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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전기 화학 반응을 통한 화학 에너지와 전기 

에너지 사이의 변환은 전기 에너지의 효율적인 

저장 및 활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현재까지 고

안된 전기화학 전지 중 리튬이온배터리(LIB)는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가져 현대 생활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1]. LIB 작동 중 전기화학 

반응은 전극에서의 레독스 반응과 전해질 용액

을 통한 전극 간 Li+이온 이동으로 분리할 수 있

다. 많은 연구가 에너지 밀도를 높이기 위한 새

로운 전극 재료 개발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비

해 전해질에 대한 연구는 전극 간 리튬 양이온 

수송을 담당하고 있으며 레독스 반응이 일어나

는 전극과 직접 접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목을 덜 받았다. 전해질 내에서 빠른 Li+ 이온

수송 특성을 확보하기 위해 높은 리튬염 용해

도와 낮은 점도 속성을 가져야한다. 그러나 이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

능하기 때문에 상업적 LIB를 위한 고성능 전해

질 개발에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상용화된 LIB용 전해질은 리튬염(주로 LiPF6)

과 유기 혼합 용매(주로 카보네이트계 용매들)

로 구성된다 (그림 1) [2]. 카보네이트계 용매들

은 고전압 전지에 활용될 정도( > 4.2 V (vs Li+/

Li)로 전기화학 창(Electrochemical window)이 

넓기 때문에 LIB 전해질 용매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 더욱이 리튬염과 카보네이트 용매로 구

성된 전해질은 고출력 LIB의 실현이 가능할 정

도로 높은 이온전도도( > 10 mS)를 보이고 있

다. 그러나 해당 전해질에서 분자 수준의 Li+이

온 수송의 작동 원리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것

이 현실이다.

전해질의 이온전도도는 전하 운반체의 농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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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성에 의해 결정된다. 용매에 용해된 리튬

염의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전하 운반체 수가 

증가한다. 그러나 리튬 염의 추가는 전해질 내 

이온 간 상호작용을 증가시켜 점성도를 높이

게 되고 이는 Li+ 이온의 이동성을 저하시킨다. 

두 요소가 경쟁적으로 이온 전도에 기여하여 

농도에 따른 특징적인 이온전도도(증가했다가 

다시 감소)를 보이게 된다 [3].

이온 전동도(               )는 전기장에 의해 

이온이 이동하는 속도로 전하( ), 점도( ), 유

체역학 반지름(hydrodynamic radius, )에 의

해 결정된다. 여기서 유체역학 반지름은 이온

과 함께 움직이는 용매 분자들을 포함한 이온

의 유효 반지름이다. LIB 전해질의 경우, 일반

적으로 Li+ 이온과 극성 유기 용매 분자 간 강

한 정전기적 인력으로 인해 견고한 용매화 껍

질(solvation shell)이 형성된다. 용매화 껍질의 

크기는 이온 이동성을 결정하는 중요 인자이

므로 Li+ 이온 주위의 용매화 껍질 구조를 이해

하는 것이 이온 전도도의 분자적 원인을 규명

하는데 필수적이다. 그러나, 용매화 구조와 그 

분자 동역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분

광 기법은 그리 많지 않다. 전해질 분석에 많

이 사용되는 FT-IR, Raman과 같은 분광기는 동

역학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이온 전도와 분자 

동역학 간의 상관관계를 밝히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Li+ 이온 주위의 용매화 구조를 정의하기 위

해서는 첫 번째 용매화 껍질 내에 존재하는 용

매 분자의 수와 용매화 및 화학적 교환(chemi-

cal exchange)같은 동역학 정보를 결정해야 한

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전통적인 FT-IR 실

험과 함께 시분해(time-resolved) 적외선 펌프-

프로브와 이차원 적외선 분광법이 적합하다는 

것을 보일 것이다.

그동안 시료의 분자 동역학을 관찰하기 위

해 일반적으로 펌프-프로브(pump-probe, PP) 

방식의 분광법이 널리 활용되었다 [4]. 첫 번째 

빛의 펄스(펌프 펄스라고 불림)는 분자를 바

닥상태에서 들뜬상태로 들뜨게 한다. 적외선 

파장대의 빔을 활용하게 되면 펌프 펄스에 의

해 시료의 진동 상태에 변화가 유도된다. 이 

변화의 과정은 뒤따라오는 펄스(프로브 펄스)

에 의해 관찰이 되게 된다. 펌프-프로브 분광

법에서 신호는 3가지 다른 과정(바닥상태 블

리칭(ground-state bleaching, GSB), 유도 방

출(stimulated e mission, SE), 들뜬상태 흡수

(excited-state absorption, ESA))을 통해 생성된

다. 분자의 일부분이 펌프 펄스에 의해 들뜬 상

태로 들뜨게 됨에 따라 바닥상태의 분자의 수

가 감소한다. GSB 신호는 펌프 펄스 유무에 따

른 바닥상태의 분자 수 차이에 의해 신호가 생

성되게 된다. SE 신호의 경우, 펌프 펄스에 의

해 들뜬 상태의 분자가 프로브 펄스에 의해 바

그림 1 ▶  리튬이온이차전지에서 사용되는 전해질 구성 분자들.



Sp
ec

ia
l T

he
m

e 

20 21

w
w

w
.kieem

e.or.kr

E2 M
 전
기

 전
자
와

 첨
단

 소
재

   
   

 •

•       Decem
ber  2020  Vol. 33,  N

o. 6

1. 서론

전기 화학 반응을 통한 화학 에너지와 전기 

에너지 사이의 변환은 전기 에너지의 효율적인 

저장 및 활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현재까지 고

안된 전기화학 전지 중 리튬이온배터리(LIB)는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가져 현대 생활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1]. LIB 작동 중 전기화학 

반응은 전극에서의 레독스 반응과 전해질 용액

을 통한 전극 간 Li+이온 이동으로 분리할 수 있

다. 많은 연구가 에너지 밀도를 높이기 위한 새

로운 전극 재료 개발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비

해 전해질에 대한 연구는 전극 간 리튬 양이온 

수송을 담당하고 있으며 레독스 반응이 일어나

는 전극과 직접 접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목을 덜 받았다. 전해질 내에서 빠른 Li+ 이온

