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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Metal nanoparticle의 coalescence behavior는 nanoparticle의 surface
stability에 대한 물리적인 이해뿐만 아니라 particle의 dimensional change
에 의한 device failure 등 실제 소자 동작에도 연관되는 현상으로 heat,
charge, size 등 다양한 변수의 영향을 받는다. 이 중 charge effect가
coalescence behavior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electrically isolated
conducting substrate, grounded conducting substrate, 그리고 insulating
substrate

위에서

electron

beam에

의해

일어나는

nanoparticle

coalescence를 TEM을 통해 관찰하여 비교하였다.
Conducting

substrate의

isolation과

grounding을

위하여

stage가

electrically isolated 되어 있으며 외부 전극에 연결될 수 있는 자체 제작
된 electrical probing holder를 사용하였다.
Electrical probing holder는 tip을 nm단위로 조작하여 시편에 접근시키
거나 contact한 뒤에 bias나 field를 가하며 시편의 미세조직에 일어나는
변화를 TEM에서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는 holder로 electrically isolate
된 sample stage를 가지고 있다. 이 holder는 conventional TEM용 외에
초고압투과전자현미경(HVEM)용으로도 제작이 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원자 단위 분해능, 높은 투과력이라는 장점을 가지는 HVEM용으로 제작
된 holder의 개발 과정과 결과에 대해 정리하였다. 10-6Pa에서의 고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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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성, half grid를 cover할 수 있는 약 2mm의 scan range, 1nm 이하의
tip 최소 단위 움직임, 그리고 tip에서 외부 전극까지의 저항 1Ω 이하의
performance를 확인하였다.
Au nanoparticle coalescence는 conventional TEM에서 관찰되었으며
electrical

isolation/grounding을

위해

conventional

TEM용

electrical

probing holder를 이용하였다. Isolated amorphous carbon support film
grid, grounded amorphous carbon support film grid, 그리고 Si3N4
support film grid 세 조건에서 electron beam을 3시간 동안 조사하며 관
찰한 결과 coalescence behavior에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 Charge effect
가 coalescence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 되었으며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nanoparticle coalescence, electrical probing, in-situ TEM
성명: 황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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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서 론

Nanoparticle은 그 size와 unique한 physical, chemical property로 인해
chemical catalysts, biological sensor, electronics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
되고 있으며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서로 다른 nanoparticle이 이동
하여 하나로 합쳐지는 coalescence는 particle의 dimensional change에 의
한 device의 failure로 이어질 수 있으며 nanoparticle의 surface stability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nanoparticle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현상 중
하나이다. 이러한 nanoparticle coalescence가 TEM 내에서 electron beam
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 관찰되었으며[1, 2] 이와 관련하여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3-7].
Conducting

substrate,

insulating

substrate

각각에서의

metal

nanoparticle coalescence behavior는 보고되어 있지만[8, 9] 이들 간의 직
접적인 차이점에 대해서는 비교된 사례가 없으며 electron beam에 의해
metal

nanoparticle과

charging이

insulating

substrate의

interface에서

일어나는

particle migration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알려져

있다[10-13]. 이에 착안하여 electron beam에 의한 charge effect가 Au
nanoparticle coalescence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서로 다른
electrical

condition(isolated

insulating

Si3N4

support

carbon
film)을

film,

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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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nded

carbon

substrate에서

film,

coalescence

behavior를 관찰하였다.
Conducting

substrate의

isolation과

grounding을

위하여

stage가

isolated된 home-made electrical probing holder를 사용하였다. 먼저 이
holder를 HVEM에서 호환 가능하도록 제작하고 실제 동작 test한 결과를
정리하고

conventional

TEM용

electircal

probing

holder를

이용해

electrical isolation이 Au nanoparticle coalescence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
한 실험과 그

결과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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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HVEM용 electrical probing holder의
개발

