해하며 나노 

단위의 국부적인 영역의 화학적 조성 및 전

자결합 상태를 분석하는 것은 나노과학기술

에서 필수적인 분야이며 나노 스케일 이하의 

분해능을 가진 전자현미경은 재료의 구조를 

이해하고 재료 특성의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데 핵심적인 분석 인프라이며 나노과학기술

과 더불어 이와 접목하여 전기전자소재의 발

전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다. 

계면 특성 분석은 소재에서 가장 중요한 

그림 2.  구면수차와 이에 따른 Ronchigram의 
변화.

그림 3.  Al65Cu20Co15 준결정의 STEM 이미지 (a) 
구면수차 사용 이전, (b) 구면수차 사용 
이후 결정 이미지 [1].

그림 4.  실리콘 질화물 입자의 표면에 흡착된 비
정질상 내의 La 원자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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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소 중 하나로 계면의 결합 배열 및 상

태를 연구하는 것은 소재의 물성을 이해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직접 부품으로 사용

되는 소자의 경우 세라믹과 메탈의 적층구조

를 이루게 되는데 이때 메탈과 세라믹의 결

합 상태를 분석하는 것은 소자의 특성을 결

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일

례를 고온 초경재료인 Si3N4에서 찾아볼 수

가 있다. Si3N4 세라믹 시스템에 특성향상을 

위해 La와 같은 rare-earth 원소를 첨가하

게 되면 프리즘 형태의 비등방적인 거대 입

자들이 생성되면서 스스로 인성과 같은 기계

적 특성을 향상시키는 조직을 가지게 되는

데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

었다. 대부분의 시스템에서 첨가물의 활용

은 경험 또는 실험에 근거를 두는 경우가 많

았으며 과학적인 근거를 밝히지는 못했으나 

그림 4에서와 같이 입자의 프리즘 면과 액

상 필름 사이의 계면에서 질소 원자로 계면

을 형성하게 되며 질소 원자들은 액상 필름 

내의 La 원자들과 강한 결합을 하면서 편석

이 발생하며 프리즘 면에서의 La의 편석 현

상이 면을 안정하게 만들고 비등방적인 입자

가 발생함을 발견함으로써, 매크로한 미세구

조를 설계함에 있어 나노 스케일에서의 계면 

분석이 어떻게 적용이 되고 활용이 가능한지

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가 되고 있다. 수차 보

정된 주사투과전자현미경 활용기술로써 영상

이 흐려지는 원인인 구면수차를 보정함으로

써 기존의 주사투과전자현미경보다 분해능

이 향상되어 0.1 nm 이하의 분해능으로 원

자배열을 직접 관찰하는 기술이다. 일반적인 

원자지름이 0.15~0.3 nm 정도임으로 고려

하면 이러한 수차보정을 통해 결정구조 내에 

특정원자의 위치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압전액츄에이터의 원자 Dipole구조 

분석, 열전소재의 상안정성, 전지재료의 점

결함 분석 등에 활용이 가능하다. 

그림 5에서 나타낸 주사탐침현미경 (SPM, 

Scanning Probe Microscopy)은 나노물성 측

정평가하고 분석함에 있어 필수적인 기술로

서 나노기술을 성공적으로 실용화시키고 더

불어 나노물질 (혹은 구조)을 조작하고 이를 

제어하는 것이 가능함으로서 혁신적인 신기

능의 소재/소자/시스템을 창출하고 이를 실

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그 기술의 범위

와 핵심기술은 다양하게 적용이 가능하며, 

대면적 나노구조물 형상을 측정하고 분석하

는 것이 기본적으로 지원되어 길이, 형상, 두

께 등을 계측하고, 전자/이온빔을 이용하여 

형상을 측정하는 것이 또한 가능하다. 이와 

함께 나노구조물의 복합거동 측정이 가능하

여, 광물성, 전기적 물성, 역학적인 물성의 

소재 또는 부품의 복합적인 거동을 동시에 

측정할 뿐만 아니라 (그림 6), 소재 및 소자

의 재현성 및 실 환경에서의 특성거동을 확

인하기 위하여 다양한 환경 변수들 (온도, 습

도, 진공)을 적용하여 물성 측정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나노 공정 및 소자 설계 기반 기