수송 특성을 확보하기 위해 높은 리튬염 용해

도와 낮은 점도 속성을 가져야한다. 그러나 이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

능하기 때문에 상업적 LIB를 위한 고성능 전해

질 개발에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상용화된 LIB용 전해질은 리튬염(주로 LiPF6)

과 유기 혼합 용매(주로 카보네이트계 용매들)

로 구성된다 (그림 1) [2]. 카보네이트계 용매들

은 고전압 전지에 활용될 정도( > 4.2 V (vs Li+/

Li)로 전기화학 창(Electrochemical window)이 

넓기 때문에 LIB 전해질 용매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 더욱이 리튬염과 카보네이트 용매로 구

성된 전해질은 고출력 LIB의 실현이 가능할 정

도로 높은 이온전도도( > 10 mS)를 보이고 있

다. 그러나 해당 전해질에서 분자 수준의 Li+이

온 수송의 작동 원리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것

이 현실이다.

전해질의 이온전도도는 전하 운반체의 농도와 

시분해 적외선 분광기를 이용한 
액체 전해질 연구

2
Special Theme  소재 광분석 기술 최신 동향

글_ 이 경 구  교수  |  군산대학교 화학과

이동성에 의해 결정된다. 용매에 용해된 리튬

염의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전하 운반체 수가 

증가한다. 그러나 리튬 염의 추가는 전해질 내 

이온 간 상호작용을 증가시켜 점성도를 높이

게 되고 이는 Li+ 이온의 이동성을 저하시킨다. 

두 요소가 경쟁적으로 이온 전도에 기여하여 

농도에 따른 특징적인 이온전도도(증가했다가 

다시 감소)를 보이게 된다 [3].

이온 전동도(               )는 전기장에 의해 

이온이 이동하는 속도로 전하( ), 점도( ), 유

체역학 반지름(hydrodynamic radius, )에 의

해 결정된다. 여기서 유체역학 반지름은 이온

과 함께 움직이는 용매 분자들을 포함한 이온

의 유효 반지름이다. LIB 전해질의 경우, 일반

적으로 Li+ 이온과 극성 유기 용매 분자 간 강

한 정전기적 인력으로 인해 견고한 용매화 껍

질(solvation shell)이 형성된다. 용매화 껍질의 

크기는 이온 이동성을 결정하는 중요 인자이

므로 Li+ 이온 주위의 용매화 껍질 구조를 이해

하는 것이 이온 전도도의 분자적 원인을 규명

하는데 필수적이다. 그러나, 용매화 구조와 그 

분자 동역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분

광 기법은 그리 많지 않다. 전해질 분석에 많

이 사용되는 FT-IR, Raman과 같은 분광기는 동

역학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이온 전도와 분자 

동역학 간의 상관관계를 밝히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Li+ 이온 주위의 용매화 구조를 정의하기 위

해서는 첫 번째 용매화 껍질 내에 존재하는 용

매 분자의 수와 용매화 및 화학적 교환(chemi-

cal exchange)같은 동역학 정보를 결정해야 한

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전통적인 FT-IR 실

험과 함께 시분해(time-resolved) 적외선 펌프-

프로브와 이차원 적외선 분광법이 적합하다는 

것을 보일 것이다.

그동안 시료의 분자 동역학을 관찰하기 위

해 일반적으로 펌프-프로브(pump-probe, PP) 

방식의 분광법이 널리 활용되었다 [4]. 첫 번째 

빛의 펄스(펌프 펄스라고 불림)는 분자를 바

닥상태에서 들뜬상태로 들뜨게 한다. 적외선 

파장대의 빔을 활용하게 되면 펌프 펄스에 의

해 시료의 진동 상태에 변화가 유도된다. 이 

변화의 과정은 뒤따라오는 펄스(프로브 펄스)

에 의해 관찰이 되게 된다. 펌프-프로브 분광

법에서 신호는 3가지 다른 과정(바닥상태 블

리칭(ground-state bleaching, GSB), 유도 방

출(stimulated e mission, SE), 들뜬상태 흡수

(excited-state absorption, ESA))을 통해 생성된

다. 분자의 일부분이 펌프 펄스에 의해 들뜬 상

태로 들뜨게 됨에 따라 바닥상태의 분자의 수

가 감소한다. GSB 신호는 펌프 펄스 유무에 따

른 바닥상태의 분자 수 차이에 의해 신호가 생

성되게 된다. SE 신호의 경우, 펌프 펄스에 의

해 들뜬 상태의 분자가 프로브 펄스에 의해 바

그림 1 ▶  리튬이온이차전지에서 사용되는 전해질 구성 분자들.



Sp
ec

ia
l T

he
m

e 

22 23

w
w

w
.kieem

e.or.kr

E2 M
 전
기

 전
자
와

 첨
단

 소
재

   
   

 •

•       Decem
ber  2020  Vol. 33,  N

o. 6

적외선 펌프-프로브(pump-probe) 분광기는 

펌프 빔과 프로브 빔이 이용된다. 펌프 빔은 

시료를 들띄우기 위해 상대적으로 강한 적외

선 펄스이며 프로브 빔은 들뜬 분자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약한 

적외선 펄스이다. 펌프 빔과 프로브 빔의 시

간 간격( )은 자동화된 딜레이 스테이지(com-

puter controlled delay stage)를 이용하여 조절

하며 상대적 펄스의 세기 비는 약 9:1이다.

편광(polarization) 의존 적외선 펌프-프로브

(pump-probe) 신호를 측정하기 위해, 편광기

를 사용하여 펌프 및 프로브 빔의 편광 방향을 

시료 전에 각각 45°, 0°로 설정하였다. 시료를 

지난 프로브 빔은 컴퓨터로 제어되는 회전 장

치에 장착된 선형 편광기에 의해 45°(평행 신

호, parallel) 혹은 -45°(수직 신호, perpendicu-

lar)로 설정된다. 시료와 상호작용을 한 프로

브 빔은 적절히 신호가 약화된 후 분광기에 보

내지며 다채널(보통 64 채널이상) MCT 검출기

를 통해 신호가 측정된다. 펌프-프로브(pump-

probe) 실험에서 평행 신호( ( ))와 수직 

신호( ( ))는 매 에서 순차적으로 측정

이 된다. 측정된 편광 의존 적외선 PP 신호는 

아래와 같은 식을 이용하여 들뜬 분자의 수명

(lifetime)을 결정할 수 있는 입자수 등방성(iso-

tropic) 이완 신호( ( ))와 회전 비등방성

(anisotropic) 이완 신호( ( ))로 변환된다. 

