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POSTECH 물리학과
나의 첫 논문 (My first physics paper) 프로그램

물리학과에서는 2019 년 논문 연구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강의실에서 배우지 못하는 실제 물리 연구활동에 관심있는
학부생 학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대상: 학부 3 학년 또는 졸업까지 1 년이상 남은 학부생
1 년 이상의 연구참여 기간동안 독립된 연구주제로 “연구설계-진행-결과분석-논문작성투고”까지 물리연구 전반에 대해 진행합니다. 지도교수는 위 기간중에 일정 정도의
결과도출이

가능한

학부생용

연구주제를

제안하고 연구참여 진행

및

저널

투고를

총괄합니다. 물리학과가 아니더라도 물리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은 모두 참여가능합니다.
* 상대적으로 단기간으로 진행되는 물리학과내 기존 연구참여 프로그램은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2. 참여기간: 2019 년 여름방학 – 2020 년 2 학기 (조정 가능)
3. 참여 방법:
[모집 및 선정]
참여 연구실과 담당 교수, 연구주제를 확인하고 해당 교수에게 email 지원
5 월 29 일(수)~6 월 12 일(수) 기간동안 담당 교수와 면담 진행
6 월 14 일(금)까지 선정 완료 후 공지
[진행] 2019 년 여름방학 – 2020 년 2 학기
매달 1 번 이상 지도교수와 연구진행관련 면담진행
참여 학생 대상 강의: 연구발표법(2019 년 겨울방학중), 논문작성법(2020 년 여름방학중)
[결과발표]
연구참여 결과 발표 : 2020 년 11 월 (잠정) 논문발표회에서 포스터 발표
SCI 저널 투고/ 2020 년 논문발표회 전까지
SCI 저널에 투고한 경우 국제학술대회 참가 지원 (최대 200 만원까지)

참여 연구실 및 지도교수
1. STM+Transport Laboratory / 김태환 (taehwan@postech.ac.kr)
스핀 편극 주사터널현미경을 위한 반자성 탐침 제작 및 응용
2. Theoretical biophysics & statistical physics / 전재형 ( jeonjh@postech.ac.kr)
Thermally driven random frequency phase oscillators coupled through random
networks & Target search in a fractal globule
3.

양자나노소자 연구실/ 이길호 (lghman@postech.ac.kr)

고품질 플루오린 그래핀의 스핀-궤도 결합 관측
4. 양자나노 포토닉스 연구실 / 신희득 (heedeukshin@postech.ac.kr)
Photon pair generation in a tapered fiber ring resonator
5. 고에너지 플라즈마 연구실/ 윤건수 (gunsu@postech.ac.kr)
금속박막-플라즈마-유전체 계면에서의 파동 생성
6. 나노전도이론연구실/ 이현우 (hwl@postech.ac.kr)
스핀전류와 오비탈전류
7. 펨토초 초고속 회절 및 이미징 연구실/ 송창용 (cysong@postech.ac.kr)
시분해 회절 이미징을 이용한 물질의 비가역 상변화 연구
8. 신물질 극한물성 연구실 /김준성 ( js.kim@postech.ac.kr)
2차원 삼각격자 자성체의 스핀액체상 연구

[연구실] STM+Transport Laboratory
[지도교수] 김태환 (taehwan@postech.ac.kr)
[연구주제 제목] 스핀 편극 주사터널현미경을 위한 반자성 탐침 제작 및 응용
[연구주제 설명]
원자를 볼 수 있는 현미경의 일종인 주사터널현미경의 탐침을 자성물질로 제작하면, 터널링
전자의 스핀을 구별하여 물질의 자성 구조를 함께 측정할 수 있다. 하지만, 강자성 탐침의 경우,
자체의 누설 자기장에 의해 관찰하고자 하는 물질의 자성 구조를 왜곡시키기 때문에 누설
자기장이 없는 반자성 탐침이 큰 관심을 끌고 있다. 하지만, 단일 원소의 반자성 금속인 크롬의
경우 쉽게 깨지는 듯 여러 물리적 물성이 날카로운 탐침을 제작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 최근
몇몇 반자성 합금을 이용한 탐침 제작이 제한적으로 성공한 사료가 발표되었다. 이번 연구에서는
이런 반자성 합금을 이용하여 원자 분해능을 얻을 수 있는 뾰족한 반자성 탐침을 제작하고 이를
활용하여 2 차원 강자성 물질의 자성 구조를 관찰하고자 한다.

antiferromagnetic tip

Figure 1 스핀분해 주사터널 현미경을 이용한 2차원 자성구조 관찰 개념도 (왼쪽),
반강자성 탐침을 이용한 원자 분해능의 스핀물성 관측 모식도