술, 신뢰성 평가 기술, 물성의 DB화에도 적

극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 따라서 SPM을 

활용하여 원자 단위에서의 측정과 해석을 연

계하여 산업적인 요구와 학문적인 요구를 동

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핵심 기술이다. 주사

탐침현미경기술은 탐침을 대상소재의 표면에 

그림 5. Scanning Probe Microscopy의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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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 또는 비접촉 시켜 스캐닝함으로써 표

면형상 뿐만 아니라 마찰계수, 전자기적 특

성 등을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를 통

해 태양전지의 광전특성, 압전소자의 압전특

성, 반도체 박막의 전자기적 특성 등을 평가

할 수 있다.

 

2.2 나노영역 실시간 분석기술 
기존의 전자현미경은 제조된 소재의 구조

와 결정상을 분석하는 수동적인 분석 기법이

었다. 하지만 20세기에 이르러 급속한 속도

로 발전하는 IT 기술과 더불어 소재개발에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연구방법이 제시되

었다. 매우 빠른 속도로 이미지를 저장할 수 

있는 CCD 카메라 기술과 함께 매우 정밀하

게 압력을 제어하는 Piezoelectric 기술, 온

도를 제어하는 기술 등과 접목이 되어서 전

자현미경 내에서 소재의 미소영역에서 실제 

온도, 압력, 전자기장을 가하면서 소재 구조

의 변화 및 특성이 변하는 것을 분석할 수가 

있게 되었다. 이는 소재의 연구에 있어서 획

기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단순히 수

동적인 분석 기법으로써의 전자현미경을 소

재를 제작하고 소재가 발현하는 현상을 규

명하는데 핵심적인 소재 개발 기술로 각광

을 받고 있다. 그림 7과 같이 일반적으로 사

용되는 전자현미경에 특수하게 제작된 샘플

의 장입 장치를 이용하여 온도, 전기장, 자

기장, 응력장 등의 다양한 입력 신호에 의

해 변화되는 미세구조를 실시간으로 규명하

는 것은 그 소재의 물성 메커니즘을 규명하

고 이에 따라 신소재를 개발하는데 매우 중

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에너지의 충·방

전 프로세스가 연계되거나 다른 에너지 요인

을 전기에너지로 전이시키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많으며 따라서 필수적으로 전기장에 의