 

그림 2는 이차원 적외선 분광기에 대한 광학 

배치도이다. 생성된 적외선 펄스는 살 분할기

닥상태로 떨어지면서 빛을 생성하는 유도 방

출 과정이다. ESA 신호는 들뜬 상태의 분자가 

프로브 빔에 의해 더 높은 상태의 들뜬 상태로 

들뜨면서 생성되는 신호이다. 3가지 다른 과정

을 통해 생성되는 PP 신호는 시간에 따른 분자

의 들뜬 상태를 관찰 가능하게 한다. 일반적으

로 편광(polarization) 의존 펌프-프로브 실험을 

통해 입자수 이완 동역학(population relaxation 

dynamics)과 회전 이완 동역학(rotational re-

laxation dynamics)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 [5].

이차원 진동 분광학(2D-IR)은 펨토초(10-15 

초) 적외선 레이저 펄스를 이용하여 개발된 분

광법이다. 이 실험에서는 먼저 한 쌍의 펌프 

펄스를 시료에 비추어 빛-물질 상호작용(light-

matter interaction)을 통해 시료를 들뜬상태로 

유도한다. 특정 기다림 시간( ) 후 프로브 펄

스가 적용되어 시료에서 신호가 생성되게 된

다. 생성된 신호 과정은 앞서 기술한 펌프-프

로브 분광법과 동일하며 2D-IR은 일차원의 펌

프-프로브 스펙트럼을 이차원으로 펼쳐놓은 

것과 같다. 기다림 시간은 일반적으로 0초에서 

수십-수백 피코초까지 조절되며, 수십 펨토초

의 분해능으로 조절할 수 있다. 기다림 시간동

안 시료는 들뜬 상태에서 바닥상태로 이완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즉, 2D-IR 스펙트럼은 초기 펌프 펄스

에 의해 들뜬 분자 상태와 기다림 시간 후 적

용된 펄스에 의해 관찰된 분자 상태간의 2차원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2차원 핵자기공명(2D-

NMR) 분광법에서와 마찬가지로 2D-IR 분광법

은 스펙트럼을 2차원으로 분산시켜 서로 다른 

진동모드 간의 동역학 정보를 포함하는 교차 

피크(cross peak)를 관측할 수 있게 한다.

2D-IR은 1998년 처음으로 개발된 이후 분자

의 초고속 진동 동역학 및 평형상태의 구조 변

화에 대한 연구에 활용되어왔다 [6]. 대상 시스

템들은 대부분 생화학 및 기초 물리화학 분야

에 국한되어왔으나 최근 들어 에너지 소재인 액

체 전해질의 동역학 연구에 활용되고 있다 [7-

9]. 그 하나의 예를 본고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우선 적외선 PP 및 2D-IR 분광기의 광학 장

치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 후, 리튬염 전해질에 

대한 FT-IR, 들뜸-탐침, 2D-IR 실험 결과를 제

시하고 이를 통해 용매화 구조 및 동역학에 대

해 설명할 것이다.

2. 실험 방법 

2.1 시분해 분광학

펨토초 레이저를 활용한 초고속 적외선 분광

학에 대한 이론적 배경 및 자세한 신호 생성 과

정은 본고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인용한 리뷰 

논문을 참고하길 바란다 [10-12].

간략히 시분해 적외선 분광기에 대해 설명

하면, 우선 Ti:Sapphire 레이저를 이용하여 수

십 펨토초(< 50 fs) 및 수 mJ의 에너지를 가지

는 800 nm 파장의 펄스가 필요하다. 이 펄스는 

OPA(optical parametric amplifier)를 이용하여 

대상 시료가 흡수하는 적외선 파장대의 펄스

로 변환된다. 그림 2 ▶  이차원 적외선 분광기의 광학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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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외선 펌프-프로브(pump-probe) 분광기는 

펌프 빔과 프로브 빔이 이용된다. 펌프 빔은 

시료를 들띄우기 위해 상대적으로 강한 적외

선 펄스이며 프로브 빔은 들뜬 분자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약한 

적외선 펄스이다. 펌프 빔과 프로브 빔의 시

간 간격( )은 자동화된 딜레이 스테이지(com-

puter controlled delay stage)를 이용하여 조절

하며 상대적 펄스의 세기 비는 약 9:1이다.

편광(polarization) 의존 적외선 펌프-프로브

(pump-probe) 신호를 측정하기 위해, 편광기

를 사용하여 펌프 및 프로브 빔의 편광 방향을 

시료 전에 각각 45°, 0°로 설정하였다. 시료를 

지난 프로브 빔은 컴퓨터로 제어되는 회전 장

치에 장착된 선형 편광기에 의해 45°(평행 신

호, parallel) 혹은 -45°(수직 신호, perpendicu-

lar)로 설정된다. 시료와 상호작용을 한 프로

브 빔은 적절히 신호가 약화된 후 분광기에 보

내지며 다채널(보통 64 채널이상) MCT 검출기

를 통해 신호가 측정된다. 펌프-프로브(pump-

probe) 실험에서 평행 신호( ( ))와 수직 

신호( ( ))는 매 에서 순차적으로 측정

이 된다. 측정된 편광 의존 적외선 PP 신호는 

아래와 같은 식을 이용하여 들뜬 분자의 수명

(lifetime)을 결정할 수 있는 입자수 등방성(iso-

tropic) 이완 신호( ( ))와 회전 비등방성

(anisotropic) 이완 신호( ( ))로 변환된다. 

