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핀의 전자수송 특성
기동근․이후종
들어가면서 ‐ 그래핀의 전자 구조
원자 하나의 두께 (약 0.35 nm, 머리카락 두께 0.1 mm의 약
십만 분의 일)를 가지는 이차원 구조체인 그래핀(graphene)은
흑연(graphite)의 단층으로서 다이아몬드나 탄소나노튜브, 플
러린(fullerene) 같은 여러 탄소 구조체들 중의 하나이다 [그
림 1(a); 본 기술에서는 단일 원자층 그래핀에 한정하기로 한
다]. 이의 존재는 한동안 부정되어 왔으나, 2004년 영국 맨체
스터 대학의 Novoselov와 Geim 교수 연구팀에 의해 처음으
로 그 존재가 확인되었고, 계속해서 그 전도 특성을 측정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림 1(c)].

[1]

그리고 일 년 후, 영국 맨체스터

대학 연구팀과 함께 미국 컬럼비아 대학의 김필립 교수 연구
팀에서 반정수 양자 홀 효과(half‐integer quantum‐Hall

effect)를 관측함으로써 [그림 1(d)] 그래핀 내에 존재하는 전
하들이 특이한 성질을 가지고 있음이 실험적으로 증명되었으
[2,3]

며

이후 그래핀은 고체물리학 연구의 중심축의 하나로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4]

그림 1. (a) 그래핀의 탄소원자 배열 개념도. (b) 페르미 에너지 근처에
서의 그래핀의 밴드 구조. (c) 그래핀의 전계효과 트랜지스터 특성.[2]
[2,3]
(d) 반정수 양자 홀 효과.

그래핀이 이렇게 폭발적인 연구의 대상이 된 이유로는 최
초로 발견된 원자 하나 두께의 이차원 구조체라는 이유도 있

사각형], tight‐binding 모델로 그 밴드 구조를 계산하면, 그

겠지만, 그보다는 그래핀이 가지는 특이한 밴드 구조에 있다

림 1(b)에 보인 대로 k 공간에서 valence 밴드와 conduction 밴

[그림 1(b)].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참고문헌 [5]에 정리가

드가 육각형 구조를 갖는 브릴루인 영역(Brillouin zone)의

잘 되어 있으므로 여기서는 간략하게 그 결과만 소개하도록

각 꼭지점(valley)에서 만나게 되고 페르미 에너지 근처에서

한다. 그래핀은 그림 1(a)에서와 같이 육각형 모양의 각 꼭지

보면 흔히 Dirac cone이라고 불리는 형태를 띠게 된다. 이때

점에 탄소 원자가 위치한 벌집 모양의 구조를 지니고 있다.

에너지가 valley를 지나면서 전하의 종류가 바뀌기 때문에 이

따라서 밴드 구조 계산을 위해 서로 인접한 탄소 원자 두 개

지점(브릴루인 영역의 꼭지점)을 전하중립점(charge neutrality

가 포함된 unit cell을 잡을 수가 있고 [그림 1(a)의 오렌지색

point) 또는 Dirac point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리고, 하나의
unit cell에 있는 탄소 원자 두 개는 실공간(real space)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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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효과 및 양자 위상 결맞음 현상 그리고 최근에 관측이 된
그래핀에서의 열전 효과에 대해 차례로 정리하도록 하겠다.

양자 홀 효과
이차원 평면에 수직인 방향으로 자기장을 걸면 평면에서
움직이는 자유전하는 로렌츠힘에 의해 그 궤도가 휘게 된다.
이 때문에 전류가 흐르는 방향에 수직으로 홀 전압(Hall

voltage)이 뜨게 되고, 이를 홀 효과라고 부른다. 만약 시료의
온도를 더 낮추고, 자기장을 높이면, 측정되는 홀 전압이 정
수 배로 양자화되는 정수 양자 홀 효과(integer quantum

Hall effect)를 관측할 수 있는데, 이는 이차원 전자계에서 평
면에 수직인 방향으로 자기장이 걸릴 때 생성되는 란다우 준
[6]

위(Landau level)의 생성에 의한 것으로, 처음 발견된 이후

현재까지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요한 물리적 현
상 중의 하나이다 [그림 2].
일반적인 이차원 전자계와는 달리 그래핀은 선형적인 분산
관계를 가지고 있고, 때문에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란다
그림 2. (상) 홀 저항 측정을 위한 홀 막대 구조 및 저항 측정 개요도.
[6]
(하) 2차원 전자계에서의 정수 양자 홀 효과.

우 준위가 특이하게 형성된다. 이때 중요한 것이 E＝0 (또는

n＝0)에 란다우 준위 하나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란다우
준위는 다른 준위들과는 달리 반은 전자 그리고 나머지 반은

텀 공간에서는 인접한 브릴루인 영역의 각 꼭지점을 각각 K

양공(hole)에 의해 채워져 있어 결과적으로 홀 conductance

와 K′ 지점이라 부른다.

