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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위상 절연체(topological insulator, TI)는 덩치 절연체(bulk 

insulator)인 동시에 금속성 표면 상태를 갖는 양자 물질이다. 

TI 표면 상태의 전자들은 자신의 스핀과 운동량이 수직으로 

고정되어 나선형 스핀(spin-helical) 특성을 갖게 되고, 이러한 

위상 표면 상태(topological surface state)는 비자성 

불순물들에 의한 후방 산란이 억제되는 수송 특성을 갖는다 

[1]. 위상 절연체의 위상 표면 상태의 존재는 각도 분해 

광전자 분광법(angle-resolved photoemission spectroscopy, 

ARPES) 연구를 통해서 주로 연구[2]된 반면에, 전기 전도도 

측정 실험에서는 위상 표면 상태에 의한 전기 전도 특성과 

시료 자체의 결함으로 인한 덩치 절연체의 전도 특성을 

구분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덩치 절연체의 전도 기여를 

줄이기 위해서는 TI 시료에 화학적으로 도핑을 하거나[3] 

게이트 전압을 인가하여 페르미 준위를 디락점(Dirac point) 

부근으로 이동 시키는 방법[4], TI 시료를 나노선(nanowire) 

또는 나노 리본(nano-ribbon) 형태로 성장시키는 방법[5] 등이 

제안되어 왔다. 

TI 나노선의 경우, 표면적 대비 체적 비율(surface-to-

volume ratio)이 증가함에 따라 위상 절연체의 표면 상태를 

통한 전기 전도도 특성이 증가[6, 7]하게 되는 특성을 

가지므로 다양한 TI 물질에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또한, TI 나노선이 초전도체와 접합을 형성할 경우 위상 

초전도 상태를 만들어 위상 양자 컴퓨팅(topological quantum 

computating)의 핵심 요소인 마요라나 구속 상태(Majorana 

bound state)를 형성할 수 있다는 이론적인 연구 결과들[8, 

9]이 있어서 고품질의 TI 나노선-초전도 접합을 형성하는 

실험적 기법을 확보하는 것은 차세대 초전도 양자 정보 

소자연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 실험 연구에서 우리는 Sb으로 도핑된 Bi2Se3 위상 

절연체의 위상 표면 상태의 증거로서 약한 반국소화(weak 

anti-localization, WAL) 현상에 의한 음의 자기 저항을 

관측하였고, TI 나노 리본의 장축 방향으로 자기장을 

인가하였을 때, 아로노프-봄 (Aharonov-Bohm) 효과에 의한 

주기적인 자기 진동을 관측할 수 있었다. (Bi1-xSbx)2Se3 TI 

나노 리본 위에 PbIn 초전도체 전극을 형성하여 조셉슨 

접합(Josephson junction) 소자를 제작하였을 때, 초전도 근접 

효과로 인한 초전류를 관측하였으며, 위상 절연체와 

초전도체 계면에서의 다중 안드레이 반사(multiple Andreev 

reflections) 효과에 의한 전기 전도도 봉우리를 관측할 수 

있었다. 또한, TI 나노 리본 조셉슨 소자에 마이크로파를 

인가하였을 때, 교류 조셉슨 관계식을 만족하는 전압 양자화 

효과(Shapiro steps)를 관측하였다. 이러한 실험 결과는 

우리가 사용한 (Bi1-xSbx)2Se3 TI 나노 리본과 PbIn 초전도체 

사이에 투과도가 높은 초전도 접합이 잘 형성되어 고품질의 

나노-하이브리드 조셉슨 접합[10, 11]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위상절연 나노 리본을 이용한 조셉슨 소자 연구는 

앞으로 마요라나 구속 상태의 관측 및 연구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12]. 

 

 

2. 실   험 
 

본 실험에서 사용한 (Bi1-xSbx)2Se3 위상 절연체 나노 

리본은 화학 기상 증착법(chemical-vapor deposition, CVD)을 

이용하여 실리콘 기판 위에 단결정으로 합성되었다[13]. 