2.1 서론

HVEM은 100만 볼트 이상의 초고전압으로 가속된 전자빔을 이용하는
투과전자현미경으로 높은 가속전압으로 인한 원자 단위 분해능과 높은 투
과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넓은 pole piece gap으로 인해 in-situ 실험 환
경을 구성하기에 매우 적합하다. In-situ 기술은 특정 영역에 시야를 고정
해 두고 재료의 특성을 측정하면서 동시에 내부구조를 분석하기 때문에
미세소직 변화와 물리적 특성을 연관 지을 수 있어 물리적 특성을 규명하
거나 소자/재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 하지만
이러한 in-situ 기법이 HVEM에 활용되는 빈도와 다양성은 conventional
TEM에 비해 적으며 특히 한국에서는 현저히 떨어진다.
본 연구를 통해 제작된 electrical probing holder는 tip을 sample의 국
부적인 영역에 contact하고 전기적 신호를 부가할 수 있는 holder이다.
Electrically isolated된 stage를 가지고 있어 sample에 electrical isolation
이 미치는 영향이나 field, voltage에 의해 일어나는 미세조직의 변화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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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으로 관찰 할 수 있다. 극 미소 영역의 전기적 특성 평가는 반도체,
바이오, 금속에 걸친 다양한 재료들에 활용될 수 있다.
HVEM용 electrical probing holder는 HVEM용으로는 상용화된 제품이
없는 최초의 holder로 원자 단위 분해능, 높은 투과력을 가지는 HVEM에
서 이전에 불가능했던 재료/소자의 전기적 특성에 대한 원자 단위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더 나아가 HVEM용 특수 holder를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디자인하고 제작 가능한 기술력을 확보하여 비용 절감은 물론 다른 기능
의 특수 holder 제작 기반이 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2 개발 방법 및 과정

제작된 electrical probing holder는 sample, tip 그리고 piezo tube에 대
한 전기적 연결과 tip 움직임 제어를 구현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그림
1 (a)는 holder의 전체적인 구성을 알 수 있는 3D CAD drawing이다.
Tip은 크게 두 부분, fine motion unit과 coarse motion unit에 의해 움직
인다. Coarse motion unit의 XY stage와 micrometer의 움직임은 pivot으
로 작동하는 feedthrough를 통해 앞쪽의 fine motion unit과 tip에 전달되
고 piezo tube를 이용해 tip의 nm 단위 움직임을 제어하여 tip을 원하는
위치에 contact할 수 있다. 또한 electrical feedthrough를 통해 진공 내외
부의 전기적 연결이 이루어져 외부 장치를 통해 전기적 신호를 주입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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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piezo tube의 전극에 전압을 인가할 수 있다. 그림 1 (b)는 실제 제작
된 holder의 사진이다.
HVEM용 holder는 conventional TEM용 holder와 규격에서 큰 차이가
있다(그림 2). Body 길이가 413.5mm로 286mm의 conventional TEM
holder에 비해 길고 holder body diameter가 작다. 특히 fine motion unit
이 위치하는 body 앞부분의 경우 내경이 7mm로 (conventional TEM용
holder body diameter 10mm) part의 기계적 구조나 구성, 움직임에 제약
이 크다. HVEM은 α tilt angle 60°에 10mm의 pole piece gap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그림 3과 같이 body 앞부분을 상용 HVEM
holder 규격과 다르게 디자인 하여 part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
였다.
HVEM holder의 경우 기능적으로는 10-6 Pa에서의 고진공에서 안정해
야하며 공간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half grid를 cover할 수 있는 약 2mm
의 scan range와 sample과 tip replacement용 공간 확보를 위해 body 축
방향으로 약 15mm의 displacement가 확보 되어야한다. Tip의 fine
motion은 최소 단위가 1nm 이하가 되어야하고 tip의 접촉 저항은 1Ω 이
하여야 전기적 신호의 loss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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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a) electrical probing holder 구성을 나타내는 CAD drawing
(b) 실제 제작된 HVEM용 electrical probing holder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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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HVEM용 electrical probing holder와 conventional TEM용 electrical
probing holder

그림 3 holder body 앞부분의 수정된 design

- 7 -

세부적인 파트들은 그림 4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 Tip과 sample stage,
그리고 piezo tube의 각 전극에 전기적 연결이 이루어져 있고 각 part들
은 ceramic을 통해 isolation하였다.
Tip의 경우 텅스텐을 KOH 용액을 이용해 전기화학적으로 etching하여
직접 제작한 것을 사용하고 Pt-Ir STM tip 등의 상용 tip 또한 사용 가능
하다. Tip과 sample은 conductive paste를 이용하여 loading하여 교체가
용이하다.
Holder body 중간에 위치한 pivot feedthrough는 O-ring을 이용한 진공
sealing, linear motion의 전달, 그리고 12개의 전기적 연결을 좁은 공간에
서 가능하게 해준다.
Tip은 ball mounting system을 통해 모든 방향으로 약 30°까지의 위치
조정이 가능하고 이는 sample로 진입하는 tip의 방향이나 높낮이 등을 사
전에 조절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syste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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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a) holder 세부 part 구성
(b) tip과 sample의 OM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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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결과 및 개선 사항

