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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대, 세계 최초로 액체 속 원자의 개별 운동 관찰에 성공

- 고성능 전지와 용매의 개발, 액체의 현상 해명에 혁신 -

  일본 도쿄대학(東京大學) 생산기술연구소의 미조구치 테루야스(溝口照康) 교수 외, 물질⋅재료연구기구

(NIMS) 우에스기 후미히코(上杉文彦) 엔지니어 등의 연구그룹은 전자현미경에 의해 액체 중에 있는 원자 

하나하나 하나를 시각화하고, 그 원자가 액체 내부에서 불균일하게 운동하고 있는 모습을 관찰하는 데 세

계 최초로 성공했다.

  연구팀은 액체이면서 진공 하에서도 휘발되지 않는 이온 액체라는 특수한 액체에 주목, 높은 공간 분해

능의 전자현미경을 사용하여 원자의 움직임을 관찰했다. 지금까지 개발해 온 독자적인 시료 제작법을 활용

하여 이온 액체에 금 이온을 분산시켜 중원소를 우선적으로 시각화할 수 있는 ADF (Annular dark-field 

imaging)라는 이미징 기법을 이용하여 액체 중 금 이온 하나하나를 명확하게 시각화하는 데 성공했다.

  또한, 연속 촬영을 통해 금 이온이 액체 내부로 이동(확산)하는 모습을 관찰했다. 금 이온이 움직이는 궤

적으로부터, 일부 시간에서는 크게 이동하고 일부 시간에서는 작은 영역에 머무는 불균일한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 규명되었다. 본 연구에서 규명된 금 이온의 움직임을 개략적으로 그림에 나타냈다. 한편 그 이동

량을 분석한 결과 금 이온의 확산 계수와 그 활성화 에너지를 추정하는 데도 성공했다.

  액체는 반응장 및 전송 매체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번 연구에 이용된 이온 액체는 비휘발성⋅불연성⋅
전기전도성 등의 특성으로 인해 안전한 전지의 전해질 등으로 이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액체의 원

자 하나하나의 운동을 시각화한 세계 최초의 연구 성과이다. 본 연구를 발전시킴으로써 액체 내부에서 발생

하는 다양한 현상에 대한 이해가 심화되면 고성능 전지와 용매의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 성과는 2017년 12월 15일 미국과학진흥협회 AAAS가 발행하는 Science Advances 온라인판에 

게재되었다(※발표논문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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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이번 연구에서 관찰된 액체는 오각형의 분자와 금 이온(황색 원)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다. 금 이온은 오각형의 분

자에 둘러싸인 영역(케이지)에 머물거나 케이지에서 점프하기도 한다. 연구진은 그 모습을 관찰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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