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노 열 달

어떤 샘 의 한쪽 면을 가열하면 에 지가 차가운 쪽으로 흘러간다. 고체의 경우 자의 이

동 는 치가 고정된 원자의 진동에 의해 열이 달된다. 단열재는 이동 자가 없으므로 

원자의 진동에 의해서 열 달이 이루어 진다. 이러한 진동은 불규칙 인 것이 아니어서

(nonrandom) 원자들이 집단 으로 움직이며 장을 형성하는데 이를 포논(phonon, 음향자)

이라 한다. 일상생활에서 하는 세라믹 그릇과 같은 물체는 장이 서로 다른 많은 종류의 

포논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물체를 더욱 더 미세하게 만들면 거 한 물체에서와는 다른 포논의 성질이 나타남이 

최근 보고되었다. 미국 Caltech 물리학과의 M. L. Roukes 교수 연구 은 나노미터 크기의 

매우 작은 다리에서 포논의 성질을 실험 으로 규명하 다[Nature, 404, 974 (2000)]. 이 다

리는 그 폭이 약 500개의 원자들에 해당하는 크기를 갖는다. 연구 에 따르면, 나노 다리를 

통해 달되는 열의 양은 그 상한이 양자역학 법칙에 의해 제한된다.

그림 1a에 제안된  나노 하 (nanoharp)와 같은 나노 구조에서는 어떤 장의 포논에 의해

서도 열이 달되지 못한다. 가능한 포논  구조물 내에서 가장 진 장을 갖는 포논이 최

의 에 지를 갖는다. 그 보다 더긴 장의 포논은 존재할 수 없다. 더욱 작은 구조에서 최

 장이 감소하고 결과 으로 최  포논 에 지는 증가한다. 구조가 충분히 작아지면 이 

최  포논 에 지가 열 에 지 kBT를 과하게 되어 양자역학 인 포논의 성질을 기 할 

수 있다.

서로 다른 장과 성질을 지닌 포논들이 존재할 수 있는데 각각의 포논이 고유의 장 움직

임(비틀림 는 휘어짐)을 갖는다. 연구 은 고안한 소자의 앙에 열을 가하여 여러 가지 

포논을 생성시켰다(그림 1b). 이 에서 특정 포논만이 모서리에 부착된 다리를 통과할 수 

있었다. 특정 모드의 포논만이 통과되었으므로 나노 다리에서의 포논 스펙트럼이 양자화된 

것이다. 마찬가지로 나노 하 의 진동도 불연속 인 특정 주 수에서 가능하다. 



그림 1. 나노 열 달. (a) 나노 하 형의 나노 다리들, (b) 모서리의 나노 다리를 

통과하는 특겅 장의 포논들.

이와같이 양자화된 포논이 열 달에 어떠한 향을 미칠까? 여기서 차원이 요한 역할을 

한다. 1차원 나노 다리에서 포논은 장축방향으로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일반 으로 1

차원 시스템에서는 이동하는 모든 것들( 자, 자 등)이 양자화 된다. 로, 자의 흐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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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단 의 양자 도도를 갖는다. 마찬가지로 자나 도체에서의 자 , 그리고 

자에 의한 열이 공히 양자 이동 상을 띈다.

포논 역시 유사한 양자 이동 상을 보일 것으로 기 된다. 류의 경우 하와 질량을 이동

하는 반면 포논에 의한 열 달은 어떤 물체도 이동하지 않으므로 이 상은 일견 놀라운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자와 포논이 서로 다른 양자통계를 지님에도 불구하고 Landauer 공

식으로 자와 포논의 달 상을 일반 으로 묘사할 수 있다[Rev. Mod. Phys., 7 1 , S306 

(1999)].



이론 인 유사성과 달리 실험 인 측면은 매우 상이하다. 자기기를 사용하면 양자 기 

도도를 측정하기 수월하지만, 포논의 경우는 어려움이 많다. 첫째, 포논 다리를 열 으로 

고립시키려면 한쪽이 연결되어 매달린 구조를 형성해야 하고 둘째, 다리의 한쪽을 가열하고 

양끝의 온도차이를 0.001K의 정 도로 측정해야 한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연구 은 

단일 포논 모드가 π2kB
2T/3h의 양으로 열 도에 기여함을 발견하 다.

연구 의 결과는 나노구조에서 양자물리학  찰이 처음으로 가능해졌다는 에서 의의가 

크다. 향후, 포논의 수를 세거나 포논들간의 간섭 상을 찰하는 등 포논의 양자성에 한 

실험들을 기 해 본다. [Nature, 404, 943 (2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