 

그림 2는 이차원 적외선 분광기에 대한 광학 

배치도이다. 생성된 적외선 펄스는 살 분할기

닥상태로 떨어지면서 빛을 생성하는 유도 방

출 과정이다. ESA 신호는 들뜬 상태의 분자가 

프로브 빔에 의해 더 높은 상태의 들뜬 상태로 

들뜨면서 생성되는 신호이다. 3가지 다른 과정

을 통해 생성되는 PP 신호는 시간에 따른 분자

의 들뜬 상태를 관찰 가능하게 한다. 일반적으

로 편광(polarization) 의존 펌프-프로브 실험을 

통해 입자수 이완 동역학(population relaxation 

dynamics)과 회전 이완 동역학(rotational re-

laxation dynamics)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 [5].

이차원 진동 분광학(2D-IR)은 펨토초(10-15 

초) 적외선 레이저 펄스를 이용하여 개발된 분

광법이다. 이 실험에서는 먼저 한 쌍의 펌프 

펄스를 시료에 비추어 빛-물질 상호작용(light-

matter interaction)을 통해 시료를 들뜬상태로 

유도한다. 특정 기다림 시간( ) 후 프로브 펄

스가 적용되어 시료에서 신호가 생성되게 된

다. 생성된 신호 과정은 앞서 기술한 펌프-프

로브 분광법과 동일하며 2D-IR은 일차원의 펌

프-프로브 스펙트럼을 이차원으로 펼쳐놓은 

것과 같다. 기다림 시간은 일반적으로 0초에서 

수십-수백 피코초까지 조절되며, 수십 펨토초

의 분해능으로 조절할 수 있다. 기다림 시간동

안 시료는 들뜬 상태에서 바닥상태로 이완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즉, 2D-IR 스펙트럼은 초기 펌프 펄스

에 의해 들뜬 분자 상태와 기다림 시간 후 적

용된 펄스에 의해 관찰된 분자 상태간의 2차원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2차원 핵자기공명(2D-

NMR) 분광법에서와 마찬가지로 2D-IR 분광법

은 스펙트럼을 2차원으로 분산시켜 서로 다른 

진동모드 간의 동역학 정보를 포함하는 교차 

피크(cross peak)를 관측할 수 있게 한다.

2D-IR은 1998년 처음으로 개발된 이후 분자

의 초고속 진동 동역학 및 평형상태의 구조 변

화에 대한 연구에 활용되어왔다 [6]. 대상 시스

템들은 대부분 생화학 및 기초 물리화학 분야

에 국한되어왔으나 최근 들어 에너지 소재인 액

체 전해질의 동역학 연구에 활용되고 있다 [7-

9]. 그 하나의 예를 본고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우선 적외선 PP 및 2D-IR 분광기의 광학 장

치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 후, 리튬염 전해질에 

대한 FT-IR, 들뜸-탐침, 2D-IR 실험 결과를 제

시하고 이를 통해 용매화 구조 및 동역학에 대

해 설명할 것이다.

2. 실험 방법 

2.1 시분해 분광학

펨토초 레이저를 활용한 초고속 적외선 분광

학에 대한 이론적 배경 및 자세한 신호 생성 과

정은 본고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인용한 리뷰 

논문을 참고하길 바란다 [10-12].

간략히 시분해 적외선 분광기에 대해 설명

하면, 우선 Ti:Sapphire 레이저를 이용하여 수

십 펨토초(< 50 fs) 및 수 mJ의 에너지를 가지

는 800 nm 파장의 펄스가 필요하다. 이 펄스는 

OPA(optical parametric amplifier)를 이용하여 

대상 시료가 흡수하는 적외선 파장대의 펄스

로 변환된다. 그림 2 ▶  이차원 적외선 분광기의 광학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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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m splitter)를 이용하여 동일한 세기의 4개

의 펄스로 나뉘게 된다. 이중 3개의 펄스는 시

료를 여기시키는데 사용이 되고 나머지 하나

는 헤테로다인 검출(heterodyne detection)을 

위해 사용이 된다.

3개의 펄스는 순차적으로 샘플 시료와 상호

작용을 하게 되고 시료에 삼차원 편극(third or-

der polarization)이 생성이 된다. 이 편극은 위

상 일치 방향(phase matched direction)으로 일

정 시간이 지난 후 에코(echo) 신호를 생성하

게 된다.

시료를 여기시키는 3개의 빔들 및 생성 빔의 

공간적 형태를 박스카 형태(boxcar geometry)

로 구성하면 순수한 에코 신호를 측정할 수 있

다(그림 2의 박스 부분). 생성된 에코 신호는 

LO oscillator라는 reference 펄스와 합쳐져 헤

테로다인 측정이 가능하게 된다. 생성된 헤테

로다인 신호는 다채널 MCT 검출기를 통해 주

파수 분해 스펙트럼(frequency-resolved spec-

trum)을 얻게 된다. 첫 번째 빔( )과 두 번째 

빔( ) 사이의 시간 간격을 로 정의하고 두 번

째 빔과 세 번째 빔( ) 사이 시간을 (기다림 

시간)로 정의할 수 있다. 특정 의 이차원 적

외선 스펙트럼을 얻기 위해서는 를 고정하

고 초를 스캔하게 된다. 이를 통해 한 축은 주

파수 영역(frequency domain)을, 다른 한 축은  

시간 영역(time domain)을 가지는 이차원 스

펙트럼을 실험적으로 얻게 된다.  스캔을 통

해 얻은 시간 영역 신호를 푸리에 변환(Fou-

rier transform)하면 최종적으로 두 주파수 영

역 축을 가지는 이차원 스펙트럼을 얻게 된다.  

(기다림 시간)를 바꾸며 이차원 스펙트럼을 

얻게 되면 관심 시스템에 대한 시간에 따른 변

화를 관찰할 수 있다.