[희망 인원] 1명

[연구실]

Theoretical biophysics & statistical physics

[지도교수] 전재형 ( jeonjh@postech.ac.kr)
[연구주제 제목 및 설명]
Thermally driven random frequency phase oscillators coupled through random networks
각자 고유한 진동수를 가지고 서로 같은 방향으로 돌려고 하는 상호작용을 하는 phase oscillator
들은 Kuramoto 모형으로 기술된다. 본 연구에서는 random network 위에서 상호작용을 하는
oscillator들을 고려한다. Global coupling 모형에서는 고유 진동수의 분포함수의 모양에 따라
oscillator들의 synchronization transition의 종류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unimodal 형태의 진동수
분포함수에서는 이차 상전이가, bimodal 형태에서는 일차 상전이가 나타난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다. 본 연구주제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는 oscillator가 random network 위에 올려져 있을 경우
에, 분포함수의 모양과 상관없이 synchronization의 형태가 이차상전이를 따른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thermal noise가 oscillator의 상전이의 성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
다. Random network와 global coupling 두 가지 연결구조에 대해서 thermal noise와 고유진동수
분포함수의 모양에 따른 상전이의 변화를 살펴본다. 이러한 연구는 생체 내에서 주기를 가지는
개체들이 상호작용을 할 때 일어나는 자발적 집단현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Target search in a fractal globule
세포핵 안의 특정 염기 시퀀스를 댠백질이 어떻게 찾아가는가를 연구한다. 세포핵 안의 DNA는
프랙탈 글러뷸이라는 폴리머 모형과 같은 구조라 생각하고 그 안에서 확산 운동을 하는 입자가
특정 위치를 찾아가는 시간과 그것의 동역학적 성질에 대해 공부한다. 프랙탈 글로뷸과 확산 운
동을 하는 입자에 대한 코딩은 구축되어 있고 찾는 시간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위주로 연구가 진
행될 것이다.

[희망 인원] 두 주제 중 어떤 것이라도 관심있는 학생 최소 1명

[연구실]

양자나노소자 연구실 http://ghleelab.postech.ac.kr/

[지도교수] 이길호 (lghman@postech.ac.kr)
[연구주제 제목] 고품질 플루오린 그래핀의 스핀-궤도 결합 관측
[연구주제 설명]
고체물질에서의 스핀-궤도 결합 (spin-orbit coupling)은 전도전자의 내부 자유도인 스핀과 전자의
움직임에 대당하는 궤도특성을 결합시키는 현상이다. 이 현상은 위상물질의 위상학적 물성을 나
타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탄소원자로 이루어진 원자두께로 얇은 그래핀은 본래 이런 스핀-궤
도 결합이 매우 작지만 플루오린원자를 붙이게 되면 (플루오린화) 구조의 반전 대칭성이 깨지면서
스핀-궤도 결합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본 연구의 목표는 반데르발스 적층기법과 그래핀 플루오린
화 기법을 결합시켜 고품질 플루오린화 그래핀을 제작하고 스핀-궤도 결합의 세기를 저온양자전
도기법을 통해 측정하는 것이 목표이다.

Figure 2 플루오린 원자가 결합된 그래핀의 원자구조 모식도 (왼쪽), 플루오린 그래핀의 강한 스
핀-궤도 결합을 이용한 스핀홀효과 관측 예시
연구 계획
1.

그래핀, 질화붕소 등 반데르발스 물질을 스카치 테잎을 이용해 박리하여 광학현미경으로
찾는 법 습득 (1 개월)

2.

Reactive ion etcher를 이용해 그래핀을 플루오린화 시키고, 플루오린화 정도에 따른 그래
핀의 광학 대비도 관계 조사 (1 개월)

3.

플루오린화 그래핀을 질화붕소 부도체층 사이에 끼워넣는 적층구조 제작 (3 개월)

4.

E-beam lithography, e-beam evaporation 등 기법을 통해 나노소자 제작 (3 개월)

5.

헬륨 온도에서 비국소 저항 측정 (3 개월)

6.

결과 분석 및 논문작성 (3 개월)

관련 논문
1.

Colossal enhancement of spin–orbit coupling in weakly hydrogenated graphene. Nature
Physics 9, 284–287 (2013)

2.

