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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mically-grown nanostructures provide a promising platform to study various quantum phenomena in low-dimensional systems. The high crystallinity in their structures

(a)

(b)

(c)

(d)

and the hugh versatility in their compositions make such
nano-structured materials more attractive for research in
the field of mesoscopic quantum transport. Quantum confinement and quantum interference effects such as the
Coulomb blockade, weak localization, universal conductance fluctuations, and Febry-Perot interference have been
successfully observed in chemically-grown nanostructures
such as carbon nanotubes and semiconducting nanowires.
Nowadays, more sophisticated schemes of multiple-quantum dots and nanostructure/superconductor hybrid de-

Fig. 1. Representative bottom-up nanostructures (a) C60 (b) carbon nanotube (c) semiconductor nanowires (d) graphene.

vices are being developed for the realization of quantum information devices, in which single-bit operation can be at-

Science)은 상향식(bottom-up) 접근 방법으로 성장시킨 나노

tained by manipulating quantum-mechanical entities such

구조체의 발견(혹은 발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as the charge, the spin, and the photon.

나노구조체의 대표적인 예로는 탄소나노튜브, 나노선 (혹은 나
노막대), 그래핀 등이 있는데 (Fig. 1 참조) 이들은 단결정이면

들어가는 글

서 저차원 전자계를 형성함으로써 중시계물리학의 근간이 되
는 양자구속(quantum confinement)과 위상결맞음(phase co-

20세기 말부터 활발하게 연구되기 시작한 나노과학(N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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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ence) 현상을 쉽게 발현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일반적으로
차원이 낮고 결정성이 좋을수록 물질의 양자역학적 특성을 관
찰하기가 쉬워진다. 이러한 양자역학적 특성을 보이는 물질의
합성으로 중시계물리학의 연구범위가 더욱 다채로워졌으며 새
로운 양자전도 현상의 발견과 이를 바탕으로 한 양자정보소자

(quantum information device)의 개발로 이어지고 있다.
이 분야 연구개발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원자 하나하나 수
준에서 물질을 제어해서 원하는 양자역학적 특성을 갖는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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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을 합성하고 이를 이용해서 기존의 반도체소자가 갖지 못

(a)

한 새로운 기능성을 갖는 양자소자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실리콘 단결정의 성장과 실리콘 트랜지스터의
실현, 그리고 연이은 집적기술의 발전으로 완성된 20세기 반
도체기술의 발전 모델이 21세기 양자정보소자기술에도 적용
될 수 있을 것이며 중시계물리학은 그 기반을 이루는 토대가
될 것임을 의미한다. 이 글에서는 위에서 열거한 나노구조체
중에서 특히 탄소나노튜브와 나노선을 이용한 최근의 중시계
실험 결과들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전망을 논의하고자 한다.

(b)

(b)

[1]

그래핀의 양자전도 현상에 관한 연구 결과는 앞선 글 에서
매우 자세히 다루어졌으므로 이를 참조하기 바란다.

나노구조체의 양자구속 효과
나노구조체의 저차원 전자계로서의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나
는 현상은 나노구조체를 이용한 양자점(quantum dot)의 단
전자 터널링(single electron tunneling)이라고 말할 수 있다.
나노구조체의 전기적 특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나노선 혹은

current ON

current OFF

Fig. 2. (a) A single carbon nanotube connected to two electrical
leads.[3] (b) Schematic view of the device operation of a single-electron transistor.

탄소나노튜브와 같은 나노구조체의 양쪽 끝에 금속 전극을
연결하게 되는데, 이때 전극과 나노구조체 접합면에 절연층

(Fig. 2 참조). 나노선의 경우 탄소나노튜브보다 뒤늦게 단전자

(insulating layer)이 형성될 수 있다. 이러한 절연층이 충분

투과 현상이 보고 되었는데 전하의 충전에너지가 충분히 크

히 얇으면 (대략 2 nm 이하) 금속전극에 있는 전자가 나노구

지 않아서 상온이 아닌 극저온에서 작동하는 경향이 있다. 하

[4]