다음은 이차원 적외선 분광법을 이용하여 측

정 가능한 대표적인 현상 중 하나인 평형 상태

의 화학적 교환(chemical exchange) 현상이 대

상 시료에서 일어날 때 이차원 적외선 스펙트

럼에서 어떻게 관찰되는지를 설명하였다. 그

림 3에 화학적 교환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측

정되는 이차원 적외선 스펙트럼에 대해 도식

적으로 나타내었다. 단순화하기 위해 용액 내

에서 반응물과 생성물이 각각 1종씩 존재하는 

평형상태를 고려하였다. 이 평형 반응은 실질

적 화학 반응이 될 수 도 있으며 수소결합, 용

매 교환 반응 등이 될 수 있다. 우선 이차원적

외선 분광법을 이용하여 동역학을 관찰하려

면 대상 시료들이 분광학적으로 구분이 되어있

어야 한다. 화학적 교환이 일어나지 않은 짧은 

 시간의 이차원 적외선 스펙트럼(그림 3의 

왼쪽 스펙트럼)은 대각 위치에 각 피크(diago-

nal peak)가 나타나게 된다. 대기시간( )이  

그림 3 ▶  시료에서 화학적 교환이 일어날 때  (기다림 시간)에 

따라 측정되는 이차원 적외선 스펙트럼을 도식적으로 

나타내었다.

충분히 길어져서 두 종간의 상호변환이 일어

나게 되면 그 양에 비례하여 교차위치 피크

(cross peak)의 크기가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대기시간( )에 따른 이차원 적외선의 대각 

위치 및 교차 위치의 신호 크기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게 되면 화학적 교환 반응에 대한 동역

학 및 속도 상수( 와 )를 결정할 수 있다.

3. 액체 전해질 연구

3.1 FT-IR 및 펌프-프로브 분광법

FT-IR 분광학은 Li+ 이온의 용매 구조를 연구

하기 위한 1차 도구이다. 특히 Li+ 양이온과 상

호작용하는 용매 분자(여기서는 카보네이트계 

용매)의 특정 진동모드는 Li+ 이온 주변의 국소 

환경에 대해 민감한 탐침(probe)으로 사용 가

능하다. DEC(diethyl carbonate)용매에 LiPF6 전

해질 염을 녹여 준비된 전해액의 DEC의 C=O 

신축 모드의 FT-IR 스펙트럼을 그림 4에 나타

내었다. 전해질에서 LiPF6의 농도가 증가함

에 따라 1,715.4 cm-1에서 새로운 신호 크기가 

커지고 반대로 1,747.0 cm-1의 신호 크기가 감

소한다. 즉 LiPF6/DEC 용액에서 새롭게 나타나

는 피크는 Li+ 이온과 상호작용하는 DEC 분자

의 신축 모드에 해당한다.

Li+ 이온을 둘러싸고 있는 일차 용매화 껍질

(first solvation shell) 내 DEC 분자의 평균 수를 결

정하기 위해 리튬 염 농도에 따른 IR 스펙트럼을 

활용하였다. 그림 4(b)에 1,715.4 cm-1의 피크 면

적 대비 1,747.0 cm-1의 피크 면적을 전해질 농

도의 역수로 표현하였다. 이를 통해 Li+ 이온 주

위의 일차 용매화 껍질 내에 존재하는 DEC 분

자는 약 3.3개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다 [8]. 완

벽히 용매에 의해 둘러싸인 Li+ 이온이 4개의 카

보네이트 분자를 가지고 있음을 감안하였을 때, 

1M 농도에서 Li+ 이온은 자유 이온 혹은 하나

의 음이온과 접촉 이온쌍(contact ion pair)을 이

루는 용매 껍질들이 공존할 것으로 예상된다.

편광 의존 적외선 펌프-프로브 측정법은 용

액 상의 관심 분자의 진동 입자수 이완(등방성 

신호) 속도와 회전 이완(비등방성 신호) 속도

를 측정하는 우수한 시분해 분광법이다. 진동 

입자수 이완 속도는 분자 구조뿐만 아니라 주

변 분자와의 분자 간 상호작용에도 민감하다. 

다른 용매 환경을 가진 두 개 이상의 종은 다

른 진동 입자수 이완 속도를 가져, 시분해 적외

선 PP 스펙트럼으로 구별이 가능하다. 더욱이 

Stokes-Einstein-Debye 식에 따르면, 회전 이완 

속도 상수는 회전체(Rotator)의 유효 부피에 반

비례한다. 즉 비등방성 PP 신호를 분석하면 Li+ 

주위의 각 용매 군집의 대략적인 크기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림 4 ▶  (a) 리튬염 농도에 따른 IR 스펙트럼, (b) Li+ 첫번째 용

매 껍질의 용매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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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m splitter)를 이용하여 동일한 세기의 4개

의 펄스로 나뉘게 된다. 이중 3개의 펄스는 시

료를 여기시키는데 사용이 되고 나머지 하나

는 헤테로다인 검출(heterodyne detection)을 

위해 사용이 된다.

3개의 펄스는 순차적으로 샘플 시료와 상호

작용을 하게 되고 시료에 삼차원 편극(third or-

der polarization)이 생성이 된다. 이 편극은 위

상 일치 방향(phase matched direction)으로 일

정 시간이 지난 후 에코(echo) 신호를 생성하

게 된다.

시료를 여기시키는 3개의 빔들 및 생성 빔의 

공간적 형태를 박스카 형태(boxcar geometry)

로 구성하면 순수한 에코 신호를 측정할 수 있

다(그림 2의 박스 부분). 생성된 에코 신호는 

LO oscillator라는 reference 펄스와 합쳐져 헤

테로다인 측정이 가능하게 된다. 생성된 헤테

로다인 신호는 다채널 MCT 검출기를 통해 주

파수 분해 스펙트럼(frequency-resolved spec-

trum)을 얻게 된다. 첫 번째 빔( )과 두 번째 

빔( ) 사이의 시간 간격을 로 정의하고 두 번

째 빔과 세 번째 빔( ) 사이 시간을 (기다림 

시간)로 정의할 수 있다. 특정 의 이차원 적

외선 스펙트럼을 얻기 위해서는 를 고정하

고 초를 스캔하게 된다. 이를 통해 한 축은 주

파수 영역(frequency domain)을, 다른 한 축은  

시간 영역(time domain)을 가지는 이차원 스

펙트럼을 실험적으로 얻게 된다.  스캔을 통

해 얻은 시간 영역 신호를 푸리에 변환(Fou-

rier transform)하면 최종적으로 두 주파수 영

역 축을 가지는 이차원 스펙트럼을 얻게 된다.  