의 양자화가 σ xy＝4(n＋1/2)e /h＝νe /h와 같이 4e /h의 반

2

2

2

결과적으로 tight‐binding 모델에 따르면, 페르미 에너지 근

정수 계단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ν는 filling factor: ν＝±2,

처에서 전하들의 에너지가 모멘텀에 비례하게 되고, 이는 질량

±6, ±10,…). 이를 반정수 양자 홀 효과라고 부르고, 이때,

이 없는 광자(photon)의 분산관계와 비슷하게 된다. 또한 같

2
4e /h의 4는 iso(pseudo) spin과 실제 스핀에서 오는 전체

은 모멘텀 및 에너지를 지니는 전하의 경우 실제 스핀에 의한

degeneracy 값이다. 이러한 현상은 2005년 맨체스터 대학과

degeneracy 2 이외에 또 다른 degeneracy 2를 더 가지게 되

미국 컬럼비아 대학 연구팀에 의해 동시에 측정되었고 [그림

는데 이는 sublattice A와 B에서 오는 것으로 isospin 또는

1(d)], 이를 분석하여 그래핀의 밴드 구조가 실제로 그림 1(b)

pseudospin이라 부른다 [그림 1(b)에서의 화살표]. Iso(pseudo)

에서와 같은 모양을 지니며, 전하들의 유효 질량이 Dirac

spin과 관련된 중요한 성질 중 하나로 chirality를 들 수 있는

point 근처에서 거의 0에 가까움이 증명되었다. 이는 최근의

데, 이는 그래핀 내의 전하가 Dirac cone을 따라서 움직일 때

활발한 그래핀 연구를 시동시킨 중요한 연구결과라고 할 수

전하가 가지는 iso(pseudo) spin이 전하의 모멘텀에 따라서

있다.

[2,3]

특정한 위상값(chirality)을 가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양자현상은 일반적으로 극저온이나 고 자기장 등 극한의

1(b)]. 이러한 성질은 그래핀의 전도 특성에 아주 중요한 영향

상황에서 관측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는 온도에 의한 요

을 미치게 된다.

동이 양자화된 에너지 간격보다 높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그래핀의 전도특성에 관여하는 자유전하들은 질

하지만, 그래핀의 경우 특이하게도 첫 번째 (n＝0)와 두 번째

량이 없는 광자와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때문에 기존

(n＝±1) 란다우 준위 사이의 간격이 1 T 정도의 비교적 낮은

의 물질들에서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특이한 특성들을 보여

자기장에서도 상온을 넘게 되어 (약 400 K),

[7]

충분히 깨끗한

주게 된다. 특히 전도 특성에서 많은 특이한 성질들이 예측되
고 있고 이에 대한 측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글에서는
그래핀의 발견 이후 가장 먼저 측정된 전도특성 중의 하나인
양자 홀 효과를 시작으로 그래핀에서 기대되는 상대론적 양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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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상온 양자 홀 효과.

그림 3. (a) 그래핀에서의 에너지‐모멘텀 분산 관계 (좌) 및 란다우 준위
의 갈라짐 (중), 페르미 에너지에 따른 홀 conductance의 변화 (우).
(b) 일반적인 이차원 전자계에서의 에너지 모멘텀 분산 관계 (좌) 및 란
다우 준위의 갈라짐 (중), 페르미 에너지에 따른 홀 conductance의 변
화 (우).

도 있지만, iso(pseudo) spin은 전하의 오비탈 특성과 연관되
기 때문에 자기장에 의해 그 degeneracy가 깨지는 것을 쉽게
생각할 수는 없다. Iso(pseudo) spin degeneracy의 깨짐에
대해서는 여러 이론들이 나와 있지만, 여기서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다.

[11]

두 가지 degeneracy

그래핀 시료를 만들 수만 있다면, 원칙적으로 상온에서도 약

들이 어떤 형태로든 자기장에 의해서 깨진다고 가정하더라도

1 T 정도의 작은 자기장으로 양자 홀 효과를 관측할 수 있게

곧 이어질 수 있는 질문은 degeneracy들이 깨지는 순서는 어

된다. 실제로 2007년도에 29 T에서 상온 반정수 양자 홀 효

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다. Degeneracy 깨짐의 서열은 n＝0

과가 관측됨으로써 상온 양자 홀 효과의 관측이 실험적으로

상태에서의 longitudinal 저항의 행태에 많은 변화를 유발하

입증된 바 있다 [그림 4].

[7]

앞으로 좀 더 깨끗한 시료가 만들

어진다면 이보다 훨씬 낮은 자기장에서도 상온 양자 홀 효과

는데, 이는 양자 홀 상태에서의 edge state에 관련된 내용이
므로 이에 대해 우선 간략하게 설명을 하겠다.

의 관측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것이 실현되면 현재

홀 전압이 양자화되는 양자 홀 상태에서 이차원 평면에는

저항 표준을 정의하는 데 사용되는 이차원 전자계를 대체할

그림 3에서와 같이 에너지 갭이 생기게 되고 따라서 전하들

수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 상온에서의 양자 현상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바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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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a) 높은 자기장에서의 양자 홀 효과.[8] ν ＝ 0, ±1에 해당하는 양자 홀 상태가 관측된다 (화살표). (b) 영국 맨체스터 대학 연구팀의 결과.[9]
[10]
n ＝ 0 상태의 저항이 금속성임을 보여준 예. (c) 미국 프린스턴 대학 연구팀의 결과.
n ＝ 0 상태의 저항이 부도체성임을 보여준 예.