한 효과나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열적 신뢰성 

문제를 검토함에 있어서 또한 필수적인 연구

분야라 할 수 있다. 같은 샘플의 장입 장치

를 이용하여 헬륨이나 액화 질소를 이용하여 

20 K까지 온도를 낮추는 극환경에서의 소

재를 관찰할 수가 있으며 또한, 이러한 환경

에서의 기계적 인장을 통한 파괴 거동을 관

찰할 수가 있다. 그림 7에서와 같이 Bi 금속

에 Sn을 전자현미경에서 실시간으로 주입함

과 동시에 온도를 가함으로서 Sn과 Bi의 합

금이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는지를 관련 연

구 분야에서 오사카대학의 Mori 교수 연구

그룹에서 수행된 바가 있다. 이와 더불어 미

국 IBM연구소의 Ross 박사 연구그룹이 세계

적인 기술을 선도하고 있다. 전자 부품과 관

련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IBM에서 실시간 

동적연구에 대한 끊임없는 투자를 하고 있음

을 봤을 때 관련 분야 연구의 중요성을 인지

할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Brown 대학교

에 Kumar 교수 연구팀은 C15 Laves구조를 

갖는 NbCo2 Intermetallic compound의 상

변태를 상온에서부터 1,100℃의 실시간 관

찰을 통하여 확인하였으며, 기존의 상태도

에서 제안된 것과는 다른 상변태 거동을 확

인하기도 하였다. 열적 거동뿐만 아니라, 기

계적인 응력을 인가함으로써 실제 변형 거동

을 관찰하는 것이 또한 가능하다. 그림 8은 

원자/전자 단위에서의 물질 특성은 불연속

적으로 발생한다는 양자역학의 이론적 설명

을 실험적으로 뒷받침한 결과로써 저명한 저

그림 6.  SPM을 이용한 소자의 형상 및 전기적 
특성의 관찰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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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인 Nature志에 소개가 되었다. 그림과 같

이 인장에 의해 금의 원자들이 4개 층에서 1

개 층으로 순차적으로 얇아지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와 함께 Conductance 역시 불연속

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관찰하여, 양자역학적 

불연속성을 실제 확인한 예로 유명하다. 따

라서 최근 IT 기술의 개발과 함께 소재연구

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나노분석기술이 실환

경 실시간 분석기술이다. 이는 소재가 사용

되는 고온 환경 또는 응력환경을 모사함으로

써 소재가 나노단위영역에서 어떻게 반응하

는지 실시간 관찰함으로써 고기능성 구조 소

재의 변형 및 강화기구를 밝혀내고 내식성 

등 경년변화 기구를 규명할 수 있게 되어 소

재의 내구성 향상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2.3 연구 동향

(1) 미국
미국의 경우에는 1990년대 말부터 원자단

위의 분석기술 개발을 위해 국가차원의 R&D

를 수행하였으며, 1990년대에는 영국, 독

일 등의 유럽 선진국과 NANOAM 프로젝트

를 통해 소재분석에 집중하면서 부분적 공동

개발을 하였으나 2000년부터는 그 중요성을 

인지하여 독립적으로 미국 내부의 연구소와 

대학기관의 연합 프로젝트인 TEAM 프로젝

트를 수행하여 관련 분야의 분석 인프라 개

발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그림 9). TEAM 

프로젝트에 의해서 2000년대에 현미경의 

새로운 Turning point를 실현시킬 수 있었

고 미국은 특히 나노기술을 연구하는 NNI 

(National Nanotechnology initiative)와 함

께 접목이 되면서 TEAM 프로젝트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으며, 단 10년간의 투

자에 의해서 세계적으로 독점적인 기술력을 

보유할 수 있었다. 따라서 TEAM 프로젝트

를 통하여 50 pm (0.05 nm) 크기의 분해능

을 구현하였으며, 가장 작은 원자인 수소의 

크기가 25 pm, 리튬이차 전지의 전하매체인 

리튬의 크기가 145 pm임을 감안할 때, 매우 

막강한 분석 기반을 국가 R&D 투자에 의해 

구축할 수 있었다. 

NNI를 통해 NIST에서는 Nanotechnology

에 관련된 과제들에 연각 약 $75 million

그림 7. 온도에 따른 Sn/Bi 합금의 변화 양상 [3].

그림 8.  금의 인장에 의한 원자 결합의 파괴 거
동 및 이에 의한 양자역학에 의한 불연속
적 전기 이동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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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원하여 나노 측정과 표준화 기술개발

을 하고 있고 (2004년~2006년), Nano-

mechanical measurement 장비개발에 연간 

$6.6 million을 Veeco와 Dow chemical 회사

들에 지원하여 연구실에서 가능한 나노 측정 

기술을 일반 산업체 나노 공정과 품질 향상

에 적용하려 한다. NIST는 미래 나노 Device 

혹은 System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 필수

적인 나노 소재의 기계적 특성 (탄성, 경도, 

마찰, 밀착력, 내마모성, Poisson's ratio 등) 