조체로 터널링(tunneling)이라는 양자역학적 현상을 통해 에

지만, 구성 물질의 조성 및 성분에 대한 선택적 성장이 용이

너지의 손실 없이 넘어갈 수 있게 된다. 만약 나노구조체의

하고 직경이나 길이를 조절하면서 성장시킬 수 있다는 독특

크기가 매우 작다면 나노구조체에 전자를 하나 더 추가로 넣

한 장점을 갖는 나노선의 특성을 활용하여 스웨덴 룬트

는데 필요한 에너지, 즉 전기충전에너지(electrical charging

(Lund) 대학 연구팀은 서로 다른 밴드갭을 갖는 InAs와 InP

energy)가 매우 커져서 뒤이어 오는 전자의 진입을 막는 쿨

의 헤테로구조(hetero-structure)를 갖는 나노선을 성장시킨

롱장벽효과(Coulomb blockade effect)가 나타나게 된다. 결

후 InAs 양자점 내부의 전도 전자 갯수를 극소 단위까지 조

국 나노구조체를 통해서 전기가 흐르기 위해서는 전자가 하
나씩 움직일 수밖에 없게 된다. 나노구조체의 크기가 작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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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게 되고 이러한 양자점에 인접한 게이트를 만들어서 전
압을 인가하면 양자점 내부의 전자 수를 한 개씩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와 같이 양자점 내부의 전자 수
를 하나씩 조절해서 전류의 개폐(on and off) 상태를 조절하
는 소자를 단전자 트랜지스터(single electron transistor)라
고 한다.

[2]

나노구조체를 이용한 단전자 트랜지스터는 먼저 탄소나노
튜브를 이용해서 실험적으로 구현되었다. 1998년에 네덜란드
델프트(Delft) 공대의 Dekker 교수 그룹에 의해서 상온에서
[3]

작동하는 탄소나노튜브 단전자 트랜지스터가 최초로 개발 되
었는데 이 논문은 4000회 이상의 피인용도를 기록하면서 이
후 탄소나노튜브를 이용한 나노소자 연구의 전성기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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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

나노구조체의 위상결맞음 현상
양자역학적으로 전자는 입자와 파동의 성질을 동시에 갖고
있으며, 전자의 상태는 양자역학적 파동함수로 표현된다. 연
못에 던져진 두 개의 돌멩이가 상호 간섭하는 주기적인 물결
파를 만들어내듯이, 파동성을 갖는 전자들 사이에도 양자역학
적인 간섭(interference)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일상적인 경
우에 이러한 간섭효과는 열적 요동(thermal fluctuation)이나
시료 내부의 결함 등의 요인에 의해 가리워져서 쉽게 드러나
보이지 않는다. 가까이에 위치해 있는 전자들의 파동함수 위

(b)
(b)

상은 서로 엇비슷한데 그 전자들이 위상의 유사성을 유지하
면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는 거리를 위상결맞음
길이(phase coherence length)라고 한다. 만일 위상결맞음
길이가 시료의 크기보다 크고 온도가 낮아서 열적 요동이 작
다면 전자의 양자역학적 특성, 다시 말해 전자의 파동적 성질
에 의한 양자간섭 효과를 실험적으로 관측할 수 있게 된다.
나노구조체는 결정성이 매우 좋고 저차원 구조이기에 위상결
맞음 길이가 길어서 전자의 양자역학적 전도 특성을 실험하
기 위한 매우 이상적인 기반(platform)이 된다.

Fig. 3. (a) SEM image of Ge/Si nanowire double quantum dot
[7]
device. (b) Color plot of the conductance through InAs nanowire
[6]
double quantum dot as a function of local gate voltages.

위상간섭의 결과로 나타나는 양자전도 현상의 대표적인 예
로는 약국재(weak localization; WL) 현상과 전기전도도 보
편요동(universal conductance fluctuations; UCF) 등이 있
다. 이들은, 양자역학적인 위상간섭 효과를 고려할 경우, 고체

절 가능함을 실험적으로 보였다.

[5]

이후 나노선 양자점 연구

내부의 전도성 전자가 불순물들과 여러 번 충돌한 후에 다시

는 스핀 큐빗(spin qubit)의 기본 구조인 이중 양자점(double

제자리로 돌아오는 확률이 고전적인 경우보다 두 배로 증가

[6]

quantum dot) 소자 연구 로 옮아가게 되어 이를 이용한 전
[7]

하검출기

실험 등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 (Fig. 3 참조).