제작된 holder는 HVEM 장입 전 SEM과 진공 chamber에서 사전 test
를 거쳤다(그림 5). 진공 chamber에서는 약 5x10-7 torr의 진공도에 도달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HVEM 의 경우 holder 앞단의 jewel에 맞닿는 counter jewel plate가
있어 sample 이동 시에 holder가 plate를 밀어내거나 미끄러지며 이동하
게 된다. 제작된 holder body 앞부분의 wall 두께가 1mm로 얇아
mechanical stability test를 진행하였다. 진공 chamber에서 holder가 장입
되는 부분 반대편에 counter jewel rod를 제작하여 holder 앞단과 닿게 한
뒤 rod를 좌우로 움직이며 힘을 가하였다. 힘을 가할 때 fine motion unit
과 tip은 제자리에 있는 반면 body 부분만 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그림 6).
SEM에서는 probe tip의 움직임을 확인하고 nano scale 움직임의
calibration을 진행하였다. Piezo tube의 전극에 연결된 line들을 piezo
controller에 연결하여 두 전극 간에 0~150V의 전압을 인가할 수 있다.
Tip과 sample에 연결된 line들은 sourcemeter에 연결하여 tip과 sample
간에 전압을 가하면서 동시에 current, voltage 등을 측정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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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a) holder test용 vacuum chamber
(b) SEM(JSM-6390LV)과 holder test를 위한 set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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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a) counter-jewel rod를 이용해 힘을 가하기 전
(b) counter-jewel rod를 이용해 힘을 가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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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8, 9, 10은 SEM에서 tip 움직임을 확인한 결과이다. 그림 7는
micrometer를 이용한 tip의 이동 가능 범위를 보여준다. 그림 7 (b)는 tip
을 sample에 접근시킨 image이다. 그림 7 (c), (d)는 tip을 grid 단면에 평
행한 방향으로 이동한 것으로 tip 끝 간의 pixel 수를 count하여 scale bar
와 비교한 결과 약 2mm의 scan range를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
는 FIB grid, half grid에 sample이 올라가는 영역을 cover하는 범위이다.
그림 8은 micrometer를 이용하여 tip의 height를 변화시킨 image이다.
Sample에 focus를 먼저 맞춘 뒤에 tip의 height를 조절하며 image를 확인
하여 tip의 height를 sample에 맞도록 조절할 수 있다. 그림 8 (b)는
height up, 그림 8 (c)는 height down 한 결과이다. 그림 9는 micrometer
를 이용하여 sample에 tip을 접촉한 것이다. Tip을 움직여 sample에 접촉
한 뒤 height를 변화시켜 sample에 bending force를 가하였다. 그림 10은
piezo tube에 전압을 가하여 tip fine motion을 확인한 것이다. 100V를 가
했을 때 이동한 거리를 scale bar와 pixel 수로 비교하여 calibration한 결
과 약 0.3nm/volt의 움직임을 보였다. Bias를 제거한 뒤에 tip이 완전히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는 것은 piezo tube 자체의 결함에 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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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micrometer를 이용한 tip의 움직임을 SEM에서 관찰한 image
(a) 이동 전 (b) sample에 tip 접근 (c),(d) tip의 scan range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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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micrometer를 이용해 tip height를 조절하며 관찰한 SEM image
(a) 이동 전 (b) height up (c) height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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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micrometer를 이용해 tip을 sample에 contact한 SEM image
(a) 이동 전 (b) contact 후 시편 bending

그림 10 piezo tube 전극에 전압을 가하여 tip 움직임을 확인한
SEM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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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HVEM 내에서 작동한 결과는 그림 11, 12와 같다. HVEM에 장
입하여

10-6

Pa의

진공도에서

안정성을

확인하였다.