이와 같이 Sb를 도핑하여 성장시킨 Bi2Se3 나노 리본은 덩치 

전도의 기여를 줄이고 표면의 기여를 높여주는 것으로 

알려졌다[3]. 우리는 단결정 (Bi1-xSbx)2Se3 TI 나노 리본을 

마이크로 텅스텐 팁을 사용하여 대면적의 Ti/Au 본딩용 

전극이 미리 올라간 두께 300 nm의 SiO2가 덮고 있는 고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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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형 실리콘 기판 위로 옮긴 후에 소자 제작 작업을 

진행하였다. 우선 전자빔 리소그래피(electron-beam 

lithography)를 써서 전극 패턴을 형성한 후, 현상(development) 

작업 후에도 남아 있을지 모르는 전자빔 레지스트(950 

PMMA A7)를 마저 제거하기 위해 산소 플라즈마(oxygen 

plasma) 처리(100 W, 40 초)를 진행하였다. 이와 더불어 대기 

중에 노출된 위상 절연체 표면에 형성되는 자연 산화막을 

제거하기 위해 상온에서 BOE(buffered oxide etchant)를 써서 

산화막 식각 처리(7 초)를 한 후에 초전도 박막을 

증착하였다[14]. 초전도 전극으로는 PbIn(300 nm)/Au(10 nm) 

박막을 사용하였으며 전자빔 증착기(electron-beam 

evaporator)로 증착되었다.  사용된 PbIn 초전도 전극은 

그래핀[15], PbS 반도체 나노선[11, 16], 그리고 금 나노선[17] 

등의 나노 구조체와 안정적인 초전도 접합을 형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Al 초전도 전극(TC,Al ~ 1.2 K)에 비해 

높은 초전도 임계온도(TC,PbIn ~ 7 K)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희석식 냉동기와 같은 고가의 극저온 냉동기 없이도 초전도 

접합 실험을 가능하게 한다는 장점을 갖는다[17, 18]. 완성된 

정상 금속 소자와 초전도 전극 소자의 주사형 전자 

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이미지를 Fig. 1a 

(소자 D1)와 Fig. 1c (소자 D6)에 각각 나타내었다. 소자의 

극저온 전도 특성 및 마이크로파 응답 특성은 기저 온도 3.0 

K의 무냉매 냉동기(성우 인스트루먼트)와 기저 온도 1.5 K의 

무냉매 고자기장 시스템(cryogen-free magnet system, 

Cryogenic Ltd.)을 써서 측정하였다. 시료의 자기 

저항(magneto-resistance)은 락인 증폭기(lock-in amplifier, 

SR830)를 써서 측정하였고, 전류-전압 특성은 소스 

미터(Keithely 2400)로 전류를 흘려주고 나노볼트 

전압계(Keithely 2182a)로 전압을 측정 하였다. 또한 냉동기 

외부에서 소자에 유입되는 잡음을 줄이기 위해 이단계 RC 

필터(차단주파수 fc ~ 10 kHz)와 파이 필터(fc ~10 MHz)를 

사용하였다. 

 

 

3. 결과 및 토의 
 

위상 절연체의 표면에서 전자의 스핀과 운동량은 서로 

고정(spin-momentum locking)되어 있는데, 이 경우 시간 역전 

경로(times-reversed paths)를 형성한 전자들은 π의 베리 

위상(Berry’s phase)에 의한 상쇄 간섭을 일으키게 되어 약한 

반국소화(weak anti-localization, WAL) 전도 특성을 보이게 

된다. 이 때, 자기장을 표면에 수직하게(B) 걸어주어 시간 

역전 대칭성을 억제하면, WAL 특성이 방해되어 자기 전도도 

또한 억제된다. 이로 인해 위상 절연체의 자기 전도도는 제로 

자기장 부근에서 최대값을 갖는 음의 자기 전도도(negative 

magneto-conductivity) 특성을 보이게 된다[19].   