의 경계를 따라 한 방향으로만 돌게 된다. 그런 연유로 홀 전
압이 양자화 될 때 longitudinal 저항이 0이 나오게 되는 것
이다 [그림 1(d)]. 여기서 홀 전압에 해당하는 filling factor ν
는 바로 주어진 edge state에 존재하는 전도 채널의 수로서
전하밀도의 함수이며, edge state의 전도 방향은 자기장의 방
향과 전하의 종류에 의해 결정된다. 그래핀에서도 이 edge

state가 존재하며, 상대적으로 낮은 자기장에서(degeneracy들
이 아직 깨지지 않았을 때) edge state가 기존의 이차원 전자
계에서와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음이 최근 실험적으로 입
[13]

증된 바 있다.

여기서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n＝0 란다우 준위에 해당
하는 edge state이다. 이 란다우 준위는 전자와 양공에 의해
서로 반반씩 채워져 있기 때문에 시료의 edge에 가까워질수
그림 6. (a) 어떤 대칭성도 깨지지 않았을 때 그래핀 가장자리에서 란다우
준위가 갈라지는 모양. (b) 좌: iso(pseudo)spin 대칭성이 먼저 깨졌을 때
(양자 홀 부도체). 우: 실제 스핀 대칭성까지 깨졌을 때. (c) 좌: 실제 스핀
대칭성이 먼저 깨졌을 때 (양자 홀 강자성체). 우: iso(pseudo)spin 대칭성
까지 깨졌을 때.

록 준위는 전자가 채워진 부분과 양공이 채워진 부분으로 나
뉘게 된다 [그림 6(a)]. 그런데 이때 그래핀의 edge 효과에 의
해 K와 K′ valley 대칭성이 깨지게 되어, 그래핀 가장자리에
서 전자와 양공은 서로 다른 valley에 채워지게 되는 것이다

[그림 6(a)].[8‐11] 따라서 만약 실제 스핀 degeneracy가 먼저
은 이차원 평면 내에서는 흐를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이차원

깨지게 되면 그림 6(c)에서와 같이 n＝0 근처에 서로 반대

평면의 경계에서는 전도 채널이 형성될 수 있는데, 이는 이차

방향으로 흐르는 edge state가 존재하게 되고, 각 edge state

원 평면과 맞닿은 주변 (예를 들어, 진공)이 마치 potential

는 100% 스핀 분극이 된다. 이때 측정되는 n＝0 상태에서의

well처럼 작용하여 란다우 준위들이 휘게 되고, 이로 인해 평
면 내에서는 페르미 에너지 아래에 존재하던 란다우 준위들

참고문헌

이 평면의 경계에서 페르미 에너지 위로 올라가게 되기 때문

[12] B. I. Halperin, Phys. Rev. B 25, 2185 (1982). 여기서 다루
지는 않겠지만, 이것은 위상 물리학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현
상이기도 하다.
[13] D. K. Ki, S. Jo and H. J. Lee, Appl. Phys. Lett. 94,
162113 (2009).

이다. 즉, 평면의 경계를 따라 전도가 가능한 상태들이 만들
어지는 것이다.

[12]

이러한 양자 홀 edge state (이하 edge

state)에서 흐르는 전류는 dissipation이 없으며 언제나 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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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그림 7. (a) 국소 게이트에 의한 페르미 에너지의 국소적 변화. (b) 2단자 측정의 예 (p‐n 접합,

[17]

p‐n‐p 접합

). (c) edge‐state 평형의 한 예.

longitudinal 저항은 금속성을 띠게 되고, 이를 양자 홀 강자

라 국소적으로 게이트전압을 가한다면, 국소적인 부분의 전하

성체(quantum‐Hall ferromagnet) 상태라고 부른다. 반면

밀도나 종류를 바꿔 줄 수 있으며, 이는 곧 서로 다른 edge

iso(pseudo) spin degeneracy가 먼저 깨지게 되면 그림 6(b)

state간의 평형을 연구할 수 있는 좋은 방편이 된다 [그림 7].

에 보인 대로 E＝0 (또는 n＝0) 근처에서는 edge state 자체

이러한 현상을 edge‐state 평형(edge‐state equilibration)이

가 존재하지 않게 되고, 때문에 longitudinal 저항이 부도체

라고 부르며

적 특성을 보이게 된다. 따라서 이를 양자 홀 부도체

도도를 측정하여, 서로 다른 edge state의 경계에서는 전하들

(quantum‐Hall insulator) 상태라고 부른다. 중요한 것은 이

이 전류 보존법칙을 만족시키면서 가능한 모든 가장자리 채

에 대한 실험적 증거들이 서로 상충되는 것인데, 일부는 n＝

널 전체에 골고루 퍼져 평형상태를 형성하는 equal population

0에 해당하는 양자 홀 상태에서의 longitudinal 저항이 금속

가정을 만족함을 실험적으로 보여준 바 있다 [그림 7]. 즉, 서

성을 보이는 반면,

[8,9]

기도 하였다 [그림 5].