측정학 (Nanomechanics라고 정의함) 구축

을 위한 연구를 2001년 이후 집중적으로 진

행하였다. 또한, IBM에서는 AFM을 이용하

여 분자 수준에서의 마찰과 윤활의 의미 분

석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NASA에서는 우주

선에 적용을 위한 MEMS optical device의 

기계적 신뢰성 평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

고 있다. 미국의 대학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CIT (California Institue of Technology)

에서는 AFM으로 박막의 기계적 성질을 측

정하였고, University of Illinois에서는 나

노입자 소재에 대한 기계적 성질을 측정하

여 입자의 크기에 따른 강도의 의존성에 

대한 결과를 고찰하였다. Johns Hopkins 

대학에서는 마이크로/나노 소재의 ISDG 

(Interferometric Strain Displacement 

Gage)에 의한 인장 변형을 측정하여 탄성계

수를 비롯한 인장 특성을 Polysilicon을 비롯

한 마이크로 소재에 대하여 측정하였고, 마

이크로 크기의 시험편을 제작하여 피로 및 

파고 특성을 측정, 평가하였다. California 

대학에서는 Silicon microbeam 등의 파괴

강도와 마이크로 수준의 마모측정 시스템 

등에 대한 연구를, Cornell 대학에서는 미

소 파괴특성 해석에 대한 연구를, MIT에서

는 마이크로 소재 피로특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이 세계적으로 

SPM 기술을 선도하는 것은 NNI (National 

Nanotechnology Initiative)를 통하여 가능

하였고, 이 프로그램에서 5개 지원분야에 집

중 투자하고 있다. 

(2) 유럽 
EU는 실리적 기술 경쟁국이 서로 묶어 

있는 형태로 미국과 같이 하드웨어적 인프

라 개발을 위한 R&D 투자는 없으나, 네덜

란드 중심의 현미경 제작 회사인 FEI社와 

Cs-corrector를 개발하는 CEOS社 등의 기

업 중심이 개발 연구가 수행 되었다. 이러

한 유럽 기반의 회사는 EU의 기술 선진 연

구그룹과의 투자를 활성화하여 공동기반 연

구를 꾸준히 수행하여 왔으며, 이와 더불

어 EU에서는 ESTEEM 프로젝트라는 유

럽 내 원자 구조 분석에 일가견이 있는 핵

심 연구그룹의 네트워크를 형성시켜 하드웨

어적 개발보다는 분석기술 및 모듈을 개발

하는 소프트웨어적 기술 개발을 도모시키

는 제도를 구축하였다. ESTEEM 프로젝트

에는 영국의 캠프리지대학, 옥스퍼드대학, 

스페인의 Universidad de Cadiz, 프랑스의 

CEMES Toulouse, Universite Paris Sud, 

네덜란드의 Technische Universiteit, 벨기

에의 University of Antwerp, 독일의 Max-

Planck-Institute Stuttgart, Technische 

Universitat Dresden, 폴란드의 University 

of S&T Krakow, 슬로베니아의 Jozef 

Stefan Institute의 11개의 연구기관이 참여

하고 있다. ESTEEM 프로젝트는 “원자 단

위의 분석이 가능한 전자현미경을 소재 연구

그림 9. 미국 내 TEAM 프로젝트 참여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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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어떻게 적용하여 활용할 수 있느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므로, 인프라 구축에

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최근에는 최고

의 성능과 안정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을 

가지는 NION社의 UltraSTEM을 프랑스의 

Universite Paris Sud에 구축하였고, 전통적

으로 소재 연구를 자연과학적 측면에서 심도 

있는 연구를 하고 있는 옥스퍼드 대학에서도 

현재 Double aberration corrected 현미경을 

보유하고 있다. ESTEEM 프로젝트는 3D 이

미징, 전자구조 매핑, 원자 화학적 매팅, 新

Detector 개발 등의 카테고리로 나누어 연

구가 수행이 되고 있다. 다양한 소재의 연구

가 ESTEEM 프로젝트를 통해서 선진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과 같이 현미경 