함으로써 시료의 저항이 증가하게 되거나(WL), 서로 다른 충
돌 경로를 지나온 전자들 사이의 상호 간섭 효과에 의해서

나노선 양자점 소자는 기존의 이차원 전자계 양자점에 비

2
전기 전도도가 양자화 전도도 값(  /  ,여기서  는 Planck

해 주기율표 상의 매우 다양한 물질들에 대한 양자점 연구를

상수,  는 전자의 전하량) 내에서 재현 가능하게 요동치는 현

가능하게 함으로써 향후 이를 이용한 스핀 기반 양자정보소

상(UCF)을 가리킨다. 이들 양자간섭 현상을 관측하기 위해서

자의 실현 가능성을 한층 더 높이고 있다. 이는 스핀 이완

는 금속 전극과 나노구조체 사이에 매우 투명한(transparent)

시간(spin relaxation time)이나 스핀-궤도 상호작용 인자

접합이 형성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투과 장벽이 필요했던 양

[8,9]

(spin-orbit interaction parameter)

같은 스핀 큐빗 소자

의 기본 물성을 다양한 물질의 나노구조체 양자점 실험을 통
하여 탐색․비교함으로써 큐빗 소자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양자정보소자가 최적화된 성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나노구조체를 선택적으로 성장시키거나 양자점 사이
의 결합 정도(coupling strength)를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것
이 비교적 수월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에 더하여 일차원 나
노구조체의 경우 초전도체 또는 자성체 전극을 갖는 하이브
[10]

리드 소자 의 제작이 이차원 전자계에 비해 용이하기 때문
에 양자점이 초전도체 또는 자성체와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양자정보소자의 출현이 기대되고 있다.[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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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

된 Fabry-Perot 간섭현상은 일반적으로 투과율이 높은, 즉
대부분의 전자를 투과시키고 일부만을 반사시키는 두 개의
탄소나노튜브/금속 접합 사이에 전자를 넣어주면 전자가 두
접합 사이를 오가면서 투과와 반사를 거듭하면서 주기적인
간섭무늬를 만들어내는 현상이다.

R

[17]

이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나노구조체 내에서 전자들이 탄성 운동(ballistic motion)을
해야 하기 때문에 충돌자유행로(mean free path)가 짧은 나
노선의 경우에는 관측이 용이하지 않았으나, 최근에 이스라엘

Weizmann 연구소에서 InAs 나노선을 이용하여 성공적으로
관측한 바 있다.

[18]

도너츠나 파이프와 같이 가운데가 비어있는 (수학적으로는
B (T)

multiply-connected) 나노구조체 양단에 전극을 붙이고 전류

(b)
(b)

를 흘리면 전자의 입장에서는 두 개의 서로 다른 경로가 가
능해진다. 만약 전자와 같이 파동성을 갖는 입자를 서로 다른
두 개의 경로로 통과시키면 광학에서 잘 알려진 Young의 이
중슬릿 실험에서와 같이 파동의 중첩으로 인한 간섭무늬를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탄소나노튜브와 같은 도체에서는 자
기장을 변화시키면서 저항을 측정하면 자기장에 따른 주기적
인 저항의 변화를 볼 수 있는데 이를 Aharonov-Bohm 진동

(oscillation)이라고 한다. Aharonov-Bohm 진동의 주기는 가
운데 비어 있는 부분의 면적에 자기장을 곱했을 때 전자의
자속 양자(flux quantum  /  )가 되게 하는 자기장의 크기
가 된다. 계산해 보면 알 수 있지만 직경이 3 nm인 단겹 탄
소나노튜브의 경우 그 주기가 300 T 이상이 되어서 현재의 기술
Fig. 4. (a) Aharonov-Bohm oscillations observed in multi-walled
[19]
carbon nanotube device.
(b) Magnetoresistance curve obtained
from In2O3/InOx core/shell heterostructure nanowire device. Inset:
[20]
SEM image of the nanowire device.