(기다림 시간)를 바꾸며 이차원 스펙트럼을 

얻게 되면 관심 시스템에 대한 시간에 따른 변

화를 관찰할 수 있다.

다음은 이차원 적외선 분광법을 이용하여 측

정 가능한 대표적인 현상 중 하나인 평형 상태

의 화학적 교환(chemical exchange) 현상이 대

상 시료에서 일어날 때 이차원 적외선 스펙트

럼에서 어떻게 관찰되는지를 설명하였다. 그

림 3에 화학적 교환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측

정되는 이차원 적외선 스펙트럼에 대해 도식

적으로 나타내었다. 단순화하기 위해 용액 내

에서 반응물과 생성물이 각각 1종씩 존재하는 

평형상태를 고려하였다. 이 평형 반응은 실질

적 화학 반응이 될 수 도 있으며 수소결합, 용

매 교환 반응 등이 될 수 있다. 우선 이차원적

외선 분광법을 이용하여 동역학을 관찰하려

면 대상 시료들이 분광학적으로 구분이 되어있

어야 한다. 화학적 교환이 일어나지 않은 짧은 

 시간의 이차원 적외선 스펙트럼(그림 3의 

왼쪽 스펙트럼)은 대각 위치에 각 피크(diago-

nal peak)가 나타나게 된다. 대기시간( )이  

그림 3 ▶  시료에서 화학적 교환이 일어날 때  (기다림 시간)에 

따라 측정되는 이차원 적외선 스펙트럼을 도식적으로 

나타내었다.

충분히 길어져서 두 종간의 상호변환이 일어

나게 되면 그 양에 비례하여 교차위치 피크

(cross peak)의 크기가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대기시간( )에 따른 이차원 적외선의 대각 

위치 및 교차 위치의 신호 크기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게 되면 화학적 교환 반응에 대한 동역

학 및 속도 상수( 와 )를 결정할 수 있다.

3. 액체 전해질 연구

3.1 FT-IR 및 펌프-프로브 분광법

FT-IR 분광학은 Li+ 이온의 용매 구조를 연구

하기 위한 1차 도구이다. 특히 Li+ 양이온과 상

호작용하는 용매 분자(여기서는 카보네이트계 

용매)의 특정 진동모드는 Li+ 이온 주변의 국소 

환경에 대해 민감한 탐침(probe)으로 사용 가

능하다. DEC(diethyl carbonate)용매에 LiPF6 전

해질 염을 녹여 준비된 전해액의 DEC의 C=O 

신축 모드의 FT-IR 스펙트럼을 그림 4에 나타

내었다. 전해질에서 LiPF6의 농도가 증가함

에 따라 1,715.4 cm-1에서 새로운 신호 크기가 

커지고 반대로 1,747.0 cm-1의 신호 크기가 감

소한다. 즉 LiPF6/DEC 용액에서 새롭게 나타나

는 피크는 Li+ 이온과 상호작용하는 DEC 분자

의 신축 모드에 해당한다.

Li+ 이온을 둘러싸고 있는 일차 용매화 껍질

(first solvation shell) 내 DEC 분자의 평균 수를 결

정하기 위해 리튬 염 농도에 따른 IR 스펙트럼을 

활용하였다. 그림 4(b)에 1,715.4 cm-1의 피크 면

적 대비 1,747.0 cm-1의 피크 면적을 전해질 농

도의 역수로 표현하였다. 이를 통해 Li+ 이온 주

위의 일차 용매화 껍질 내에 존재하는 DEC 분

자는 약 3.3개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다 [8]. 완

벽히 용매에 의해 둘러싸인 Li+ 이온이 4개의 카

보네이트 분자를 가지고 있음을 감안하였을 때, 

1M 농도에서 Li+ 이온은 자유 이온 혹은 하나

의 음이온과 접촉 이온쌍(contact ion pair)을 이

루는 용매 껍질들이 공존할 것으로 예상된다.

편광 의존 적외선 펌프-프로브 측정법은 용

액 상의 관심 분자의 진동 입자수 이완(등방성 

신호) 속도와 회전 이완(비등방성 신호) 속도

를 측정하는 우수한 시분해 분광법이다. 진동 

입자수 이완 속도는 분자 구조뿐만 아니라 주

변 분자와의 분자 간 상호작용에도 민감하다. 

다른 용매 환경을 가진 두 개 이상의 종은 다

른 진동 입자수 이완 속도를 가져, 시분해 적외

선 PP 스펙트럼으로 구별이 가능하다. 더욱이 

Stokes-Einstein-Debye 식에 따르면, 회전 이완 

속도 상수는 회전체(Rotator)의 유효 부피에 반

비례한다. 즉 비등방성 PP 신호를 분석하면 Li+ 

주위의 각 용매 군집의 대략적인 크기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림 4 ▶  (a) 리튬염 농도에 따른 IR 스펙트럼, (b) Li+ 첫번째 용

매 껍질의 용매수 [8].

a b



Sp
ec

ia
l T

he
m

e 

26 27

w
w

w
.kieem

e.or.kr

E2 M
 전
기

 전
자
와

 첨
단

 소
재

   
   

 •

•       Decem
ber  2020  Vol. 33,  N

o. 6

그림 5(a)와 5(b)는 각각 순수 DEC 및 1.0 M 

LiPF6 DEC 용액에서 C=O 신축 진동 모드의 주

파수 분해 PP 스펙트럼이다. 양의 부호를 가지

는 신호는 앞서 설명한 바닥상태 블리칭(GSB)

과 유도 방출(SE)에 의한 기여이며, 음의 신호

는 들뜬상태 흡수(ESA)에 의해 생성된다. 그

림 5(a)에서 볼 수 있듯이, 양의 GSB 및 SE 신호

는 긴 기다림 시간대(약 15ps 이상)에서 국소 가

열 효과(local heating effect)에 의해 오염되었

다. 따라서 들뜬 상태의 진동 수명을 정확하게 

결정하기 위해 음의 ESA 신호에 대해 수치 분

석을 수행했다. 그림 5(c)와 5(d)는 순수한 DEC 

용매의 C=O 신축 모드(1,726.5 cm-1)와 1.0 M 

LiPF6 DEC 용액(1,696.2 cm-1)의 등방성 IR 펌프-

프로브 신호이다. 신호는 단일항 지수 함수형

태를 띄며, 해당 진동 수명은 순수한 벌크 상태

의 DEC 분자의 경우 2.1 ps, Li+…DEC 복합체의 

DEC 분자의 경우 1.1 ps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Li+ 이온 주변의 용매 동역학에 대한 중요