그림

12는

micrometer를 이용해 tip을 sample 근처에 위치한 후에 fine motion 작동
을 확인한 것이다. 그림 12 (a)는 sample 표면에 평행한 방향으로 움직인
팁의 image를 overlap한 것이고 그림 12 (b)는 sample에 다가가는 방향으
로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image이다.
HVEM에서 작동 후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먼저 holder
동작 시 counter-jewel plate에 의한 힘 때문에 holder body 앞부분이 휘
어져 track ball을 이용한 시편 이동이 원활하지 않아 specimen control
panel을 이용해야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1mm의 얇은
wall thickness를 가지는 부분을 valley type으로 디자인하여 기계적 안정
성을 높였다(그림 13 (a)). 또한 HVEM의 경우 operating desk와 holder
장입부의 거리가 멀어 micrometer 조작에 어려움이 있어 coarse motion
unit을 motorize 하였다(그림 13 (b)). Micrometer 부분을 소형 motor로
교체하고 button을 눌러 motor를 control할 수 있는 board를 제작하였다.

- 17 -

그림 11 제작된 특수 holder가 HVEM에 장입된 모습

그림 12 tip의 nm 단위 움직임을 관찰한 image
(a) sample 단면 방향으로의 tip 움직임 (tip 전 후 위치 overlapped)
(b),(c) sample로 tip의 접근하는 방향의 움직임

- 18 -

그림 13 (a) valley type으로 제작된 holder body 앞부분
(b) micrometer를 motorized stage로 대체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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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Electrical

isolation이

Au

nanoparticle

coalescence에 미치는 영향

3.1 서론

TEM 내에서 metal nanoparticle에 electron beam을 조사하면 particle
간에 coalescence가 일어나게 되며 그 과정은 그림 14와 같이 알려져 있
다[14]. Particle이 migration하여 contact하면 necking 후에 growth가 일
어나 하나의 particle이 된다. Electron beam에 의한 particle migration은
surface atom의 diffusion이 center of mass의 이동으로 이어진다는
classical theory와 electron beam에 의해 particle에 dipole이 유도되어 생
기는 electrical force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15, 16]. Particle들이
contact 하면 surface energy를 낮추기 위해 하나의 particle로 merge되며
이는 atomic diffusion을 통해 일어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metal

nanoparticle

coalescence에

기판의

electrical isolation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Sample
stage가

isolation

되어

있는

electrical

probing

holder를

사용하여

conducting substrate가 isolation된 경우, ground된 경우와 substrate 자체
가 insulating한 경우를 비교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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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metal nanoparticle coalescence가 일어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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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실험 방법

TEM과 sample holder의 electrical connection은 그림 15와 같이 이루
어져있다. Holder가 장입되는 specimen chamber는 TEM column으로부터
electrically isolated되어 있고 TEM column은 외부의 electrode에 ground
되어 있다. holder가 장입되면 holder body는 specimen chamber와 전기적
으로 연결 된다. 이 때 holder body나 specimen chamber는 ground될 수
없다. TEM 자체적으로 lens와 holder의 접촉을 감지하는 system이 있어
holder body나 specimen chamber를 ground하면 lens와 holder가 접촉 된
것으로 인식되어 specimen control 기능이 멈춘다. 제작된 특수 holder인
electrical probing holder는 일반 holder와 달리 sample stage가 isolation
되어있기 때문에 holder body와 무관하게 sample만 electrically isolation
혹은 ground시킬 수 있다.
이러한 TEM의 electrical connection 정보를 토대로 metal nanoparticle
coalescence에 electrical connection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험을 구상하
였다. 산화에 강하고 deposition을 통한 sample 제작이 용이한 gold
nanoparticle을 선택하였고 실험 조건은 다음 세 가지로 구상하였으며 각
각 다음과 같이 명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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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Particles on isolated carbon film
Conducting substrate인 amorphous carbon film이 isolated된 조건이
다. Nanoparticle 간에는 electrically connected 되어있고 particle과
substrate가 동일한 floating potential을 가진다.
ⅱ Particles on grounded carbon film
Conducting substrate인 amorphous carbon film이 외부 전극을 통해
ground된 조건이다. Nanoparticle 간에는 electrically connected 되어있
고 particle과 substrate 모두 ground되어 있다.
ⅲ Particles on Si 3N 4 support film
Insulating substrate인 Si3N4 support film을 사용한 조건이다.
Nanoparticle 간에 electrically disconnected 되어있다.
실험 방법은 다음과 같다. Ted Pella 社 pure a-carbon support film
grid와 Si3N4 support film grid위에 Cressington 社 sputter coater 108을
사용하여 deposition condition current 30mA, time 5s, Ar/O2 gas
0.08mbar, stage height 50mm 조건에서 nanoparticle을 생성하였다.
TEM 관찰 조건은 다음과 같다. JEM-2010F(JEOL 社)에서 형광판에
read out되는 beam current density 기준으로 10pA/cm2에서 180min 동안
beam을 irradiation하며 관찰하였다. Carbon film의 isolation과 grounding
은 JEM-2010F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electrical probing holder(그
림 16)에서 sample stage에서 외부 전극으로 연결되는 line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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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TEM과 sample holder의 electrcial connection

