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연구진이 그래핀의 한계를 뛰어넘을 차세대 반

도체 물질로 주목받고 있는 흑린의 독특한 물리적 특

성을 세계 최초로 규명하였다. 이번 연구결과는 나노 

레터스(Nano Letters-IF:13.592) 온라인 판에 5월 25

일 게재되었다. 교신저자는 배명호 박사이며 공동 제1

저자로 충남대학교 최선재 석사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김범규 박사가 연구에 참여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 원장 직무대행 박현민) 

양자측정센터 배명호 박사팀은 3차원 구조의 흑린 속 

전하들이 열전현상*에 있어 평면방향(2차원)으로 움직

인다는 것을 입증하고 이를 통해 반도체 흑린 소재의 

열전 현상을 기판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제어할 수 있

음을 규명하였다. 

배명호 박사팀은 흑린 속 전하가 2차원 전자계 형태

로 흐른다는 최근 연구 결과에 착안, 열전현상(온도가 

다른 두 금속을 접촉하면 전기가 흐르게 되는 현상)에

 -  흑린을 사용한 열전 반도체 소자 개발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이론적 현상 발견해

표준연, ‘흑린’의 독특한 물리적 특성 

세계 최초로 규명 

KRISS 양자측정센터 김범규 박사, 배명호 박사, 이태호 연구원(박사과정)(오른쪽부터)이 
저온측정 장비로 흑린 소자의 열전 특성을 측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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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동일한 움직임을 보일 것이란 가설을 세우고 흑린 

전하의 움직임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검은 인으로 불리는 흑린은 상온에서 다른 2차원 소

재보다 10배 이상 빠른 전하 이동도를 보일 뿐만 아니

라, 특정 방향으로 전기 전도도는 높지만 열전도도가 

낮은 성질을 가져 효율이 높은 열전 소재 후보로 연구

되고 있다. 

이러한 흑린의 내부 전하들은 전계 효과를 통해 기판

과 가장 가까운 몇 개 원자 층에 가두게 되면 위아래로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고, 평면 방향(2차원)으로만 이

동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기판으로 쓰이는 산화실리콘 

표면에 존재하는 불순물에 의해 생긴 불규칙적인 전기

장이 흑린의 전하 흐름에 방해를 줘 열전현상에도 영향

을 미친다. 

KRISS 배명호 박사팀은 기판 속 불순물이 흑린 전하

의 흐름에 방해를 줄 때의 흑린 제벡계수(Seebeck 계수 

: 재료의 두 접전 간에 온도차에 의해 발생하는 기전력

과 온도차의 비)의 온도 의존성 관측을 통해 열전현상

에서 흑린 전하가 평면 방향(2차원)으로 이동함을 규명

하였다. 기판 속 불순물을 조절한다면 흑린의 열전현상

도 같이 제어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배명호 박사는 향후 열전 반도체 소자로 흑린을 효

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흑린과 기판의 상호작용

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이번에 밝혀낸 흑린의 특성

을 통해 산화실리콘 기판의 불순물을 조절하거나 불순

물이 거의 없는 질화붕소 등 다른 종류의 절연체를 활

용하여 열전현상을 제어하는 방법을 제안한 것에 의의

가 있다 고 말했다.  

반도체 및 전자부품의 세계적 유통업체인 Mouser 

Electronics, Inc.(마우서 일렉트로닉스 ; www.mous 

er.com)가 엔지니어들이 타이머, 카운터 및 클락에 관

한 최신 기술 정보를 쉽고도 명확하게 보여주는 타이밍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사이트를 새롭게 발표했다.

Mouser가 엔지니어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애플리

케이션 & 테크놀로지 사이트의 일부인 타이밍 테크놀

로지 마이크로 사이트는 타이밍 및 클락 시스템 설계와 

관련된 기사와 동영상 등 풍부한 자료뿐만 아니라 최신

의 주파수 신디사이저, 멀티플렉서, 클락 발생기를 비

롯해 Mouser에서 구매 가능한 여러 부품들의 정보도 

제공한다. 

Mouser.com의 새로운 타이밍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사이트는 타이밍 테크놀로지에 대한 지식을 넓히고자 

Mouser, 타이밍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사이트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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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엔지니어들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하는데 기

술 섹션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개의 주요 카테고리로 분

류된다.

  개요는 타이밍 테크놀로지와 애플리케이션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들을 설명한다. 

  오실레이터는 오실레이터의 구조와 목적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다양한 종류의 클

락, 프로그래머블 및 크리스탈 오실레이터에 대한 

링크들을 제공한다.

  클락 제너레이터는 빨라진 시장 출시, 시스템 부품 

비용 절감, 더욱 작은 PCB와 더 적은 설계 인건비

를 가능하게 하는 타이밍 솔루션에 대해 심화된 내

용을 다룬다. 

  특정 애플리케이션은 엔지니어들이 일반적 목적의 

클락 대신 특화된 타이밍 솔루션을 포함해야 하는 

환경을 자세히 다루고 있다. 

  클락 시스템 설계는 스큐와 지터를 감소시키며, 다

양한 기준 주파수를 이용해 시스템을 개발할 때 추

가해야 할 필수 요건과 고려해야 할 각종 내용들에 

대해 논의한다. 

특별 제품 세션은 엔지니어들이 효율적인 타이밍 설

계를 위해 고려해야 할 제품들 중 Mouser에서 구매 가

능한 부품들을 소개한다. 여기에는 텍사스 인스트루먼

트의 LMX2592 광역 주파수 신디사이저, 실리콘 랩스

의 Si5380 12-output JESD204B 클락 제너레이터, 

IDT의 8V19N40x FemtoClock NG 지터 감쇠기 및 클

락 신디사이저 등이 포함된다. 기사 섹션은 MEMS 오

실레이터 ; 오실레이터, 클락, 버퍼 및 리드라이버 보

기나 클락 트리 설계 소개와 같은 내용들을 제공한다. 

모든 기사에는 코멘트와 질문을 남기면서 그 주제로 더 

깊이 토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된다. 기술 자료 

섹션은 클락 및 타이밍 시스템 설계에 있어서 소자의 

선택과 시스템의 고려사항 등을 다룬 동영상, 애플리케

이션 노트, 백서를 제공한다. 클락 설계, 크리스탈 오

실레이터 및 JESD204B 시리얼 인터페이스와 같은 주

제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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