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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opological insulator (TI) in contact with a conventional superconductor can provide a useful platform for creating exotic quasi-particles such as Majorana fermions. Here, we report the
quantum electronic transport properties of (Bi0.84 Sb0.16 )2 Se3 TI nanowire in contact with superconducting electrodes. When a magnetic field is applied perpendicular to the substrate, a negative
magneto-conductance behavior is observed as a result of a weak antilocalization (WAL) effect in
the topological surface states. In the superconducting state of the Al electrodes on top of the TI
nanowire, a conductance enhancement is observed due to Andreev reflection at the interface between the TI nanowire and the superconducting electrode. Our experimental results should be useful
in developing TI-based superconducting junctions, which are essential ingredients for topological
quantum computing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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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0.84 Sb0.16 )2 Se3 위상절연체 나노선의 양자 전자 수송
임흥순 · 김홍석 · 김남희 · 도용주∗
광주과학기술원 물리· 광과학과, 광주 61005, 대한민국
(2018년 7월 27일 받음, 2018년 8월 31일 수정본 받음, 2018년 9월 6일 게재 확정)

위상 절연체와 저온 초전도체가 서로 접합을 이룰 때, 접합 계면에서 마요라나 페르미온과 같은 특이
준입자 상태를 형성한다는 것이 이론적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는 (Bi0.84 Sb0.16 )2 Se3 위상절연체 나노선
위에 알루미늄 (Al) 초전도 전극을 형성함으로써 위상 절연체의 위상 표면 상태에 의한 양자 전도 특성을
확인하고 Al 전극에 의한 초전도 근접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위상 절연체 나노선
소자 표면에 수직한 방향으로 자기장을 인가하였을 때, 위상 절연체 나노선 소자 표면에 수직한 방향으로
자기장을 인가하였을 때, 자기 저항이 감소하는 것을 관측하였는데 이 결과는 위상 표면 상태에 의한
반약국재 현상으로 이해되며 위상절연체의 표면에서 발생한 것임을 실험적으로 뒷받침한다. 위상 절연체
나노선 소자를 Al 전극의 초전도 임계 온도 이하로 냉각시킬 경우, 위상 절연체와 초전도 전극 사이 계면에서
발생하는 안드레이 반사에 의한 전기 전도도 증가 현상을 관측할 수 있었는데, 이는 초전도 근접 효과가 잘
이루어 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실험 결과는 위상 양자 소자 연구에 필수적인 위상 절연체-초전도체
접합을 제작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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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위상 절연체 (topological insulator, TI) 는 물질 내부에
밴드 갭을 갖는 절연체인 동시에, 그 표면을 따라서는 금
속과 유사한 전기전도성을 갖는 성질을 갖는다. 위상 절연
체의 표면 상태는 디락 분산식을 따르면서 위상학적으로
보호되는데, 이는 위상 절연체의 강한 스핀-궤도 상호작용
에 의해 나타난 밴드 역전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성질이다.
이러한 위상 표면 상태는 시간 역전 대칭성을 만족시키면서
시료의 불순물들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되는데, 위상 표면 상
태를 따라서 흐르는 전자들의 운동량과 스핀의 방향은 서로
수직으로 고정되어, 전자의 운동 방향이 정반대 방향으로
산란되는 경향이 억제되는 특성을 가진다 [1,2]. 이러한 위
상 절연체는 각분해 분광학 (angle-resolved photoemission
spectroscopy, ARPES) 방법을 통해 Bi1−x Sbx 의 표면에서
디락 원뿔 (Dirac cone) 구조의 에너지 밴드가 존재함을 확
인함으로써 실험적으로 입증되었으며 [3–6], 이후 Bi2 Se3 ,
Bi2 Te3 등의 물질들에 대해서도 유사한 ARPES 방법을
이용하여 위상 절연체임이 추가적으로 밝혀졌다 [7].
이론적 예측 [8]에 의하면 위상 절연체 표면에 저온 초전도
체를 접합 시켰을 때 위상 표면 상태가 초전도 근접 효과를
받아 알짜 스핀, 전하가 없으면서 시간-역전 대칭성에 의해
보호 받는 위상학적 초전도체(topological superconductor)
가 형성된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강한 스핀-궤도
상호작용을 가지는 반도체 나노선 [9–14]과 함께 위상 절
연체를 이용하여 마요라나 페르미온 (Majorana fermion)
을 생성하기 위한 연구가 최근까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15–23]. 하지만 시료의 결함으로 인해서 삼차원 위상 절연
체의 덩치 (bulk) 부분이 이상적인 절연체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전하 수송이 위상 절연체의 표면 뿐만아니라 덩치
에 의해서도 이루어진다는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덩치 부분의 기여도를 최대한으로
줄이면서 표면 상태의 기여도를 크게 하기 위한 시도들이
있어왔는데, 화학적 도핑 [24,25]이나 외부 게이트 전압을
가하는 방법을 이용해 페르미 에너지 준위를 디락 지점
근처로 이동시키거나 [26], 시료를 물리적으로 일차원에
가깝게 나노선 구조로 만들어서 부피 대비 표면적의 비율을
증가시키는 방법 [27] 등이 그것이다. 특히, 위상 절연체
나노선 구조의 경우, 마요라나 페르미온이 발현되는 위치를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28] 위상 초전도체 연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플랫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9–31]. 본 연구
에서는 Sb 도핑된 (Bi0.84 Sb0.16 )2 Se3 위상 절연체 나노선의
자기 저항 측정을 통해 위상 절연체의 반약국재 현상 (weak
antilocalization, WAL)을 확인한 후에, 위상 절연체 표면에
초전도체 접합을 형성하여 계면에서 발생하는 초전도 근접