기반의 기업이 없는 국가의 경우 관련분야의 

연구를 어떻게 수행하면 되는지에 대한 방향

을 제시하는 훌륭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영국에서는 AFM과 Nanoindentor를 활용

하여 박막의 기계적 특성 (경도, 탄성계수, 

항복강도, 크립 특성, 점탄성 회복 특성, 비

탄성 회복 특성, 밀착력) 측정 방법의 산업

체 보급과 시험결과 모델링을 통한 박막 고

유특성 평가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CEN, 

ISO를 통한 시험방법 표준화를 추진 중에 있

다. 박막 밀착력 시험방법 분석을 통한 유용

성 평가작업을 수행하였으며, Scratch 시험

방법에 의한 박막 밀착력 시험용 인증 기준

물질 개발 연구를 진행 중이며, Scratch 시

험으로 계면 에너지를 산출하기 위한 수학적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이 밖에 박막 마찰특

성, 잔류응력 특성 평가방법 향상 연구를 진

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의 연구결과를 바탕

으로, 100 nm 이하 두께 박막의 고유 기계

적 특성 측정 및 모델링 방법 개발 연구를 최

근에 시작하였다. 프랑스는 J. Tallal 그룹을 

주도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AFM을 이용

하여 나노임프린트 공정에서 사용되는 점착

방지막의 특성 평가 연구를 수행하여, 나노

임프린트 리소그래피 공정 중 몰드와 기판의 
분리 시 Pull-off 특성은 고분해능의 모사를 

위한 매우 중요한 인자임을 확인하였다. 기

그림 10.  (a) 프랑스 Universite Paris Sud의 
UltraSTEM, (b) 영국 옥스퍼드대학의 
Double Cs-corrected 전자현미경.

(a) (b)

그림 11.  Nano-indentation inspects the local 
hardness of sample material by 
indenting an AFM tip into the sample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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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학의 강국인 독일의 경우 Max Plank 연

구소 중심으로 전자현미경에 In-situ 기능을 

보완하여, 나노 구조 재료의 계면 및 원자 분

포 관측을 넘어선, 동적 변화 상태를 직접 관

측하는 수준에 있으며, 이 장비를 독일 내의 

나노 소재 개발 연구팀에 공개하여 공동 활

용함으로써 새로운 나노 소재를 개발하기 위

한 원천 기술로 활용하고 있다. 영국, 프랑

스, 이태리 등도 각각 전자현미경, X-ray 등 

개별 장비를 활용한 나노 구조 분석은 개별

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전자현미경을 활용한 

직접 관찰을 통한 원자 배열 및 분포 분석 기

술 등은 나노 소재 개발에 기본적인 분석 기

술로 자리를 잡고 있다.

 

(3) 일본
일본은 소재 강국으로써의 이점을 가지면

서 JEOL社, Hitachi社와 같은 전자현미경을 

생산기업이 함께 있으므로 유럽과 미국에서

의 R&D 투자양상을 모두 가지고 있는 강력

한 전자현미경 기술 선진국이다. 특히, “첨

단 연구시설 공용 이노베이션 창출사업”

의 일환으로 ESTEEM과 유사한 “나노텍재

팬”이라는 연구기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

였으며 고도화된 계측/분석기술을 공용화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소재의 연구개발을 활

성화시키고 있다. 동경대학교, 쿄토대학교, 

NIMS 등의 26개 연구기관이 13개의 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Nano-characterization 

and Analysis, Synchrotron Radiation, 

Nanofabrication, Molecular Synthesis 

and Analysis, Extreme Conditions의 5

개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이중 Nano-

characterization and Analysis을 통해서 나

노기술에서의 소재강국 일본의 입지를 다져

나감과 동시에 일본 내 전자현미경 제작 회

사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로 원자 분해능의 전

자현미경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에 동

경대학교의 Abe 그룹과 JEOL社의 협력에 

의해서 Hollow cone의 형태의 이미지 디텍

터를 이용하여 STEM에서의 최대 단점인 가

벼운 원자를 검출하는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

그림 12. 일본 나노텍재팬의 참여 연구기관.