한 단서는 비등방성 IR PP 데이터에서 추출할 

수 있다. 자유 DEC 분자의 평균 회전 이완 속

도 상수는 1.5 ps인 반면, Li+…DEC 복합체의 

DEC의 속도 상수는 8.5 ps로 상당히 길다. 이 

실험 결과는 Li+…DEC 복합체의 유효 부피는 

Li+이온과 상호작용이 없는 DEC 분자보다 약 

5.7배 더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3.2 이차원 적외선 분광법

2D IR 분광학은 대각 위치 및 교차 위치 피

크 변화를 통해 다른 주파수를 흡수하는 구조

들 간 에너지 교환 및 구조 변경 정보를 직접 

제공한다. 특히, 주어진 적외선 흡수 분자는 분

자 구조 및 주위 환경에 민감하기 때문에 용액 

상에서 화학적 교환 동역학 연구가 가능하다.

그림 6(a)는 1.0 M LiPF6 DEC 시료에 대해 4

개의 서로 다른 기다림 시간( )의 2D IR 스펙

트럼을 보여준다. 짧은 기다림 시간( = 0.3 

ps) 2D IR 스펙트럼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신호

가 길게 늘어나 있는 것을 보아 자유 DEC 분자 

및 Li+…DEC 복합체는 모두 다양한(inhomoge-

neous)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

다림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피크들은 둥근 모양

을 띄게 되고 이는 기다림 시간 동안 서로 다른 

분자 구조 간 교환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LIB 전해액의 2D IR 스펙트럼에서 가장 주

목할 만한 특징 중 하나는 기다림 시간 에 따

라 교차 위치 피크 세기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그림에 검은색 원으로 표시하였음). 이는 Li+

…DEC 복합체를 형성하는 첫 번째 용매 껍질  

그림 5 ▶  IR PP 스펙트럼. (a) 순수 DEC 시료, (b) 1.0 M LiPF6/

DEC 시료, (c) a 스펙트럼에서 1,726.5 cm–1 위치의 시

간에 따른 등방성 PP 신호, (d) b 스펙트럼에서 1,696.2 

cm–1 위치의 시간에 따른 등방성 PP 신호 [7].

a

c

b

d

내부 분자와 외부의 DEC 분자 간 화학적 교환

에서 비롯될 수 있다. 측정된 2D IR 스펙트럼

에 대해 피크 크기 분석(그림 6(b))을 수행하여 

교차 위치 피크 세기 변화를 정량적으로 분석

하였다. 이를 통해 Li+…DEC의 복합체의 형성 

및 분해 반응 속도 상수가 각각 17.5와 2.2 ps

임을 알 수 있었다. 그 동안 Li+과 용매 간 상호

작용이 강해 용매 구조가 굉장히 견고할 것으

로 알려져 있으나 이 연구를 통해 용매화 껍질 

분자와 벌크 분자 간 교환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4. 맺음말

본고에서 LIB 전해질 내 용매 구조와 초고속 

용매 동역학을 FT-IR 및 비선형 분광법을 이용

하여 어떻게 밝혀낼 수 있는지 보였다. 이러한 

연구는 LIB 전해질에 대한 분자적 관점의 이해

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Li+이온을 둘러

싸고 있는 용매들은 그들 간의 강한 상호작용

으로 인해 견고한 용매 껍질 구조를 가진 것으

로 알려졌으나 새로운 시분해 분광 연구를 통

해 기존 가설을 뒤집을 만한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새로운 분석법을 개발함으로

써 그 동안 측정할 수 없었던 현상을 관찰해 전

해질에 대한 근본적 이해를 높일 수 있음을 보

였다. 또한 시분해 적외선 분광법을 활용한 전

해질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는 전해질의 미시

적 구조 및 동역학 이해를 높여 기존의 시행착

오방식의 전해질 개발 방법을 뛰어넘는 효율

적 개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6 ▶  (a) 1.0 M LiPF6/DEC 용액의 2D IR 스펙트럼(기다림 시

간 : 0.3, 2.0, 6.0, 10.0 ps), (b) 실험적으로 측정된 2D 적

외선 스펙트럼에서 얻은 시간 의존 대각 및 교차 위치 

피크 신호 크기를 기다림 시간에 따라 도시하였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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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a)와 5(b)는 각각 순수 DEC 및 1.0 M 

LiPF6 DEC 용액에서 C=O 신축 진동 모드의 주

파수 분해 PP 스펙트럼이다. 양의 부호를 가지

는 신호는 앞서 설명한 바닥상태 블리칭(GSB)

과 유도 방출(SE)에 의한 기여이며, 음의 신호

는 들뜬상태 흡수(ESA)에 의해 생성된다. 그

림 5(a)에서 볼 수 있듯이, 양의 GSB 및 SE 신호

는 긴 기다림 시간대(약 15ps 이상)에서 국소 가

열 효과(local heating effect)에 의해 오염되었

다. 따라서 들뜬 상태의 진동 수명을 정확하게 

결정하기 위해 음의 ESA 신호에 대해 수치 분

석을 수행했다. 그림 5(c)와 5(d)는 순수한 DEC 

용매의 C=O 신축 모드(1,726.5 cm-1)와 1.0 M 

LiPF6 DEC 용액(1,696.2 cm-1)의 등방성 IR 펌프-

프로브 신호이다. 신호는 단일항 지수 함수형

태를 띄며, 해당 진동 수명은 순수한 벌크 상태

의 DEC 분자의 경우 2.1 ps, Li+…DEC 복합체의 

DEC 분자의 경우 1.1 ps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Li+ 이온 주변의 용매 동역학에 대한 중요

한 단서는 비등방성 IR PP 데이터에서 추출할 

수 있다. 자유 DEC 분자의 평균 회전 이완 속

도 상수는 1.5 ps인 반면, Li+…DEC 복합체의 

DEC의 속도 상수는 8.5 ps로 상당히 길다. 이 

실험 결과는 Li+…DEC 복합체의 유효 부피는 

Li+이온과 상호작용이 없는 DEC 분자보다 약 

5.7배 더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3.2 이차원 적외선 분광법

2D IR 분광학은 대각 위치 및 교차 위치 피

크 변화를 통해 다른 주파수를 흡수하는 구조

들 간 에너지 교환 및 구조 변경 정보를 직접 

제공한다. 특히, 주어진 적외선 흡수 분자는 분

자 구조 및 주위 환경에 민감하기 때문에 용액 

상에서 화학적 교환 동역학 연구가 가능하다.