Fig. 1. (a)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image
of topological-insulator (TI) nanowire device, D1, contacted with normal (Ti/Au) electrodes. (b) SEM image of TI nanowire-superconductor junction device, D2,
contacted with superconducting (Ti/Al) electrodes. For
the measurements, the current is injected from I+ to I− ,
while the voltage difference is measured from V+ to V− .
효과의 결과인 안드레이 반사 효과를 관측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써서 고품질의 위상 절연체-초전도체 계면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II. 실험 결과
본 실험에서 사용한 (Bi0.84 Sb0.16 )2 Se3 위상 절연체 나
노선은 화학적 기상 증착법 (chemical-vapor deposition) 을
이용하여 실리콘 기판 위에 성장시켰다. 나노선의 단면은
직사각형 모양이며, 실험에 사용된 나노선들의 폭은 200 nm
∼ 600 nm, 두께는 70 nm ∼ 200 nm, 길이는 수 마이크로
미터의 크기를 갖는다. 성장된 나노선 중 하나를 마이크로
팁을 써서 소자용 p++ 실리콘 기판 위로 옮긴 후에 전자빔
리소그래피를 이용하여 나노 전극을 형성할 패턴을 형성하
였다. 전자빔 감광제 (950 PMMA A7) 를 현상한 이후에는
나노선에 자연적으로 생긴 산화막을 BOE (buffered oxide
etch) 용액으로 식각한 후에 전자빔 증착 방법을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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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lor online) (a) Angle-dependent magnetoconductivity data of device D1. Inset: schematic for the measurement configuration. (b) Magnetoconductivity data plotted as a function of the perpendicular magnetic field. The red
line is a theoretical fit (see text). (c) Temperature dependence of magnetoconductivity (symbols) and its theoretical
fit (lines), respectively. (d) Temperature dependence of α (square) and Lφ (circle). The solid line is a fit of power law
dependence of Lϕ .
Ti (180 nm)/Au (20 nm) 또는 Ti (6 nm)/Al (120 nm)

맞음 길이보다 작을 경우, 전도 전자가 시료 내부의 여러

금속 박막을 증착하였다. 완성된 소자의 전자 현미경 사

불순물들과의 충돌을 거친 후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진을 Fig. 1(a) 및 (b) 에 각각 나타내었다. 양자 전도 특성

닫힌 경로를 만들 수 있는데, 이때 시간 역전 대칭성 (time-

실험의 경우 전자의 위상이 결맞은 상태로 존재해야 하기

reversal symmetry) 이 보존된다면 정반대 방향의 충돌을

때문에 저온 장비를 이용하여 절대 온도 2.4 K에서 측정을

거친 경로 또한 양자 역학적으로 가능해진다. 서로 반대 방

진행하였으며, 장비에 장착되어 있는 전자석을 이용해 자

향으로 진행하는 두 충돌 경로들 사이의 중첩 효과에 의해,

기장을 최대 1 T까지 걸어주었다. 또한 전기적 특성 측정

전도 전자가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고립되어 음의 자기

시에 외부에서 유입되는 전자기파 잡음을 줄이기 위해 차단

저항 (magnetoresistance) 을 보이는 현상을 약국재 (weak

주파수가 10.6 kHz인 저역 통과 RC 필터와 락인 증폭기

localization) 현상이라고 한다. 위상 절연체의 경우에는,

(lock-in amplifier) 를 사용하였다.