우리는 실험에 사용한 TI 나노 리본과 같이 성장시킨 (Bi1-

xSbx)2Se3 나노 플레이트(nano-plate) (너비 w = 2.5 μm, 두께 t 

= 132 nm) 위에 정상 금속 Ti(5 nm)/Au(150 nm) 전극들을 

형성한 소자 D1에 대하여 자기 전도도 측정을 수행하였으며 

Fig. 1. (a) Magnetoconductivity, Δσ with a magnetic field perpendicular to the substrate at different temperatures, 

ranging from 0.3 K to 60 K. The solid lines are theoretical fits (see text). Inset: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image 

of (Bi1-xSbx)2Se3 nano-plate device (D1) contacted with Ti/Au electrodes, where the scale bar is 5 µm. (b) Lφ and α as a 

function of temperature. The red solid line is a fit of power law of Lφ. (c) SEM image of (Bi1-xSbx)2Se3 nanoribbon-

based junctions contacted with PbIn superconducting electrodes (D6). (d) Conductance variation (δG) vs. axial magnetic 

field (Baxial) at T = 1.6 K after subtracting smooth background conductance curve. Inset: Fast Fourier transform (FFT) 

of δG(Bax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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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데이터를 Fig. 1a에 심볼로 나타내었다. Y축(Δσ(B) = σ(B) 

- σ(0))은 자기 전도도 측정값에서 제로 자기장에서의 자기 

전도도 값을 빼 준 값으로서 음의 자기 전도도 특성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온도를 증가시킴에 따라 음의 자기 

전도도 특성이 약해지는데, 이는 열적 산란(thermal 

scattering)이 증가하면서 위상 결맞음 길이(phase coherence 

length, Lφ)가 감소하게 되어 WAL 효과가 억제되기 

때문이다[20]. 

우리는 이차원계의 약한 반국소화 이론(Hikami-Larkin-

Nagaoka, HLN)을 이용하여 측정 결과를 분석하였는데 

사용한 이론 식[21]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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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α는 전도 채널 상수, ħ는 플랑크 상수(Planck constant) 

h를 2π로 나눈 값, e는 전자의 기본 전하량, ψ는 

디감마(digamma) 함수이다. α는 결맞음 이차원 전도 채널 

하나에 대하여 -0.5에 해당하는 값을 갖는다. 식 (1)을 

이용하여 Fig. 1a에 나타낸 데이터의 온도에 따른 자기 

전도도 곡선들을 맞추게 되면 온도에 따른 Lφ와 α를 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Fig. 1b에 나타내었다. 위상 결맞음 길이 

Lφ는 T = 0.3 K에서 Lφ = 372 nm가 됨을 알 수 있는데, 이 값은 

기존의 Bi2Se3 위상 절연체에서 보고된 값들과 유사하며 본 

실험에 사용된 TI 시료의 너비와 비교할 때 이차원 한계 

조건(w >> Lφ)을 만족한다 [22, 23].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Lφ는 T-0.51의 비율로 감소(Fig.1b의 빨간 실선)하며 이는 

이론적으로 예측[24]된 이차원 전자계 전자들 사이의 상호 

산란에 따른 온도 의존성 관계(Lφ ~ T-1/2)를 잘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 측정된 음의 자기 전도도 

데이터는 (Bi1-xSbx)2Se3 나노 플레이트 위상 절연체 시료의 

이차원 표면 상태로부터 발생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전도 채널 

상수의 경우, T = 0.3 ~ 20 K 영역에서 α = -1.1의 값을 갖는데, 

이는 TI 나노 플레이트 시료의 윗면(αtop)과 아랫면(αbottom)에 

있는 두 개의 이차원 위상 표면 상태들이 같이 음의 자기 

전도도 특성에 기여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온도가 20 K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α의 크기는 단조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윗면과 아랫면의 두 위상 표면 상태와 절연 

덩치 상태 사이의 산란이 온도에 따라 증가하면서 표면 

상태와 덩치 상태의 분리도(decoupling)가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22]. 

위상 절연체가 나노 리본의 형태를 갖게 되면 아로노프-봄 

효과에 의한 특이한 자기 전도도의 진동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알려져 있다[6]. 이는 TI 나노 리본의 둘레를 따라서 

발현되는 양자 구속 효과로 인해 위상 표면 상태가 여러 개의 

일차원 서브밴드(subbands)로 양자화 되면서, 에너지-운동량 

분산 관계(dispersion relation)가 나노 리본의 장축 방향으로 

인가된 자기장이 만들어 내는 아로노프-봄 위상(Aharonov-

Bohm phase)과 더불어 위상 절연체 특유의  베리 위상을 

포함하는 형태로 변형되기 때문이다[25-26]. 따라서 TI 나노 

리본의 자기 전도도는 나노 리본 단면적을 지나는 장축 방향 

자속에 대하여 자속 양자(magnetic flux quantum, 0 = h/e)의 

주기를 갖고 진동하게 되며 이를 위상 절연 나노 리본에서의 

아로노프-봄 진동이라 부른다. 이와 같은 자기 전도도 진동은 

여러 위상 절연 나노 리본에서 실험적으로 보고되었으며 

위상 절연 나노 리본의 위상 표면 상태의 존재를 

확인시켜주는 증거로 여겨진다[6, 14, 27, 28].  