- 24 -

그림 16 conventional TEM용 electrical probing holder sample과 tip 부분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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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결과 및 논의

각 조건에서 3시간 동안 electron beam을 조사하며 관찰하여 5분마다
image를 acquire 하였다.
그림 17은 isolated carbon film 조건에서 실험한 결과이다. 그림 17
(a)~(d)에 표시된 box 내부의 particle이 migration한 뒤 coalesce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고 이러한 현상이 관찰한 영역 전체에 걸쳐 일어났다.
Lower magnification image에서는(그림 17 (e)) coalescence가 일어난 영
역과 일어나지 않은 영역이 확연히 구분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18은 grounded carbon film 조건에서 실험한 결과이다. 그림 18
(a)~(d)에 표시된 box 내부의 particle이 migration한 뒤 coalesce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고 이러한 현상이 관찰한 영역 전체에 걸쳐 일어났다.
Lower magnification image에서는(그림 18 (e)) coalescence가 일어난 영
역과 일어나지 않은 영역이 확연히 구분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19는 Si3N4 support film 조건에서 실험한 결과이다. 그림 19
(a)~(d)에 표시된 box 내부의 particle이 migration한 뒤 coalesce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고 이러한 현상이 관찰한 영역 전체에 걸쳐 일어났다.
Lower magnification image에서는(그림 19 (e)) coalescence가 일어난 영
역과 일어나지 않은 영역이 확연히 구분되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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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isolated carbon film 조건에서 electron beam
irradiation time
(a) 0min (b) 60min (c) 120min (d) 180min 에 획득한
image와 (e) 관찰 영역의 lower magnification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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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grounded carbon film 조건에서 electron beam
irradiation time
(a) 0min (b) 60min (c) 120min (d) 180min 에 획득한
image와 (e) 관찰 영역의 lower magnification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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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Si3N4 support film 조건에서 electron beam
irradiation time
(a) 0min (b) 60min (c) 120min (d) 180min 에 획득한
image와 (e) 관찰 영역의 lower magnification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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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은 15분마다 얻은 image를 추려낸 뒤 ImageJ software를 이용
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관찰한 영역 내 particle 수, particle의 projected
area의

평균,

그리고

최근접

인자와의

거리인

nearest

neighbor

distance(NND) 값을 얻어 plot하였다.
모든 plot이 같은 경향성을 나타내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Si3N4
support film에서는 60분 이후로 coalescence가 거의 진행되지 않는 반면
carbon film에서는 180min까지 coalescence가 계속 진행된다. Grounded
carbon

film에서는

75min

이후로

coalescence가

진행도가

증가하며

isolated carbon film에서는 60min 이후로 coalescence가 더디게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판의 절연 여부와 isolation 여부에 따라 Au nanoparticle coalescence
behavior에 차이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이 charge effect에 의해 일어나는
입자 성장 과정은 그림 21과 같은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 Substrate
charging과 electron beam에 의한 주변 charge로 인해 Au nanoparticle에
dipole이 유도되고 beam energy에 의한 structural fluctuation으로 인해
charge distribution이 변하며 oscillation하다가 coulombic force가 tipping
point를 넘어가는 순간 particle이 migration한 뒤 contact하여 coalescence
가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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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15분마다 획득한 image를 분석한 plot
(a) 관찰 frame 내 particle 수
(b) particle의 평균 projected area
(c) average nearest neighbor distance(N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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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charge effect에 의한 Au nanoparticle coalescence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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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bon film에서 electron beam 조사 시 hydrocarbon contamination에
의한 영향이 관찰되었다. 그림 22 (a)에 원으로 표시된 영역은 짧은 시간
동안 beam을 모았다 펼친 것만으로도 carbon contamination이 일어난 부
분이다. 이 영역은 beam에 3시간 동안 조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
분에 비해 coalescence가 현저히 더디게 진행되었다. STEM image는 동
심원 모양의 trace들이 실제로 carbon contamination인지를 확인하기 위
해서 획득한 것으로 BF image에서 검게 나타나는 영역이 STEM에서 밝
은 contrast를 타나내는 것을 통해 hydrocarbon contamination에 의해 생
성되는 trace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contamination은 수초의 짧은 beam
조사에 의해서도 발생하고 더 높은 electron density를 가지는 beam의
edge 부분에서 강하게 진행되며 particle coalescence에 영향을 주는 것으
로 나타났다.
추후 정량화를 위해서는 charge가 accumulation되는 area, ground되어
있을 때의 charge path, 그리고 grounding이 charge accumulation에 미치
는 영향과