일부에서는 부도체적인 상태가 보고되
[10]

[15]

p‐n[16]과 p‐n‐p[17] 접합 구조에 대해 2단자 전

로 다른 filling factor를 가진 두 edge state가 서로 만났을

따라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들

때, 전하들이 모든 가능한 채널에 골고루 분포하게 됨을 의미

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 미국 컬럼비아 대학 연구팀

한다. 한 예로 p‐n‐p 접합에서 부분 평형(partial equilibration)

에서 edge state의 영향 없이 란다우 준위의 갈라짐 현상을

상태를 그려보면 그림 7(c)와 같다. 하지만, 이러한 2단자 측정

직접 검증할 수 있는 Corbino 구조의 시료를 제작하여 n＝0

에는 접합 저항들이 포함되며 시료의 모양에 따라 홀 양자화의

란다우 준위의 갈라짐 현상을 관측함으로써 ν＝0에서의 홀

형태가 바뀌는 문제가 존재하여 앞의 edge‐state equilibration

전도의 양자화가 실제 란다우 준위의 갈라짐에 의한 것임을

가정을 정밀하게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보임과 동시에, 전도특성으로부터 그 에너지 간격의 크기를

p‐n‐p 접합과 p‐n 접합을 이용한 4단자 측정을 통해 서로 다

[14]

측정한 바 있다.

하지만, 아직 어떤 degeneracy가 먼저 깨

른 가장자리 채널이 만나는 경계에서 전하의 투과와 반사를

지는지 또 왜 서로 상충되는 실험적 측정들이 나왔는지에 대

정밀하게 추적함으로써 equal population 가정이 만족됨이

해서는 아직 확실한 결론이 없는 상태로, 계속적인 이론 및

실험적으로 좀 더 정확하게 증명되었다.

[18]

실험적 연구가 필요하다.
그림 1(b)에서 볼 수 있듯이 그래핀의 valence 밴드와

conduction 밴드는 Dirac point에서 서로 만나고 있다. 따라

참고문헌

서, 외부 전기장 (게이트 전압)에 의해 그래핀 내에 흐르는 전

[14] Y. Zhao, P. Cadden-Zimansky and P. Kim (unpublished).
[15] D. A. Abanin and L. S. Levitov, Science 317, 641 (2007).
[16] J. R. Williams, L. DiCarlo and C. M. Marcus, Science 317,
638 (2007).
[17] B. Özyilmaz et al., Phys. Rev. Lett. 99, 166804 (2007).
[18] D. K. Ki and H. J. Lee, Phys. Rev. B 79, 195327 (2009);
D. K. Ki, S. G. Nam and H. J. Lee (unpublished).

하의 종류나 그 밀도를 변화시킬 수 있으며, 이는 그림 1(d)
에서와 같이 일정한 자기장에서 back 게이트전압만을 변화시
켜 서로 다른 양자 홀 상태를 측정할 수 있게 한다. 여기서
만약 시료 전체에 골고루 게이트전압을 걸어주는 것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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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적외선분광 측정에 의한 그래핀의 페르미 속도 측정의 예.[19]
전자‐전자 상호작용에 의한 페르미 속도의 변화.

그래핀에서의 상호작용
아주 높은 자기장에서의 n＝0 란다우 준위의 대칭성 깨짐
현상을 제외하고는 이제까지 기술한 것들의 대부분은 그래핀
내의 전하들이 다른 전하들이나 포논(phonon)들과 서로 상호
작용을 하지 않는 경우에 성립한다. 하지만, 페르미 에너지가

Dirac point에 근접하게 되면, 전하상태밀도가 거의 사라지

그림 9. (a) 실리콘 기판 위에 놓인 그래핀: 주변의 하전된 불순물에 의
한 전하의 산란이 전도특성을 결정 (보라색). (b) Suspended 그래핀:
주변의 하전된 불순물에 의한 영향을 덜 받아 탄도전도특성을 나타냄
(보라색).

게 되고, 이 때문에 주위 전하들에 의한 전기장 차폐 효과

(screening effect)가 감소하여 전하들 간의 상호작용이 클 수

에 가까워지는 등 외부 요인들에 의한 산란 효과가 상당히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전하들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로 가장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이 페르미 속도의 변화이며,

료의 저항을 측정한 결과, 50 K 이상의 온도와 높은 전하 밀

적외선분광을 통해 페르미 속도가 실제로 Dirac point 근처

도에서의 저항이 온도가 낮아짐에 따라 선형적으로 감소함을

[19]

에서 변화함이 밝혀졌다[그림 8].

이는 전하들간의 쿨롱상

[21,22]

또한, 이렇게 만들어진 그래핀 시

관측함으로써 acoustic 포논에 의한 산란이 그래핀의 전도특
[21]

호작용에 의한 것으로서, 그래핀 내에서 전자‐전자 상호작용

성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음이 실험적으로 제시되었다.

