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연구진이 미래의 전자소자로 주목받는 저차원(1 

~2차원)계 신물질의 양자물성을 정확히 측정하는데 

필요한 기반 기술을 개발하였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 원장 박상열) 양자측정

센터 정수용 박사와 기초과학연구원(IBS, 원장 김두철) 

복잡계이론물리연구단 박희철 박사 공동 연구팀은 박막 

형태의 그래핀, 육방정질화붕소, 흑연을 겹겹이 쌓은 후 

전자터널링분광법(전자터널링분광법  양자역학적 성질

인 전자터널링 현상을 이용하여 에너지 변화에 따른 전

자상태밀도(양자축전용량) 변화량을 정밀하게 측정하

는 계측 방법)을 이용하여 그래핀의 양자전기물성을 고

정밀도로 측정하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그 동안 실리콘과 같은 3차원 물질이 전자소자로 사용

되었다면 최근에는 그래핀, 전이금속찰코제나이드(전이

금속찰코제나이드(TMDC) : 전이금속(몰리브덴, 텅스텐, 

나이오븀 등)과 찰코젠(황, 텔레륨, 셀레늄)원소가 2차원

계 박막 형태로 결합되어 있는 단결정 물질. 도체, 반도

체, 초전도 성질과 같은 다양한 물성을 보유하고 있어 차

세대 전기, 광학소재 물질로 각광받음) 등 3차원 물질과 

다른 물성을 보유한 2차원 물질이 주목받고 있다. 또한 2

차원계 박막 물질들을 인위적으로 결합시켜 그동안 존재

하지 않았던 전기, 광학, 열 물성을 보유한 신개념 나노소

자를 만드는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2차원계 물질의 복합 물성에 관한 기초연

- 표준연, IBS 공동연구팀 이차원 신물질 물성측정 기술 개발 

- 향후 다양한 종류의 저차원 물질의 물성측정 기술로 확대 

박막을 겹겹이 쌓는 방법을 통해 

‘저차원 신물질의 전기물성’을 정확히 측정

2차원 박막물질 복합구조로 제작된 그래핀 전자터널링소자 
/ 극저온, 고자기장 조건에서의 전자상태밀도 변화량 측정 결과 

흑 연 → 금속 전극 대신 흑연 사용

육방형질화붕소 → 부도체 간극을 유지하는 역할

그래핀

육방형질화붕소 → 그래핀의 본연의 물성 유지 역할 

정수용 박사가 개발한 고성능 나노소자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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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및 고정밀 측정기술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

다. 하지만 기존의 터널링분광법 측정기술은 터널링 간

극으로 사용되는 물질(진공, 산화물)이 다양한 환경적 

요소에 불안정하게 반응하고, 2차원계 소자구조의 물

리적 한계로 정확한 양자전기물성 측정이 어려웠다.  

  

이에 연구팀은 화학적, 물리적으로 안정적인 육방형

질화붕소 박막과 이차원 단결정 흑연의 복합구조로 구

성된 고성능 나노소자를 제작한 뒤, 전자터널링분광법

을 이용하여 단일막 및 이중막 그래핀에 대한 양자전기

물성을 정확하게 측정하는데 성공하였다. 

이번 연구 성과는 소자제작기술과 측정기술의 최적

화를 통하여 전자터널링분광법의 정밀도를 극대화시켰

으며, 개발된 측정법을 활용하여 극저온  고자기장 조건

에서 그래핀 양자축전용량을 고정밀도로 측정하는 것

을 가능하게 하였다. 

KRISS 양자측정센터 정수용 박사는 이번에 개발된 

이차원 복합구조 공정기술과 전자터널링분광법을 이용

한 양자전기물성 측정기술은 응용 분야가 광범위하여 

시연된 그래핀 물성 측정 이외의 다양한 저차원 신물질

의 양자전기물성 측정에 손쉽게 적용할 수 있다. 고 말

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미국화학회가 발행하는 나노 분야 학

술지 나노 레터스(Nano Letters- IF : 13.779) 2017년 1

월 12일 온라인판에 게재되었다.

KRISS 양자측정센터 정수용 책임연구원(오른쪽)이 극저온, 고자기장 
발생장치를 사용하여 그래핀의 양자전기물성을 측정하고 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 원장 박상열) 온도센터 양

인석 박사(39)가 측정과학 전문학술지 메트롤로지아(Met 

rologia) 편집위원에 선임되었다.  

메트롤로지아는 측정학 분야 국제 최고 권위의 저널로, 

전통적인 측정학 분야는 물론 화학, 생물학까지 그 분야를 

확장함으로써 논문 피인용 지수(Impact Factor)가 2009년 

1.6에서 2015년 2.5로 빠른 속도로 상승하였다. 

양인석 박사는 국제단위계 재정의를 위한 볼츠만 상수 

측정에서 국제적인 불일치를 해결하는 연구 성과를 메트롤

로지아에 발표, 2015년 하이라이트로 선정된 바 있다. 또한 

온도 측정학에서 요구되는 기체 측정학과의 융합 분야에서 

세계적인 성과를 내었다. 

메트롤로지아 편집위원회는 편집이사, 편집위원, 편집자

를 포함하여 총 20명으로 구성되며, 별도로 정해진 임기 없

이 저널의 특별호 기획 및 저널의 장기적인 편찬 방향에 관

한 전반적인 권한을 갖는다.

표준연 양인석 박사, 측정과학 전문학술지 
<메트롤로지아> 편집위원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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