Spin-orbit coupling in fluorinated graphene. Phys. Rev. B 91, 115141 (2015)

[희망 인원] 1명

[연구실] 양자나노 포토닉스 연구실 http://qnp.postech.ac.kr
[지도교수] 신희득 (heedeukshin@postech.ac.kr)
[연구주제 제목] 마이크로/나노 광섬유 링 공진기에서 광자쌍 생성 관측
[연구주제 설명]
광자 기반 양자정보에 필요한 요소 중 광원으로의 광자쌍을 생성하기 위해 tapered fiber를 이용
하여 링 공진기를 제작하고, 자발사광자 혼합을 이용하여 signal과 idler 광자쌍을 생성하는 실험
을 한다. 이 자발사광자 혼합현상은 마이크로/나노 광섬유의 두께를 조절함으로 크게 발생하게 된
다. 마이크로/나노 광섬유로 링 공진기를 제작하면 높은 Q-factor를 갖는 우수한 공진기를 생성할
수 있고 생성된 광자쌍의 스펙트럼을 포함한 광 특성도 아주 우수하여 양자통신과 같은 양자정보
학에 필요한 양자광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Figure 1 마이크로 광섬유와 매듭 이미지 (왼쪽), 마이크로 광섬유를 이용한 링 공진기 전산모사
결과 (오른쪽)

연구계획
연구에 참여하는 학생은 광섬유의 두께에 따른 광분산 시뮬레이션, 마이크로/나노 광섬유 제작,
제작된 광섬유를 이용하여 링 공진기를 제작하고, 제작된 링 공진기의 투과율과 같은 광학특성을
조사하여 설계대로 제작되었는지 확인한다. 약한 펌프빔을 링 공진기에 조사하여 자발사광자 혼
합을 통해 광자쌍을 생성하고 생성된 광자쌍의 양자적 특성을 단일광자검출기를 이용하여 조사하
고 양자얽힘 성질을 분석한다.

[희망 인원] 1 명

[연구실] 고에너지 플라즈마 연구실
[지도교수] 윤건수 (gunsu@postech.ac.kr)
[연구주제 제목] 금속박막-플라즈마-유전체 계면에서의 파동 생성
[연구주제 설명]
통상 Surface plasmon polariton (SPP)는 금속과 유전체 경계면을 통해 전파하는 파동을 의미한다.
(금속의 자유전자의 밀도 변화로 나타나는 정전기 파동과 유전체의 분극 변화를 통해 나타나는
전자기 파동의 특성이 결합된 형태임).
SPP 현상은 나노광학소자, 비선형광학소자, 고성능센서 개발 등에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전체와 금속 사이에 고밀도의 플라즈마(이온화된 가스)가 존재할 때 SPP 유형의 파동을 유도하
는 실험 방법을 개발하고 기초적인 분석을 수행한다

[희망 인원] 1명

[연구실]

나노전도이론연구실 https://sites.google.com/site/hwllab/

[지도교수] 이현우 (hwl@postech.ac.kr)
[연구주제 제목] 스핀 전류와 오비탈 전류
[연구주제 설명]
전자가 움직이면 전류가 생긴다. 그런데 전자는 전하 뿐 아니라 스핀각운동량도 가지기 때문에
전자의 움직임이 전하의 흐름 (전류) 뿐 아니라 스핀의 흐름 (스핀전류)도 만들 수 있다. 또한 고
체 물질에서는 전자가 스핀각운동량 뿐 아니라 원자 주변을 도는 오비탈각운동량도 가질 수 있고
오비탈각운동량을 유지하면서 전자가 고체 내에서 움직일 경우 오비탈의 흐름 (오비탈전류)도 만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체에 전기장을 걸었을 때 생기는 스핀 전류와 오비탈 전류를 계산
하는 것이 목표이다.

Figure 1 (왼쪽 그림) 전기장 E를 걸었을 때 생기는 오비탈 각운동량의 방향이 전자 운동량 k에
따라 변화하는 양상. (오른쪽 그림) 전기장을 걸었을 때 전자 오비탈 각운동량에 따라 전자 운동
궤적이 달라지는 양상.

[희망 인원] 1명

[연구실]