이 실재함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면, 전하 밀도가 0에 가까운 Dirac point에서는 높은 전하

그렇다면 전도특성으로 그래핀 내 전하들의 상호작용을 연

반

밀도에서와는 상반되는 온도에 따른 저항 변화가 관측되었으

구할 수는 없을까? 보통의 경우, 그래핀은 완벽하지 못한 실

며, 이는 기판 위에 놓여있거나 annealing되지 않은 그래핀

리콘 산화막(SiO2 layer) 위에 놓여 있게 되고, 때문에 산화막

에서는 관측되지 않았던 현상으로서 Dirac point 근처에서는

에 있는 전하를 띤 불순물들에 의해 그래핀 내의 전하들이

외부 산란 요인이 전도특성을 결정지음을 알 수 있었다.

산란을 하게 된다. 또한 시료 제작을 위한 공정에서 그래핀

하지만, 여전히 좀 더 명확한 정량적인 분석이 필요한 상황으

표면에 흡착되는 불순물들도 전하 산란의 주된 원인으로 작

로, 깨끗한 그래핀에서의 전하간 또는 전하‐포논 간의 상호작

용하기도 한다 [그림 9(a)].

[20]

따라서 그래핀 내의 상호작용을

[21,22]

용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전도특성을 이용해 연구하기 위해서는 실리콘 기판 위에 떠

이러한 전자‐전자 상호작용 외에, 스핀트로닉스(spintronics)

있으면서 표면에 흡착된 불순물도 거의 제거된 깨끗한 그래

연구에 매우 중요한 요소인 스핀‐오비탈 산란(spin‐orbit scat-

핀 시료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몇몇 연구팀에서 그래핀 밑에
있는 실리콘 산화막을 불산 용액으로 제거하고, 그래핀에 흡
착된 불순물들을 annealing 기법을 통해 제거하는 등 그래핀
을 최대한 깨끗하게 만드는 데 성공하였고 [그림 9(b)], 그것
의 전도특성을 측정한 결과, 그래핀 내 전하들의 이동도가

10만 cm2/Vs가 넘도록 현저히 증가되고 Dirac point가 0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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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탄소 원자 각각에 수소 원자가 붙어서 모든 탄소 원자가 sp3
[25]
결합을 이룬 그래판(graphane).

tering)은 그래핀에서 어떻게 나타날까? 그래핀은 원자량이
작은 탄소원자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스핀‐오비탈 산란률
이 아주 작음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그래핀을
이용한 스핀 밸브 효과(spin‐valve effect) 실험을 보면, 스핀‐
오비탈 산란이 아주 작긴 하지만, 어느 정도는 존재함이 알려
졌고,

[23]

3

이에 대한 원인으로 흡착된 불순물과 서로 sp 결합

그림 11. (a) 그래핀에 있는 전하들은 장벽을 느끼지 못하고 투과한다
[28]
(chiral tunneling).
(b) 입사각과 입사에너지에 따른 투과도의 변
[28]
화.
(c) 20 nm 정도의 좁은 국소 게이트를 이용, chiral tunneling에
의한 Fabry‐Perot 간섭효과의 관측.[29]

을 하고 있는 탄소 원자에 의한 것임이 최근 이론적으로 제
[24]

또한, 최근에는 그래핀에 수소원자를 흡착시

우선 chiral tunneling 현상에 대해 알아보면, 이는 상대론

켜 이러한 sp 결합을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연구가 이루어지

적 양자역학에서 다루는 Klein paradox에 의한 것으로 여기

시된 바 있다.

3

[25,26]

이를 이용하면 스핀‐오비탈 효과를

서 Klein paradox는 장벽(barrier)의 크기를 점점 증가시켜

그래핀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입사되는 입자(particle)의 상태가 장벽 내에 형성되는 반입자

고 있다 [그림 10].

국소적으로 스핀‐오비탈 산란의 크기나 방향을 조절함으로써

(anti‐particle)의 상태와 정합이 될 수 있을 정도까지 증가가

앞으로 그래핀을 이용한 스핀트로닉스 소자의 실현을 기대해

되면 장벽을 통과할 수 있는 확률이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말한다.

[27]

이를 실험적으로 관측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입자의 정지 질량을 넘어서는 정도의 장벽을 만들어야 하는데

상대론적 효과

이는 현실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하다 (자유 전자의 경우, 그
에너지가 약 1 MeV가 된다). 하지만, 그래핀의 경우 전하들

서론에서 그래핀 내의 자유전자는 광자와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그렇다면 그래핀에서 상대론
적 효과를 관측할 수는 없을까? 일반적으로 상대론적 효과의
관측을 위해서는 일반 실험실이 아닌 대형 입자가속기를 필
요로 하거나 우주 현상을 관측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는 상대
론적 현상의 관측을 위해서 물질들의 정지질량(rest mass)을
이겨내야 하기 때문인데, 그래핀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 전하
들의 경우 그 효과 질량이 0에 가까워 적은 에너지 영역에서

Klein paradox[27]와 같은 상대론적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고 이미 이에 관한 많은 이론들이 제시
가 되어 왔으며, 최근에 몇몇 연구팀에서 Klein paradox와
관련된 chiral tunneling에 의한 효과를 실험적으로 관측하
는 데 성공하기도 하였다 [그림 11].