로는 실험적으로 관찰하기가 불가능에 가깝다. 지금까지 대부
분의 실험결과가 직경이 10 nm 이상의 다중겹 탄소나노튜브
[19]

에서 얻어졌고

(Fig. 4(a) 참조) 저항 변화의 주기가 아하로

노프-봄 진동인지 아니면 이와 유사한 물리 현상이지만 주기
자점의 경우와 대비된다. 실험적으로는 InAs 또는 InN 나노
[13,14]

선을 이용해서 전기전도도 보편요동 현상

이 측정되었고
[15,16]

약국재현상 또한 InAs 나노선을 이용해서 관측

되었는데

전기전도도 보편요동 효과를 소멸시키기 위해 수십 개의 나
노선을 병렬로 연결하여 그 통계적 평균(ensemble average)
을 구하는 방법이 사용되었다. 이들 실험 결과로부터 나노구
조체에서의 양자역학적 위상결맞음 길이를 구할 수 있는데,
앞선 실험들에서 반도체 나노선의 경우에 약 300 ∼ 400 nm
정도의 값을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실험 결과는 앞으로 나
노구조체를 이용하여 인위적으로 조작 가능한 양자상태를 구
현하기 위한 소자를 디자인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나노구조체 내부를 통과하는 전자의 파동성을 보
여주는 대표적인 예로 Fabry-Perot 간섭과 Aharonov-Bohm
진동(oscillation)을 들 수 있다. 탄소나노튜브에서 처음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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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edition

(a)

(a)

하다.
나노구조체-초전도체 하이브리드 접합에 관한 초기의 연구
[23,24]

결과는 주로 탄소나노튜브를 사용한 실험 결과들이었다.

초전도 근접효과(superconducting proximity effect)에 의하
면 초전도체 전극과 마주하고 있는 탄소나노튜브가 초전도성
을 갖게 되고, 이에 의해 두 초전도체 사이에서 탄소나노튜브
를 가로질러 쿠퍼쌍들의 흐름 혹은 초전류가 흐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었지만 당시에 실험적으로 이러한 초전류를
관측하지는 못하였다. 스위스 바젤(Basel) 대학 연구팀이 탄

(b)
(b)

소나노튜브-초전도체 접합에서 초전도 근접 효과의 결과로서 나
타나는 다중 안드레이 반사효과(multiple Andreev reflection)
[24]

현상을 분명하게 관측 하였음에도 초전류의 실험적 증거는
요원하였다. 이후 네덜란드 델프트 공과대학에서 InAs 나노
[13]

선을 이용한 실험에서 성공적으로 초전류를 관측 한 이후에
동일한 실험적 기법으로 탄소나노튜브-초전도체 접합에서 마
[25]

찬가지로 초전류를 관측 할 수 있었다. 이후 그래핀-초전도
[26]

체 접합
Fig. 5. (a) Artistic illustration of an InAs nanowire contacted
with two superconducting electrodes. Cover image of Nano
Letters.[10] (b) InAs nanowire SQUID with local gate electrodes
to tune the Josephson coupling (bottom) or to form a quantum
[28]
dot between two superconducting electrodes.

[27,28]

및 나노구조체-초전도체 양자간섭소자

실험 등

이 연이어서 성공적으로 수행됨으로써 비로소 나노구조체-초
전도체 하이브리드 접합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되었다.
이러한 나노구조체-초전도체 하이브리드 접합 연구의 의의
는 단순히 나노구조체를 따라 흐르는 초전류를 관측한 것에
머물지 않고, 전기전도도 보편요동(universal conductance

oscillation)인지 논란이 정리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

fluctuations)이나 전기전도도 양자화(conductance quanti-

런 점에서 가운데가 부도체이고 바깥이 도체인 이종접합 나

zation), 콘도(Kondo) 효과 같은 개별 나노구조체의 중시계

노선은 Aharonov-Bohm 진동 실험에 큰 장점을 지닌다. 나

양자전도 특성이 응집물질 물성인 초전도성과 결합함으로써

노선의 직경을 키워서 진동주기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Fig. 4(b)).[20]