강한 스핀-궤도 상호 작용의 결과로서 전도 전자가 충돌

Fig. 2(a) 는 위상 절연 나노선 소자의 외부 자기장에 따

경로를 거친 후에 π 만큼의 베리 위상 (Berry phase) 이 파동

른 전기 전도도 측정 결과이다. 그림의 y 축 ∆σ 는 이차원

함수에 덧붙여져서 양의 자기 저항 (또는 음의 자기 전도도)

전기 전도도의 변화량으로서 ∆σ = (G(B) − G(0)) × L⁄W

을 보이는 반약국재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Fig. 2(a) 에

로 정의된다. 이 식에서 G(B) 는 자기장 (B) 변화에 따

나타난 자기 전도도 (magneto-conductance) 곡선은 기판

른 전기 전도도 함수이며 L 은 두 전압 측정 전극 사이에

에 대해 자기장이 이루는 각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위치한 나노선의 길이, W 는 나노선의 너비를 의미한다.

자기장의 수직 성분 (B sin θ) 에 대해서 다시 그려보면 여러

위상 절연 나노선 소자의 전기 전도도는 자기장이 증가함에

각도에 대해서 얻어진 결과들이 하나의 곡선으로 합쳐지는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위상 절연체의 표면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2(b) 참조) [32]. 이는 우리가

상태에서 나타나는 반약국재 현상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관측한 음의 자기 전도도 특성이 위상 절연 나노선의 표면

[29,30]. 시료의 크기가 전도 전자의 파동 함수의 위상 결

상태에 의한 것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기 전도도 곡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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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lor online) (a) Temperature dependence of zero-bias conductance peak (ZBCP) observed in device D2.
(b) Temperature dependence of superconducting gap energy (symbol) of Al electrode. The solid line is a theoretical
fit, followed by BCS theory. (c) In-plane magnetic field dependence of ZBCP at T = 0.3 K. Inset: schematic for the
measurement configuration. (d) Color-coded plot of differential conductance (dI/dV ) as a function of B and V .
이차원계에서 나타나는 반약국재 현상을 설명하는 Hikami-

Lφ = 308 nm, 채널 계수는 α = 0.81이 됨을 알 수 있었다.

Larkin-Nagaoka (HLN) 이론을 잘 따르는 것으로 알려져

HLN 이론에 따르면, 이상적인 이차원 전도체의 경우 채널

있는데, 그 관계식은 다음과 같다 [33].
(
)
(
)]
[
ℏ
1
ℏ
αe2 ][
ln
−
Ψ
+
,
∆σ = − 2
2π ℏ
4eL2φ B
2 4eL2φ B
(1)

계수 α = 0.5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예측된다. 본 실험에서

되기 때문에 이상적인 경우에 α = 1.0의 값을 갖게 된다.

식 (1) 은 이차원 전기 전도율 (magnetoconductivity) 의 변

실험 결과로부터 얻어진 채널 계수가 이보다 작게 된 것은

화량 (∆σ = σ(B) − σ(0)) 에 대한 식으로서 강한 스핀-궤도

실험에 사용한 위상 절연체의 덩어리 (bulk) 부분이 완벽한

상호작용과 큰 탄성 산란 시간을 가지면서 자성 불순물에

절연체가 아니어서 덩어리 부분 채널과 표면 채널 사이에

의한 산란이 거의 없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이 식에서

발생한 결합으로 인하여 독립된 두 개의 채널을 갖지 못하

α 는 전도 채널의 개수를 나타내는 계수이며, ℏ 는 플랑크

기 때문 [34]으로 이해된다. HLN 이론식 결과에 비해 전기

상수를 2π 로 나눈 상수, e 는 전자의 기본 전하량, B 는 외

전도도 실험값은 잡음과 유사한 요동을 보이는데, 이러한

부 자기장의 수직 성분, Ψ 는 디감마 (digamma) 함수를

요동은 서로 다른 여러 각도에서 자기장을 인가할 때 반복

의미한다. 실험 데이터를 HLN 이론식에 맞출 경우에, 위상

적으로 나타나면서 수직 자기장 값에 대해서 서로 일치하는

결맞음 길이 (phase coherence length, Lφ ) 를 얻을 수 있다.