[28‐30]

의 유효 질량이 거의 0에 가까우므로 이런 조건의 실현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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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며 장벽의 경계가 날카로워야만 관측할 수 있다. 만약 그

(a)

래핀 시료 자체가 확산전도 특성을 갖는다면 입사하는 전하
의 각도가 무작위로 변하게 되어 그림 11(b)에서와 같은 투과
율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만일 장벽의 경계가
무디다면, 접합 중간에 전하의 진입이 금지된 영역이 생겨서
전하가 장벽에 수직으로 입사하지 않는 한, 대부분 반사하게
[31]

된다.

따라서 미국 컬럼비아 대학의 김필립 교수 연구팀은

차선책으로 장벽의 폭을 아주 좁게 하여 적어도 장벽 내부에
서만이라도 그래핀이 탄도전도 특성을 가지도록 하였고, 여기
서 Fabry‐Perot 간섭효과를 측정, chiral tunneling에 의한
효과를 실험적으로 보여주는 데 성공하였다 [그림 11(c)].

[29]

또 다른 방법으로 p‐n 접합의 저항만을 수학적으로 차출하여
이론적 계산과 비교함으로써 그 저항 변화가 chiral tunneling
에 의한 효과를 고려할 때 잘 맞음을 보인 실험 결과도 있
다.[30]
이러한 chiral tunneling 효과를 이용한 다른 소자로는

Veselago lens를 들 수 있는데, 그림 12(a)에 보인 바와 같

(b)

이 장벽 내부의 전하 밀도에 따라서 그래핀 내에서 carrier

wave의 굴절률이 달라지는 것을 이용한 것으로, 특정한 경우
음의 굴절률을 만들어 그래핀 내의 전하들을 한 점으로 모을
수 있음을 보인 예이다.

[32]

이 밖에도 그래핀 superlattice를

이용한 전하의 supercollimation 현상이 이론적으로 제시되
었으며 [그림 12(b)],

[33]

이들 모두 그래핀의 독특한 밴드 구

조에서 오는 것으로 그래핀에서만 관측될 수 있는 특이한 상
대론적 효과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실험적으로 관측
하기 위해서는 국소 장벽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래핀
의 이동도가 높아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른다. 실험
적으로 국소 장벽 제작을 위해서는 국소 게이트가 필요한데,
대부분 이를 위해 그래핀 위에 부도층을 올리게 된다. 문제는
바로 이 층 자체가 그래핀의 이동도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한
다는 것이다. 만약 suspended 게이트를 사용하는 경우, 부도
층에 의한 문제는 없어진다 해도, 그래핀 위에 게이트가 떠
있기 때문에 게이트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최근 상대적으로 가늘고 그래핀 전체에
[32]

그림 12. (a) Veselago lens 효과.
collimation 효과.[33]

(b) 그래핀 superlattice에서의 super-

부도층을 덮을 필요가 없는 doped‐Si/SiO2 core‐shell 나노
와이어를 이용한 게이트 배치가 시도되었고, 이를 이용하여

능하며 그림 11(a)에서 보인 바와 같이 전하들이 지나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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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의 존재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통과하게 된다. 이때, 전하
들이 장벽을 통과하는 양은 그림 11(b)에 보인 것 같이 전하
들이 장벽에 입사하는 각도와 그 에너지에 대한 함수가 된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그래핀 시료 전체가 탄도전도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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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pseudo) spin 대칭성을 깨는 탄성 산란으로는 intravalley 산란과 intervalley 산란을 들 수 있는데, intravalley
산란의 경우 하나의 valley 내에서 iso(pseudo) spin 대칭성
이 깨지는 현상으로 그래핀에 내재하는 ripple들에 의해서 생
길 수 있다. Intervalley 산란의 경우는 하나의 valley에서 다
른 valley로 산란하는 것을 의미하며, 때문에 큰 모멘텀 산란
을 일으키는 원자 크기의 불순물에 의해 발생한다 [그림

13(a)].[36‐40] 이러한 산란들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이
weak localization 현상이다.[35‐40] Weak localization 현상은
주로 2차원 도체 내의 전하들이 일련의 산란을 거쳐 닫혀진
궤적을 형성하였을 때, 그것의 time‐reversed 궤적과 서로 보
강간섭을 함으로써 생기는 현상으로, 그 결과 도체 평면에 수
직으로 걸린 자기장 하에서는 음의 자기저항이 관측된다 [그
림 13(b)]. 앞에서 열거한 intravalley 산란이나 intervalley
산란이 없다고 가정하면, 그래핀의 경우, 전하의 모멘텀이

Dirac cone을 따라서 한 바퀴를 돌 때 얻어지는 π의 Berry’s
[3]
phase 때문에, 음이 아닌 양의 자기저항을 가지게 되는

anti‐weak localization이 나오게 된다. 이는 SiC 위에 결정
질로 키운 그래핀에서 실험적으로 관측이 된 바 있다.

[36]

하지만, 실리콘 기판 위에 놓인 그래핀의 경우, 열적 평형
그림 13. (a) 그래핀에서의 intravalley (점선)와 intervalley (실선) 산란.
(b) 산란의 종류와 크기에 따른 그래핀에서의 weak localization 현상의
변화 개념도.