그림 13. YH2 소재에서의 수소이온 관찰 결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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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기법을 소개하고 있다. 개발된 시스템에

서는 TEM의 장점과 STEM의 장점을 구비함

으로써 그림 13에서와 같이 HRTEM에서도 

원자구조의 위치정보를 찾기가 힘든 원자번

호 1번의 수소 원자를 검출하는데 성공하였

고 이는 저명한 소재전문 학술지인 Nature 

Materials에 소개되었다. 

일본 동경대학의 후지타 교수팀이 돋

보이는 활약을 보이고 있고 u-STM 기

술을 활용하여 나노 구조물의 Property 

characterization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Ritsumeikan 대학에서 AFM을 이용하여 나

노 구조물의 Bending 실험 및 피로 실험을 

수행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은 

2003년 입안된 ‘과학기술관계 예산 요청 

우선순위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나노 계측장비·

재료 산업’에 집중하면서 고유의 계측 분

석 장비 개발을 통한 독자적인 나노 재료 개

발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부각시키고 있으

며, 금속연구소, 세라믹연구소, 기초 지원연

구소를 통합한 일본재료연구소 (NIMS)가 발

족되었으며, 나노 (결정)구조 분석을 공통 기

반으로 다양한 나노 재료를 개발하는 방향으

로 연구 체계를 혁신하였다. 가속기를 비롯

한 고에너지를 활용한 재료 구조 분석을 위

한 전문 연구기관인 고에너지 연구소 (KEK)

를 중심으로 대형 고가 장비를 공동 활용하

고 있으나, 장비 활용도가 높아, 우리나라를 

비롯한 외국의 장비까지도 공동 활용하고자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3. 결 론

에너지 및 자원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고

효율, 고기능성 소재기술에 대한 기대와 역

할이 증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차세대 나노

분석을 위한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세계 선점

형 핵심소재 원천기술의 확보를 위해서는 미

국, 일본에서의 소재연구에서 수행되고 있는 

원자레벨에서의 물성발현기구를 규명하고 원

자 단위까지의 미소영역에서의 재료 설계 및 

물성을 평가하는 기술이 필수적이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부품이나 소재의 근

원적 특성평가를 위해서는 분자나 원자단위

의 구조분석을 할 수 있는 첨단분석기반 고

도화가 절실하며, 현재 부품 위주의 상용화 

기술을 넘어서 차세대 나노분석기술을 기반

으로한 핵심소재 기초/원천기술 확보가 필요

하다. 재료의 물리적 성질은 거시적인 관점

에서는 소재의 공정 방법에 좌우되지만 미시

적인 관점에서는 원자의 배열상태나 각 원자

의 결합상태에 의존적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재료연구에서는 물성발현기구를 규명하고 이

를 기반으로 원자 단위까지의 미소영역에서

의 재료를 설계하고 재료의 물성을 평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선진 연구기관의 경우에

는 원자 단위의 분석 및 재료 설계 기술이 최

근 급속도로 보급되어 활발하게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나가고 있고, 전자사업을 

세계적으로 선도하고 있는 삼성과 같은 국내 

대기업이 나노분석 인프라를 최근에 얼마나 

공격적으로 구축하고 있는가를 보면 소재기

반 산업에서의 나노분석 인프라의 중요성을 

알 수가 있다. 수명증대, 원가절감 등 대외경

쟁력향상을 위한 부품·소재 고기능화를 위

한 연구개발에 있어 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

해서는 나노소재분석 기술의 중요성이 새롭

게 각인되어야 하며, 따라서 이에 부합하는 

인프라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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