펨토초 초고속 회절 및 이미징 연구실 http://sites.google.com/site/femtoxv4

[지도교수] 송창용 (cysong@postech.ac.kr)
[연구주제 제목] 시분해 회절 이미징을 이용한 물질의 비가역 상변화

연구

[연구주제 설명]
물질의 회절 상으로 부터 위상복원을 통해 직접 이미지를 얻는 결맞는 이미징 기법을 활용, 초고
속 시분해 이미징 연구를 수행, 금속 나노입자의 매우 빠른 (피코초 스케일) 비가역 상변화 과정
을 직접적인 관측을 통해 규명하는 연구를 수행. 관련된 핵심 기법인 위상 복원을 익히고 실제
실험 데이터를 가지고 이비지를 복원하는 연구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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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주제 제목] 2차원 삼각격자 자성체의 스핀액체상 연구
[연구주제 설명]
액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기체는 온도를 내리면 액체상태를 거쳐 고체상태로 바뀝니다. 온도가
절대영도에 가까워지면, 분자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강하게 하고 일정한 주기와 대칭성을 가지며
정렬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태를 고체라고 합니다. 다만, 절대영도까지 온도를 내리더라도 고체상
태에 이르지 못하고 액체상태로 남는 유일한 예가 있는데 이는 액체 헬륨입니다. 이때 극저온에
서 헬륨은 서로 상호작용하지만 양자역학적인 효과로 고체상태가 되지 못하고 대신 초유체라는
특이한 상태를 가지게 됩니다.
스핀 액체
스핀으로 이루어진 자성체에서도 비슷한 현상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자성체의 각 원자에 속
한 스핀은 높은 온도에서는 무질서하게 요동치는 상태를 가지지만, 온도가 낮아지면서 서로간의
상호작용이 강해지면 일정한 형태로 정렬하게 됩니다. 이러한 스핀 정렬 상태는 앞서 언급한 고
체 상태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절대영도에 이르러서도 스핀들이 서로
상호작용 하되 정렬하는 특이한 상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스핀으로 이뤄진 액체상
태로 생각되어 스핀 액체상태라고 합니다. 스핀 액체상태는 매우 많은 종류의 스핀정렬 상태들이
양자역학적으로 중첩된 특이한 기저상태이기 때문에, 기존의 자성체와 다른 매우 독특한 자성특
성을 보이며 새로운 종류의 초전도나 양자소자의 개발에서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성 쩔쩔맴(Frustration)과 삼각격자
스핀이 격자구조에서 상호작용을 하면서도 극저온에서 스스로 정렬하지 않기 위해서는 상호작용
의 성질이 특별해야 합니다. 그 예 중 하나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삼각격자에서 반강자성 상호
작용을 하는 경우입니다. 서로 인접한 두 개의 스핀이 반대방향으로 정렬을 하는 것을 선호하는
상호작용을 하는 경우 보통의 경우 반강자성 정렬상태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스핀을 갖는 자성
원자가 2차원의 삼각격자를 이룰 경우에는 서로 인접한 세 개의 스핀이 동시에 반대방향으로 정
렬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자성 쩔쩔맴 (Frustration)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자성 쩔쩔맴

Figure 3 스핀액체상 개념도 (왼쪽) 삼각격자와 자성쩔쩔맴 효과 모식도 (오른쪽)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 스핀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도 동시에 정렬을 하는 것이 힘들게 되고,
스핀 액체상이 나올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자성쩔쩔맴 특성이 나타나는 2차원 삼각격자 자성

체에서는 스핀 액체상과 더불어 여러 특이한 자성 특성을 관측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정합(misfit) 화합물
부정합 화합물은 아래 그림과 같이 서로 다른 형태를 갖는 격자층이 결맞음
없이 쌓인 구조를 갖는 화합물입니다. 예를 들어, 전이금속과 칼코젠 원소가
결합된 삼각격자층이 희토류와 칼코젠원소가 결합된 사각격자층이 서로 번갈
아가면 쌓여 층상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이때 자성원소가 삽입되면 전이금속
칼코젠의 삼각격자층에 들어가면서 자성원소의 삼각격자를 만들게 됩니다. 자
성원소의 삼각격자층은 부정합 적층구조 때문에 서로 멀리 떨어지게 되어 2차
원 스핀계를 만들게 됩니다. 따라서 부정합 화합물을 이용하면 2차원 삼각격자
스핀계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연구는 부정합 화합물에 구
현된 삼각격자 스핀계를 제작하고,

자성특성을 극저온까지 측정하는 것을 목

Figure 4 부정합

표로 합니다. 특이한 자성 및 전도 특성을 관측하고 스핀 액체상 가능성을 판

화합물 격자구조

단하고자 합니다.
연구 계획
아래와 같은 순서로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부정합 화합물 합성 및 단결정 성장법을 습득하
고, 합성된 물질의 격자구조와 조성을 분석을 먼저 배우게 됩니다. 직접 성장한 단결정의 자성 및
전도 특성을 극저온 고자기장 냉동기를 이용하여 측정할 계획입니다. 측정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기존 자성체의 특성과 비교하고 스핀 액체상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 삼각격자 부정합 화합물 단결정 성장 및 결정성 분석
- 합성된 단결정의 저온 자성 및 전도성 측정
- 극저온 스핀액체 상태의 가능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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