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표준연, 투과전자현미경을 이용한 단일 나노선 특성 변화 실시간 측정 기술 개발  

외부의 힘을 받았을 때 

나노선의 특성 변화를 측정한다

국내 연구진이 나노선(nano wire)의 특성 변화를 가

장 정확히 측정  평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 원장 직무대행 박상열) 첨

단측정장비센터 김영헌 박사팀은 투과전자현미경을 이

용하여 나노선의 특성 변화를 측정하는 기술을 개발하

고, 이를 활용하여 3성분계 화합물 반도체인 InAsP* 

나노선의 기전특성(기계적/전기적 특성)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는데 성공하였다.

*  InAsP(Indium Arsenide Phosphide) : 비소(As)와 인(P)의 

상대적인 양을 변화시킴으로써 물리적 특성 제어가 가능한 

나노입자로서 다양한 전자 소자 및 광학적 소자에 응용

나노선은 지름이 나노미터(1nm = 10억분의 1m) 수

준의 가느다란 선으로 반도체, 트랜지스터, LED 등 다

양한 전자기기에 활용 가능하여 많은 관심을 받고 있

다. 활용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나노선이 외부로부터 

힘을 받았을 때 어떤 특성 변화가 생기는지 측정하고 

분석하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측정 기술로는 나노미터 수준의 물질

에 매우 작은 힘을 정확하게 가하고 전기적 특성 변화

를 측정한다는 것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확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KRISS 연구팀은 원자 크기 수준의 분해능을 

표준연 김영헌 박사가 투과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나노선의  
특성 변화를 측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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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는 투과전자현미경*과 이온빔 및 전자빔 기술을 

활용하여 단일 나노선의 구조적 변화를 확인하는 동시

에 기계적, 전기적 특성 변화를 측정  평가할 수 있는 기

술을 개발하였다. 

 *  투과전자현미경(TEM) : 높은 에너지로 가속된 전자를 시

료에 입사시켜 투과된 전자를 결상하여 수십만 배 이상 확

대하여 관찰할 수 있는 현미경

연구팀은 개발된 측정시스템을 이용하여 화합물 반도

체인 InAsP 단일 나노선의 변형량이 증가할수록 저항이 

비선형적으로 감소하는 피에조 저항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외부 힘에 의한 전기적 특성의 변

화가 매우 신속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  피에조 저항 효과(Piezo resistance effect) : 결정질 물질

에 외부에서 힘을 가했을 때 내부에서 나타나는 저항 변

화 효과

첨단측정장비센터 김영헌 박사는 단일 나노물질 측

정 기술의 확보는 새롭게 개발되는 나노물질의 물성을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향후 개발

될 나노물질 신뢰성을 확보하고 산업적 활용을 가속화 

시킬 수 있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고 말했다. 

단일 나노물질의 성질을 먼저 정확하게 이해해야 나

노물질로 구성된 소자나 복합 소재의 정확한 이해와 분

석이 가능하다. 산업체는 나노물질 특성 평가의 신뢰성

이 확보되어 물질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나노 

물질을 활용하려고 할 것이다. 고 덧붙였다. 

미래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은 이번 연구결과

는 국제학술지 나노레터스(Nano Letters - IF : 13.779)

에 11월 9일 게재되었다. 

단일 나노선의 기계적/전기적 특성 변화를 투과전자

현미경 내에서 동시에 측정하기 위하여 미세전자기계시

스템(Micro-ElectroMechanical Systems, MEMS) 위

에 인가되는 힘에 수직 방향으로 단일 나노선을 정렬시

키고, 이온빔과 전자빔을 이용하여 전극 등을 형성[그

림(a)]. 투과전자현미경 내에서 형상 및 구조 변화를 관

찰하면서 기계적/전기적 특성 변화를 측정한 결과(b).   

투과전자현미경 내에서 기계적/전기적 특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제작된 
소자(a)와 변위에 따른 전류 및 응력 변화(b)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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