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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년대에 개발된 전자현미경은 원자구조를 고

해상도 이미지로 보여주는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전자빔의 높은 에너지는 물리적으로 

약한 소재(hardness나 toughness가 떨어지는 소재)를 

쉽게 파괴하기 때문에 고분자나 단백질 등의 원자/

분자/격자 구조를 파악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 어

렵고, 이러한 약한 소재들의 구조 파악에는 X-선의 

Diffraction Pattern을 사용하고 있다. X 선은 단일 원

자의 크기에 초점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해상도에 

있어서 전자빔을 능가하는 것은 없고, 전자빔을 이

용하여 전자를 매우 작은 지점에 집중시킬 수 있으

나, 전자는 물질과 매우 강하게 반응하는 특성이 있

다. 따라서 표면에서의 큰 분석 신호를 원한다면 유

용하지만 전자빔에 민감한 재료를 대상으로는 분석 

수단으로 쓰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4D STEM 기술

은 그림 1에서와 같이 기존의 TEM 장비의 빔을 스캔

하면서 시편 표면의 이미지를 얻고, 동시에 회절 패

턴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부위의 원자수준 이미지를 

재구성함으로써 부드러운 소재들을 손상시키지 않

으면서도 원자 크기 1/4 수준의 높은 해상도를 달성

4D STEM(Scanning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기술을 이용한 원자/분자 구조  

Direct Imaging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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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TEM(투과전자현미경) 장치의 스캔을 이용한 STEM 장치 구성 및 회절 패턴을 이용한 4D STEM 시스템 구성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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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최근 미국 에너지부(DOE: Department of Energy)

의 Lawrence Berkeley National Lab.에서는 이에 대

한 2편의 연구논문을 Nature Communication과 Nature 

Materials에 발표하였는데, 4D-STEM 기술로 전자

현미경을 사용하여 부드러운 물질을 파괴하지 않

고 실시간으로 관찰하는 방법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Nature Communications에서의 연구는 금속 성분으

로 강화된 금속성 유리(Metallic Glass)의 특성에 관여

하는 분자 구조의 변화 – 비정질 소재 내부에 금속 

이온까지 분포되어 있어 거의 예측이 불가능한 분자

구조-를 실시간으로 관찰하여 변형이 일어남에 따

라 변화하는 격자구조를 보여주는데 성공하였다[그

림 2]. 이는 연구자들로 하여금 원자 수준에서 약한 

부분(atomic-scale weak point)은 어디인지 보여줌으

로써 응력 하에서 파괴를 유도하는 궁극적인 원인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Nature Materials에 발표

된 논문에는 반도체 소재에서 공정 첨가물의 첨가 전

후 소재의 분자구조가 변화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제시하였으며, Minor 박사 및 공동 저자는 고속 탐지

가 가능한 4D-STEM 을 이용하여 초당 1600 프레임

의 관찰이 가능하였다고 한다. 이 연구를 통하여 작

은 분자 유기 반도체에 대한 전례 없는 구조 변화 관

련 동영상을 얻었다고 보고 하였다. 해당 논문은 유

기 태양전지에 사용되는 반도체 소재에 첨가하면 태

양전지의 효율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일반적

인 가공첨가제(DIO or 1,8-diiodooctane)의 첨가 전후 

변화되는 분자구조를 관찰하여 DIO가 태양 전지의 

효율 변화에 기여하는 메커니즘에 대한 4D-STEM 

분석결과를 다루고 있다. 동영상 분석에 의하여 유기 

태양전지 소재에 DIO를 첨가할 때 태양전지 필름 내

에서의 분자배열의 배향이 전하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여 에너지 변환 효율을 증대시키는 메커니즘을 밝

혀냈다. 연구자들에 의하면 이러한 첨가물의 영향에 

대한 관찰 결과는 태양 에너지 변환 소재 분야에 유

용할 것이라 한다. 또한 4D-STEM 기술은 훨씬 부드

러운 소재들의 분자구조 변화도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는 방법이라 소개하였다[그림 3].

그림 2.   Metallic Glass로 만들어진 500nm 크기 나노로드(a의 첫
번째 로드의 검은 색 스케일바가 150nm)의 변형에 따른 
분자구조 대칭성의 변화 – b 의 좌측에서 첫번째 네모 안
은 2 fold symmetry, 두번째 네모 안은 4 fold symmetry, 
세번째 네모 안은 zero symmetry.

그림 3.   하부 필름 형(물결무늬 표면) 태양전지에 에너지 변환효
율 증대를 위해 DIO를 첨가하였을 때 전하이동이 원활
하게 하는 path가 생기는 메카니즘을 보여주는 -STEM 
image동영상 캡쳐 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