을 유지하기 위해 그 위에 어쩔 수 없이 ripple이 발생하며
이 때문에 intravalley 산란이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anti‐

weak localization이 약해지게 되어 아무런 자기저항을 관측
[37]

할 수 없게 되기도 한다 [그림 13(b)].
아주 높은 온도에서도 상당량의 Fabry‐Perot 간섭효과의 성
공적인 관측이 이루어졌다.

[34]

하지만, 어느 정도의

근거리 산란을 주는 불순물들이 존재하여 intervalley 산란이
증가하면 다시 음의 자기저항을 보이는 weak localization이
나타나게 되고, 이를 실험적으로 관측한 보고가 있었다 [그림

양자 위상 결맞음 효과

13(b)].[38,39] 즉, 그래핀의 경우 iso(pseudo) spin의 존재 때
문에 위와 같이 weak localization 현상이 보일 수도 있고

앞 절에서는 그래핀에서의 상대론적 양자 현상들을 살펴보

안 보일 수도 있으며 반대로 anti‐weak localization 현상이
[40]

았다. 그렇다면 그래핀에서의 양자 위상 결맞음 현상(quan-

보일 수도 있다.

tum phase coherence effect)들은 어떠할까? 온도를 낮추게

래핀 만의 고유한 특성이라 볼 수 있다.

되면 양자 역학적인 위상이 상당히 긴 길이에 걸쳐 보존되고,
이 때문에 weak localization

[35]

이나 Aharonov‐Bohm oscil-

lation 같은 양자 간섭 효과(quantum interference effect)가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들을 관측함으로써 양자
위상을 산란시키는 비탄성 산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그래핀의 경우 iso(pseudo) spin에 의한 함수가 추가
적으로 존재하여 탄성 산란임에도 iso(pseudo) spin 대칭성
을 깨는 경우 양자 간섭효과가 영향을 받게 된다. 이는 일반
적인 물질에서 양자 간섭효과가 스핀‐오비탈 산란에 의해 영
향을 받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그래핀의 경우, 스핀

‐오비탈 효과가 아주 작아서 여기서는 무시하도록 하겠다.)

이는 다른 물질에서와는 확연히 다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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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간섭효과의 관측 조건이 달라지는지의 여부 등에 대해 아직
많은 이론 및 실험적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열전효과
일반적으로 전도특성 연구에서 도체 내의 전하들을 움직이
게 하기 위해 도체의 양단에 바이아스 전압을 걸어주게 된다.
반면, 전압을 걸지 않고 시료의 특정 방향으로 온도 차이만
주어도 양단의 전하들이 가지는 운동에너지가 달라지게 되고,
그 때문에 온도 차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전하들을 이동시
킬 수 있는데, 이를 열전효과(thermoelectric effect)라고 부

(b)

른다 [그림 15(a)]. 열전효과의 경우, 시료의 전자‐양공 대칭성
에 보다 민감하기 때문에, 전하가 양극성을 지니는 그래핀에
서 이를 측정하게 되면, 그래핀에서의 전자‐양공 대칭성에 대
해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43]

이를 위해 최근에

세 그룹에서 거의 동시에 arXiv에 실험결과를 올린 바 있으
며 [그림 15(b)],

[43‐45]

이는 현재 그래핀 연구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세 실험에서 모두 열전파워가 Dirac point를 지나면서 그
부호가 바뀌는 것을 관측하였으며, 이는 실제로 Dirac point를
지나면서 전도특성에 관여하는 전하의 종류가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는 실험적 증거이다. 그리고, 같은 종류의 전하에서도
그림 14. (a) 그래핀 고리에서의 Aharonov‐Bohm 효과 관측의 예.[41]
(b) 측면 게이트가 있는 그래핀 고리에서의 Aharonov‐Bohm 효과 관측
[42]
의 예.

열전파워의 값이 전하 밀도에 따라 변하고, 이 모든 변화들이

Mott formula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그래핀에
서 포논에 의한 drag 효과가 거의 없음을 보여주는 결과이
다.

[43]