우리가 TI 조셉슨 소자 실험에 사용한 (Bi1-xSbx)2Se3 나노 

Fig. 2. (a) Temperature dependence of the I-V characteristic curves for device D6. Curves are offset for clarity. (b) 

Temperature dependence of IC. The solid line is the theoretical calculation (see text). (c) Differential conductance (dI/dV) 

vs. V characteristic curve at T = 1.5 K. The arrows indicate the subgap conductance peaks due to multiple Andreev 

reflections. Superconducting energy gap is estimated to be ΔPbIn = 0.81 meV. Inset: The obtained excess current is Iexc = 

46.6 μA (zero-voltage crossing point of the extrapolated line of the I-V curve at eV > 2ΔPbIn region). (d) Temperature 

dependence of V1
* and V2

*. The solid lines are fitting results using the BCS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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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본 소자(D6)의 주사 전자 현미경 이미지를 Fig. 1c에 

나타내었다. 나노 리본의 너비는 w = 587 nm이고 두께는 t = 

100 nm 이었다. 초전도 접합을 위해서 PbIn(300 nm)/Au(10 nm) 

전극을 사용하였고, 인접한 두 초전도 전극 사이의 간격은 L 

= 290 nm 이다. 온도가 T = 1.6 K일 때, 나노 리본의 장축 

방향으로 자기장(Baxial)을 인가하면서 측정한 자기 전도도 

변화 (δG(Baxial))를 Fig. 1d에 나타내었다. δG(Baxial)는 실제 

자기 전도도 측정값에서 포물선 모양의 배경 신호를 제거한 

값이다. 이 때, 전류는 전극 4번에서 5번으로 인가하였고, 

전압은 전극 1번과 6번을 이용하여 측정(채널 길이 Lch = 8.9 

μm)하였다. Fig. 1d에서 보이듯이 δG는 일정한 주기의 

자기장 간격으로 진동을 하는데, 제로 자기장에서 보이는 

자기 전도도 봉우리는 덩치 시료의 스핀-궤도 결합으로 인한 

약한 반국소화(WAL) 효과로 생각된다[29]. Fig. 1d의 삽화와 

같이 δG(Baxial)의 고속 푸리에 변환(fast Fourier transform, 

FFT)을 수행하게 되면, δG(Baxial)의 진동 주기가 Baxial = 795 

Oe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전자 현미경과 원자힘 

현미경(atomic force microscope, AFM)으로 측정한 나노 리본 

시료의 단면적은 S = wt = 5.8710-14 m2 이며, 이 값을 위의 

자기장 주기와 곱할 경우,  = SBaxial = 1.10 의 자기 

선속(magnetic flux) 주기를 얻게 되는데, 이 값은 아로노프-봄 

위상 간섭 이론에서 예측하는 주기인 0 = h/e 에 매우 근접한 

결과로서 본 실험에서 사용한 (Bi1-xSbx)2Se3 나노 리본이 위상 

표면 상태를 갖고 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된다. 실제 TI 

나노 리본의 경우, 표면에 형성된 자연 산화막 밑에 위상 표면 

상태가 존재하기 때문에 약 5 nm 두께를 갖는 산화막을 

고려하면 위의 차이를 잘 설명할 수 있게 된다[14, 30]. 추가로 

δG(Baxial)의 FFT 분석(Fig. 1d 삽화 참조)을 통해 h/e 주기의 

진동 외에 미약하지만 h/2e 주기의 진동도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Altshuler-Aronov-Spivak 진동으로 추정된다[25, 

31, 32]. 