나노구조체를 이용한 하이브리드 양자소자
나노구조체가 아니더라도 초전도체나 자성체는 초전도 전
자쌍(또는 쿠퍼쌍) 또는 스핀 분극된 전자들 사이에 위상결맞
음 현상이 존재한다. 이는 초전도 혹은 자성 질서도(order

parameter)로 표현되며 그 물질의 초전도성 혹은 자성 정도
를 가늠하는 잣대로 사용되기도 한다. 나노구조체의 고유한
특성인 양자 구속 혹은 양자간섭(quantum interference) 특
성이 초전도체 혹은 자성체의 응집물질 물성과 결합할 때에
새로운 양자전도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차원 전자계로 이루어진 양자접점(quantum point

contact) 구조에서 전형적으로 관측되는 전기전도도 양자화
(conductance quantization)[21]의 경우에, 양자접점의 양쪽
끝이 초전도체 전극과 투명한 접합을 이루었을 때 흐르는 초
전류 값 또한 양자화되어 흘러간다는 이론적 예측[22]이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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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

체적으로 뒤흔들 만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나노역학적으로 공진기(resonator) 구실을 하는 나노
구조체의 특성과 중시계 전도 특성을 조합함으로써 개별 전
자의 투과 현상에 따라 나노구조체의 공진 특성을 조절하는
[36]

연구

또한 새로운 종류의 양자정보소자의 출현을 앞당길

전망이다. 이러한 최첨단의 연구가 가능한 데에는 무엇보다
도 최근의 비약적인 반도체 기술 발전과 이에 따른 하향식

(top-down) 공정기술의 발전이 화학적 성장에 기반한 상향식
(bottom-up) 나노합성기술의 발전과 잘 어우러진 결과라고

(b)
(b)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치는 글
나노구조체를 이용한 나노 과학이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
었던 배경에는 실리콘에 기초한 기존 반도체 메모리 기술이
한계점에 머잖아 도래할 것이라는 인식 때문이었다. 나노구조
체가 갖고 있는 저차원 양자계라는 본질적 특성을 이용한다
Fig. 6. (a) Energy level diagram for a proposed Josephson light[33]
emitting diode.
(b) Schematic view of a proposed Majorana
fermion detector. One-dimensional semiconductor nanowire with
strong spin-orbit Rashba interaction is embedded into a super[35]
conducting quantum interference device.

면 궁극적으로는 단일 전하, 단일 스핀, 단일 광자 등의 단일
양자들을 정보의 전달 및 처리, 저장 등에 이용할 수 있을 것
이다. 그 동안 국내 연구진의 각고의 노력 끝에 나노소재 합
성 및 나노소자의 이론 및 실험 연구에 관한 국제적인 연구
성과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는 바, 나노구조체를 이용한 양자

[13]

초전류 보편요동

과의 기우성(parity)

[29]

혹은 초전류 양자화,
[30]

안드레이 반사효

소자 연구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가일층 배가된다면 기

같은 새로운 양자전도 현상을 발현시

존의 나노소재․소자와 관련한 국내의 국제적인 연구 역량과

켰다는 점에 있다. 이와 같은 특성을 활용한다면 인위적으로

더불어 탁월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전망된다.

전자 혹은 쿠퍼쌍의 양자상태를 전기적으로 제어하는 것도
[28]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노구조체를 이용한 중시계 연구의 최근 동향은 지금까지
의 하이브리드 접합 특성 연구에서 더 나아가서 본격적인 양
자정보소자를 구현하기 위한 심도깊은 연구들이 동시 다발적
으로 진행되고 있다. 전기적으로 제어 가능한 거시적 양자투
과(macroscopic quantum tunneling) 현상을 관측[31]하거나
[32]

쿠퍼쌍을 이용한 얽힘(entanglement) 상태 의 구현을 통해

EPR 역설(Einstein-Podolsky-Rosen paradox)을 검증하는
실험 또는 나노구조체에 주입된 쿠퍼쌍을 광자로 전이하여
응집상 큐빗(solid-state qubit)을 광학상 큐빗(photonic qu-

bit)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셉슨 발광소자(Josephson light
emitting diode)를 구현하려는 이론적 제안[33](Fig. 6(a) 참조)
등이 그러하다. 이에 더하여 최근에 등장한 위상절연체의 나
노구조체의 자기저항 측정을 통해 Aharonov-Bohm 진동을
관측[34]하거나, 일차원 나노선-초전도체 접합을 이용하여 마요
라나 페르미온(Majorana fermion)을 찾기 위한 다양한 이론
[35]

적 제안 (Fig. 6(b) 참조)들은 앞으로의 중시계 연구방향을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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