그림 6(a)는 1.0 M LiPF6 DEC 시료에 대해 4

개의 서로 다른 기다림 시간( )의 2D IR 스펙

트럼을 보여준다. 짧은 기다림 시간( = 0.3 

ps) 2D IR 스펙트럼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신호

가 길게 늘어나 있는 것을 보아 자유 DEC 분자 

및 Li+…DEC 복합체는 모두 다양한(inhomoge-

neous)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

다림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피크들은 둥근 모양

을 띄게 되고 이는 기다림 시간 동안 서로 다른 

분자 구조 간 교환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LIB 전해액의 2D IR 스펙트럼에서 가장 주

목할 만한 특징 중 하나는 기다림 시간 에 따

라 교차 위치 피크 세기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그림에 검은색 원으로 표시하였음). 이는 Li+

…DEC 복합체를 형성하는 첫 번째 용매 껍질  

그림 5 ▶  IR PP 스펙트럼. (a) 순수 DEC 시료, (b) 1.0 M LiPF6/

DEC 시료, (c) a 스펙트럼에서 1,726.5 cm–1 위치의 시

간에 따른 등방성 PP 신호, (d) b 스펙트럼에서 1,696.2 

cm–1 위치의 시간에 따른 등방성 PP 신호 [7].

a

c

b

d

내부 분자와 외부의 DEC 분자 간 화학적 교환

에서 비롯될 수 있다. 측정된 2D IR 스펙트럼

에 대해 피크 크기 분석(그림 6(b))을 수행하여 

교차 위치 피크 세기 변화를 정량적으로 분석

하였다. 이를 통해 Li+…DEC의 복합체의 형성 

및 분해 반응 속도 상수가 각각 17.5와 2.2 ps

임을 알 수 있었다. 그 동안 Li+과 용매 간 상호

작용이 강해 용매 구조가 굉장히 견고할 것으

로 알려져 있으나 이 연구를 통해 용매화 껍질 

분자와 벌크 분자 간 교환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4. 맺음말

본고에서 LIB 전해질 내 용매 구조와 초고속 

용매 동역학을 FT-IR 및 비선형 분광법을 이용

하여 어떻게 밝혀낼 수 있는지 보였다. 이러한 

연구는 LIB 전해질에 대한 분자적 관점의 이해

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Li+이온을 둘러

싸고 있는 용매들은 그들 간의 강한 상호작용

으로 인해 견고한 용매 껍질 구조를 가진 것으

로 알려졌으나 새로운 시분해 분광 연구를 통

해 기존 가설을 뒤집을 만한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새로운 분석법을 개발함으로

써 그 동안 측정할 수 없었던 현상을 관찰해 전

해질에 대한 근본적 이해를 높일 수 있음을 보

였다. 또한 시분해 적외선 분광법을 활용한 전

해질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는 전해질의 미시

적 구조 및 동역학 이해를 높여 기존의 시행착

오방식의 전해질 개발 방법을 뛰어넘는 효율

적 개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6 ▶  (a) 1.0 M LiPF6/DEC 용액의 2D IR 스펙트럼(기다림 시

간 : 0.3, 2.0, 6.0, 10.0 ps), (b) 실험적으로 측정된 2D 적

외선 스펙트럼에서 얻은 시간 의존 대각 및 교차 위치 

피크 신호 크기를 기다림 시간에 따라 도시하였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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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스핀트로닉스(spintronics)는 스핀(spin)과 

전자공학(electronics)의 합성어로 지금까지 전

자 흐름의 on/off로 제어되는 정보를 양자역학

적 스핀 상태인 up/down으로 대체하고자 활

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분야이다. 스핀은 전자

가 고유하게(intrinsic) 보유하고 있는 성질임에

도 불구하고 스핀과 전자를 공간적으로 분리

할 수 있고, 전자를 물리적으로 흘려보내지 않

더라도 스핀을 독립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 

응용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스핀트로닉스 

연구의 궁극적 목표는 외부 자기장 없이 고속

의 스핀 스위칭을 실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

다. MRAM(magnetic random access memory) 

개발 초기 단계에는 메모리 셀에 수십 나노초

(ns)에서 마이크로초(μs)의 전류 펄스를 흘려 

암페어 자기장을 유도해 직접 스핀을 반전시

켰으나 자기장의 국소화가 어려워 집적 밀도

를 높이는데 한계가 있었다. 곧이어 외부 자기

장 없이 전류를 주입하여 스핀의 각운동량 전

달을 이용해 다른 층의 스핀을 반전시킬 수 있

는 스핀 전달 토크(spin-transfer torque) 방식이 

개발되어 [1,2] 고밀도 매체 개발에 박차를 가

하였으며 현재 사용되고 있는 HDD(hard-disk 

drive), SSD(solid-state disk), DRAM(dynamic 

random access memory) 등의 저장 매체를 대

체할 만큼 가격적인 면까지 우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HDD와 SSD의 정보의 비휘발성(non-

volatile) 및 DRAM보다 빠른 읽기/쓰기 동작속

도, 내구성, 에너지 효율 등의 장점을 모두 갖

고 있다 [3,4]. 현재 Everspin Technology 사에

서 2019년 초 1 Gb 용량의 메모리를 개발하

여 양산하고 있으며 고가로 인해 주로 내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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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핀 스위칭 연구 동향

3
Special Theme  소재 광분석 기술 최신 동향

글_ 김 지 완  교수  |  군산국립대학교 물리학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