TI 나노 리본으로 만든 조셉슨 소자의 온도에 따른 전류-

전압(I-V) 특성 곡선을 Fig. 2a에 나타내었다. 이 때, 전류는 

3번 전극에서 4번 전극으로 주입하였고, 전압은 2번 전극과 

1번 전극 사이에서 측정 하였다(Fig. 1c 참조). T = 4.3 K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 PbIn 초전도 전극과 (Bi1-xSbx)2Se3 나노 

리본 사이의 초전도 근접 효과로 인해 전압이 0인 상태에서 

전류가 흐르는 초전류 영역(supercurrent branch)이 관측되며 

초전류의 최대값에 해당하는 임계 전류(critical current, IC)는 

온도를 낮출 수록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5 K에서 IC = 7.2 

μA에 이른다. 정상 상태에서의 소자 저항(normal-state 

resistance, RN)은 9.5 Ω 이며 임계 전류와 소자 저항의 곱으로 

주어지는 ICRN 곱은 1.5 K에서 68.4 μV이다. 

TI 나노 리본 조셉슨 소자의 임계 전류의 온도 의존성을 

Fig. 2b에 나타내었다. 온도가 감소할수록 IC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전체적으로 오목한 형태를 보인다. 

실선은 긴 확산형 조셉슨 접합 영역(long and diffusive 

Josephson junction regime)에서 온도에 따른 IC의 이론적인 

맞춤식 결과로서 우리가 사용한 맞춤식은 다음과 같다[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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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a와 b는 맞춤 상수(fitting parameters)이고, ETh는 

싸울리스 에너지(Thouless energy), kB는 볼츠만 

상수(Boltzmann constant) 등을 의미한다. 싸울리스 에너지는 

ETh = ħD/L2의 관계식을 통해 추정할 수 있는데, 조셉슨 

소자를 이루는 두 초전도체 전극 사이의 채널 길이 L = 290 

nm와 TI 나노 리본의 확산 계수(diffusion constant) D = 51  

 
Fig. 3. (a) Microwave-power dependence of the I−V 

characteristics under microwave irradiation with fmw = 6.83 

GHz for device D6. Voltage plateaus are observed at V = 

Vn with n = 1, 2, 3. (b) I−V characteristics at fmw = 5.43 (D4), 

6.83 and 9.57 GHz (D6). Here, the voltage axis is 

normalized by hfmw/2e. The inset shows the frequency 

dependences of the voltage interval (ΔV) between Shapiro 

steps. The solid line is a theoretical prediction based on the 

ac Josephson relation. 

 

cm2/s 등을 사용하여 ETh ≈ 40 μeV 정도로 추정할 수 있었다. 

여기서 확산 계수(D = vFle/3)는 페르미 속도(Fermi velocity) vF 

= 3 × 105 m/s와 평균 자유 행로(mean freen path) le = 51 nm 

등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이 결과와 함께 식 (2)를 데이터에 

맞춤 한 결과, a = 5.6과 b = 1.2에서 가장 적합한 맞춤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온도가 1.5 K일 때 측정한 전류-전압 곡선을 미분하여 

전압에 따른 미분 전도도(differential conductance) dI/dV 특성 

곡선을 구할 수 있는데, 그 결과를 Fig. 2c에 나타내었다. dI/dV 

특성 곡선에서 여러 개의 미분 전도도 봉우리들을 볼 수 

있는데, 이는 PbIn 초전도 전극과 (Bi1-xSbx)2Se3 나노 리본 

사이 계면에서 일어나는 다중 안드레이 반사(multiple 

Andreev reflections, MAR)[34]에 의한 효과로 이해할 수 

있다[10, 15]. 일반적으로 정상 금속과 초전도체가 높은 

투과도(transparency, τ)를 갖는 접합을 형성할 때, 초전도 갭 

에너지(superconducting energy gap, Δsc) 보다 작은 에너지를 

갖는 전자가 정상 금속으로부터 금속−초전도체 계면으로 

입사하게 되면 전자는 계면에서 정공(hole)으로 되반사(retro-

reflection) 되는 동시에 쿠퍼쌍(Cooper pair)을 초전도체 

내부로 전달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안드레이 

반사(Andreev reflection)라고 하며 이상적인 경우에 접합의 

미분 전도도를 정상 상태에 비해 두 배로 증가 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35]. 조셉슨 접합 소자는 두 개의 계면을 갖고 

있어서 각각의 계면에서 안드레이 반사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다중 안드레이 반사(MAR)가 일어나는데, 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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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전도 갭 에너지를 정수배로 나눈 특정 전압(Vn
* = 2Δsc/ne, 

n은 정수)에서 미분 전도도 봉우리가 발생하게 된다[36].  