이러한

charge

effect

외에도

substrate와

particle 간의

interaction, hydrocarbon contamination에 의한 carbon trapping과 같은
다양한 변수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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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hydrocarbon contamination의 영향

(a) isolated carbon film 조건 electron beam 3시간 조사 후 관찰한 image
(b) lower magnification image
JEM-2100F에서 관찰한 (c) BF image (d) STEM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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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결론

HVEM용

electrical

probing

holder가

개발되었다.

이

holder는

electrically isolated된 stage를 가지고 있으며 sample에 연결된 line을
grounding에 사용 가능하다. 또한 tip을 이용하여 sample에 bias나 field가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개발된 holder는 10-6Pa에서의 진공 안정
성, half grid를 cover하는 약 2mm scan range, fine motion unit 최소 단
위 움직임 1nm, tip 연결 저항 1Ω 이하의 performance를 가지고 있다.
Holder body 앞부분을 valley type으로 변경하여 mechanical stability를
확보하였고 micrometer 부분의 motorize를 진행하였다. 본 holder를 이용
하여 원자 단위 분해능과 높은 투과력이라는 특징을 가지는 HVEM에서
전기적 변수에 의해 sample의 미세조직에 일어나는 변화를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다.
제작된 holder와 같은 작동 원리를 가지며 conventional TEM에 호환될
수 있도록 제작된 electrical probing holder를 이용하여 electrical isolation
이 electron beam induced Au nanoparticle coalescence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기판의

절연

여부와 isolation

여부에 의해

서로 다른

coalescence behavior가 나타났다. Grounded carbon film, isolated carbon
film, Si3N4 support film 세 조건에서 3시간 동안 electron beam을 조사한
결과 Si3N4 support film에서는 60분 이후로 coalescence가 거의 진행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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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지만 carbon film 에서는 180분 동안 진행되었다. Grounded carbon
film에서는 75분 이후로 coalescence 진행 정도가 증가하였고 isolated
carbon film에서는 coalescence가 60분 이후로 더디게 진행되는 것이 확
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charge effect가 Au nanoparticle coalescence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추후 정량적 분석을 위해서는
charge accumulation are, ground 시 charge path와 이 charge path가
charge accumulation에 미치는 영향과 이러한 charge effect 외에도
substrate와 particle의 interaction, hydrocarbon contamination에 의해
carbon trapping 또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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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coalescence of metal nanoparticles is associated with the surface
stability of nanoparticles and can affect actual device behavior, such as
device failure due to dimensional changes of nanoparticles. These
nanoparticle coalescence are affected by various parameters such as
heat, charge, and size.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charge effect on Au nanoparticle
coalescence by observing the coalescence induced by electron beam on
electrically

isolated

conducting

substrate,

grounded

conducting

substrate, and an insulating substrate.
For the isolation and grounding of the conducting substrate, a
home-made electrical probing holder was used to stage isolation and
connection to the external electrode.
The electrical probing holder is capable of observing changes in the
microstructure of the specimen in real time, while applying a bias or
electrical field after approaching or contacting the tip to specimen by
manipulating the tip in nm scale. In addition to conventional TEM, this
holder was also

developed for

high voltage

electron

microscope

(HVEM). In this study, an electrical probing holder for HVEM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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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ed. High vacuum(10-6 Pa) stability, a scan range of about 2
mm to cover the half grid, minimum unit motion of less than 1 nm,
and less than 1 Ω resistance from tip to external electrode was
verified.
The effect of electrical isolation on the Au nanoparticle coalescence
was observed by using an electrical probing holder for conventional
TEM. The coalescence behavior was observed for three hours under
three conditions: isolated amorphous carbon support film grid, grounded
amorphous carbon support film grid, and Si3N4 support film grid. As a
result, a remarkable difference in coalescence behavior was observed.
Charge effect has been confirmed to have an influence on coalescence
and considerations for further study is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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