또한 참고문헌 [44]에 따르면, 열전 파워의 전하 밀도에

Weak localization 현상과 더불어 고체 물리에서 관측할

따른 변화로부터 그래핀의 밴드 구조가 그림 1(b)에서와 같은

수 있는 위상 결맞음 효과로 Aharonov‐Bohm (AB) 현상을

Dirac cone형태를 가짐을 실험적으로 증명할 수 있었으며, 이

들 수 있다. 이것은 링 구조의 도체 내에서 움직이는 전하들

는 양자 홀 효과와 더불어 그래핀의 밴드 구조를 실험적으로

이 외부 자기장에 의해 링 안에 생기는 자속에 비례하는 게

보여준 중요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세 실험에서 모두

이지 위상을 얻기 때문에 생기는 간섭현상이다. 정확한 관측

평면에 수직인 방향으로 자기장을 걸어주어 로렌츠 힘에 의한

을 위해서는 링의 크기를 비탄성 산란 길이보다 줄여야 하

Nernst 효과를 관측하였고, 대부분의 Sxx와 Syx 값들이 여전히

고, 링의 폭 또한 너무 넓지 않아야 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측

Mott formula를 따르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Dirac

조건이다. 그래핀의 경우 처음 전도특성이 측정된 후 AB 간

point 근처에서 Sxx의 부호가 기대와는 반대로 나오고, Syx 값

섭효과를 보려는 연구가 몇몇 연구팀에 의해 진행이 되었으

이 아주 크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림 15(b)의 파

나 현재까지 극히 제한된 결과만 보고된 상태이다 [그림

14].[41,42] 또한, 모두 상대적으로 폭이 넓은 링 구조를 제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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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넓어서 AB 효과에 의한 간섭의 크기가 많이 줄어들어야
하는 영역이다. 아직까지 그래핀에서 AB 간섭효과 관측이 어
려운 이유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려진 바 없으며, 링의 폭이
나 링 구조에 따른 간섭효과의 변화 또는 weak localization
에서와 같이 intravalley 또는 intervalley 산란들에 의해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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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a) 그래핀에서의 열전효과 개념도. (b) 그래핀에서 관측된 열전효과.

란색 사각형 부분], 이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설명이 안 되는 부

온도보다 키운 영차원 그래핀 양자점에 대한 전도특성 연구

분이다. 다만 Dirac point 근처에 존재하는 전자‐양공 puddle

도 현재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46]

에 의한 영향이나

n＝0 란다우 준위에 있을 수 있는

anomalous edge state[8‐11]에 의한 영향이라 짐작되고 있다.

[50]

이 글에서 정리한 그

래핀에서의 상대론적 효과나 열전 효과의 경우 그 연구가 아
직 시작 단계에 있으며, 양자 홀 현상의 경우 n＝0 양자 홀

아직까지는 모든 실험들이 실리콘 기판 위에 놓은 그래핀

상태의 갈라짐 현상이나 분수 양자 홀 상태의 관측 등 아직

시료에서 행해졌다. 때문에 외부 불순물들이나 Dirac point

이론 및 실험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많으므로, 앞으로

근처에서의 전자‐양공 puddle들에 의한 영향이 그래핀의 열

더 많은 진척이 이루어질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전특성에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이고, 그래핀만의 고유한 열

2004년 처음으로 그 존재가 확인된 후, 그래핀은 그 특이

전특성 측정을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깨끗한 시료에서의

한 전도특성 때문에 기초 및 응용 물리학 양면에서 모두 많

열전효과 측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림 9(b)]. 이러한 연구는

은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고, 아직까지도 그 열기가 식지 않

시료 자체의 이동도의 향상으로 생기는 이점뿐 아니라 전자‐

고 있다.

양공 puddle이나 전자‐포논 산란에 의한 열전효과의 변화 관

든 연구성과들을 하나의 글로 다 정리할 수 없을 뿐 더러 이

측을 가능하게 하여, 기존 실험에서 관측되었던 이상 현상에

글을 쓰고 있는 시간에도 새로운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음은

대한 단서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분명하다. 따라서 중요하지만, 여기서 정리하지 못한 부분들

[4]

때문에 현재까지 이루어진 전도특성에 관련된 모

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그래핀에서 전도특

마치면서

성에 관한 중요한 연구들을 최대한 많이 담으려고 노력하였
으며, 이 글이 처음 그래핀 연구를 시작하고자 하는 분들이나

이제까지 그래핀의 전도특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
보았다. 그래핀의 밴드 구조를 처음 실험적으로 확인하게 한

이미 그래핀을 연구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반정수 양자 홀 효과를 시작으로 그래핀 내에서의 전자‐전자
또는 전자‐포논 간의 상호작용과 상대론적 효과 그리고 양자

참고문헌

위상 결맞음 현상 및 열전효과에 대해 간략하게 요약을 하였

[46] J. Martin et al., Nature Phys. 4, 144 (2008).
[47] H. B. Heersche, P. Jarillo‐Herrero, J. B. Oostinga, L. M.
K. Vandersypen and A. F. Morpurgo, Nature 446, 56 (2007).
[48] J. B. Oostinga, H. B. Heersche, X. L. Liu, A. F. Morpurgo
and L. M. K. Vandersypen, Nature Mater. 7, 151 (2008);
M. F. Cracium et al., Nature Nanotech. 4, 383 (2009); Y.
Zhang et al., Nature 459, 820 (2009).
[49] Y. W. Son, M. L. Cohen and S. G. Louie, Nature 444, 347
(2006); M. Y. Han, B. Özyilmaz, Y. B. Zhang and P. Kim,
Phys. Rev. Lett. 98, 206805 (2007); X. Li, X. Wang, L.
Zhang, S. Lee and H. Dai, Science 319, 1229 (2008); D.
V. Kosynkin et al., Nature 458, 872 (2009); L. Jiao, L. Zhang,
X. Wang, G. Diankov and H. Dai, Nature 458, 877 (2009).
[50] B. Trauzettel, D. V. Bulaev, D. Loss and G. Burkard, Nature
Phys. 3, 192 (2007); L. A. Ponomarenko et al., Science 320,
356 (2008); F. Moliter et al., Appl. Phys. Lett. 94, 222107
(2009); S. Moriyama et al., Nano Lett. ASAP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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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근접효과를 관측한다든가,
과를 측정하기도 하였고,

[23]

자성 물질을 붙여 스핀 밸브효
단일 원자층 그래핀뿐 아니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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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리본에 관한 연구 또한 그래핀 연구에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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