Fig. 2c의 dI/dV 특성 곡선에서 보여지는 미분 전도도 

봉우리들은 각각 V1
* = 1.61 mV와 V2

* = 0.81 mV 지점에서 

관측되며 이를 통해 예측되는 PbIn 전극의 초전도 에너지 

갭으로 ΔPbIn = 0.81 meV를 얻는다. V1
*와 V2

*에 해당하는 dI/dV 

봉우리들의 온도 의존성을 Fig. 2d에 나타내었는데, 실선으로 

표시한 Bardeen-Cooper-Schrieffer (BCS) 이론[35]에서 예측한 

초전도 갭 에너지의 온도 의존 특성을 잘 따르고 있으므로 

미분 전도도 봉우리들이 다중 안드레이 반사에 의해 발생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TI 나노 리본과 PbIn 초전도 전극 사이 

계면의 투과도는 초전도 과전류(excess current, Iexc)로부터 

추정할 수 있는데[11], Fig. 2c 삽화에 나타난 Iexc = 46.6 μA를 

써서 계면의 투과도가 약 τ = 0.6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TI 나노 리본과 초전도 전극 사이에 초전도 근접 효과로 

인한 조셉슨 소자가 제대로 형성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마이크로파 응답 특성을 측정하였다. 일반적인 

조셉슨 접합 소자에 진동수 fmw의 마이크로파를 조사할 경우, 

소자의 전류-전압 곡선은 특정 전압의 정수배에서 양자화된 

전압 특성, 즉 샤피로 계단(Shapiro step) 형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35]. 양자화된 전압은 조셉슨 교류 관계식에 의해 

Vn = nhfmw/2e로 표현된다. Fig. 3a는 TI 나노 리본 소자(D6)에 

fmw = 6.83 GHz의 주파수를 갖는 마이크로파를 쪼여 주었을 

때 얻어진 전류-전압 곡선으로서 마이크로파 발생기의 출력 

파워에 따른 변화를 보여준다. 화살표로 표시된 V1, V2, 

V3등의 전압에서 샤피로 계단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양자화된 전압의 크기는 ΔV = 14.1 μV로 일정하며 이는 

이론에서 예측한 값인 hfmw/2e 값과 정확히 일치한다. Fig. 

3b는 전압의 단위를 hfmw/2e로 정규화한 전류-전압 곡선으로, 

소자 D4의 경우 fmw = 5.43 GHz, 소자 D6의 경우 fmw = 6.83 

GHz 및 9.57 GHz의 마이크로파를 인가하면서 측정한 전류-

전압 곡선이다. 정규화된 전류-전압 곡선은 소자와 주파수가 

다르더라도 ΔV = hfmw/2e 간격으로 일정하게 양자화된 

샤피로 계단을 보여주는데, 이로부터 TI 나노 리본 기반의 

조셉슨 소자가 잘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더하여 Fig. 

3b 삽화는 샤피로 계단의 양자화된 전압이 마이크로파의 

주파수에 선형 비례하는 것을 보여주며, 그 기울기는 h/2e = 

2.07 μV/GHz의 조셉슨 교류 관계식을 잘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결   론 
 

우리는 (Bi1-xSbx)2Se3 위상 절연 나노 리본 위에 PbIn 

초전도체 전극을 형성하여 TI 나노 리본 조셉슨 접합을 

형성하였다. 아로노프-봄 효과에 의한 장축 방향 자기 저항의 

진동과 약한 반국소 현상에 의한 음의 자기 전도도 현상은 

위상 절연체의 고유한 양자 전도 특성으로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TI 나노 리본에 위상 표면 상태가 존재함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된다. 초전도 임계 온도 이하에서 초전도 

근접효과로 인한 초전류와 샤피로 계단, 다중 안드레이 

반사에 의한 미분 전도도의 봉우리들을 관측할 수 있었다. 

이러한 실험 결과로부터 TI 나노 리본과 초전도 전극 사이에 

높은 투과도의 계면이 잘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TI 나노 리본 기반의 조셉슨 소자는 

앞으로 마요라나 구속 상태를 검출하는 실험 및 연구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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