결과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무작위적으로 발생하는 일반

Fig. 2(b) 에 보인 것처럼, 여러 각도에서 구한 자기 전도

잡음과는 구별되는 현상이다. 이러한 전기 전도도 요동은

도 측정값들을 자기장의 수직 성분에 대해서 다시 그렸을

서로 다른 충돌 경로들을 따라서 진행하는 전도 전자의 파동

때, 하나로 합쳐진 곡선처럼 나타나는데, 이 곡선을 앞에서

함수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위상 간섭 (phase interference)

설명한 이차원 HLN 이론식에 맞춤 한 결과를 붉은색 실선

효과로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전기 전도도 요동 (universal

으로 나타내었다. 식 맞춤의 결과로부터 위상 결맞음 길이는

conductance fluctuation) 현상으로 생각된다. 실험에서

사용한 위상 절연체의 경우에는 시료의 윗면과 아랫면의
표면 상태가 동시에 기여를 하기 때문에 α 의 값이 두 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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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된 전기 전도도 요동의 크기가 전기 전도도 양자 값
2

(e /h) 과 유사한 점도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한다.
Fig. 2(c) 는 위상 절연체 나노선 소자의 자기장에 대한
전기 전도율의 변화량 (∆σ) 을 절대 온도 T = 2.4 K에서 15
K까지 시료의 온도를 바꿔 가면서 측정한 결과이다. 이때,
외부 자기장은 기판에 수직한 방향으로 인가되었으며, 게
이트 전압 (Vg ) 은 -0.3 V를 인가하였다. 자기장이 증가함에
따라 전기 전도율이 감소되는 크기는 온도가 증가할수록
줄어들었는데, 이는 증가된 열잡음 효과에 의해서 위상
결맞음 효과에 의해 나타난 반약국재 현상도 같이 억제
되었기 때문이다. 전기 전도율 측정값을 HLN 이론식에
맞춤으로써 Lφ 와 α 를 각각의 온도에서 구할 수 있었는데,
그 결과를 Fig. 2(d) 에 나타내었다. 위상 절연체 표면에서
전기 전도에 기여하는 채널의 개수를 의미하는 α 계수는
실험한 온도 구간 전 영역에서 1 근처의 값을 유지하는 것에
비하여, 위상 결맞음 길이는 T = 3 K에서 Lφ ∼ 300 nm
의 값을 보이다가 15 K으로 온도를 증가시켰을 때 ∼100
nm 정도로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온도에 따른
Lφ 의 의존성은 Fig. 2(d) 의 빨간색 선과 같이 T −0.53 에
비례하는데, 이차원 계에서 이론적으로 예측된 전자 간의
산란에 의한 Lφ ∼ T −1/2 의 온도 의존성을 잘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5]. 이러한 결과는 위상 절연체 시료의
표면에서 반약국재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을 뒷받침하는
실험적 증거가 된다.
위상 절연체 나노선과 초전도체 접합을 만들기 위해서
초전도 임계 온도가 1.2 K인 알루미늄 초전도체를 사용하
였다. 초전도 접합 실험에 사용한 (Bi0.84 Sb0.16 )2 Se3 위상
절연 나노선의 너비는 w = 186 nm, 두께는 t = 55 nm
로서 직사각형 모양의 단면을 갖고 있다. 초전도 수송 특
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최저 도달 온도 0.3 K의 저온 장비
(Cryogenic Lmtd., Mini Cryogen Free Systems) 를 이용
하여 측정을 진행하였다. Fig. 3(a) 는 (Bi0.84 Sb0.16 )2 Se3
나노선-Al 초전도 접합 (Fig. 1(b)) 의 전류-전압 곡선을 미
분하여 얻은 미분 전기 전도도 (dI/dV )-전압 곡선이다. Al
전극의 초전도 임계 온도 (1.2 K) 이하의 온도에서 영전
압 근처에서 전기 전도도 봉우리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영전압 전기 전도도 봉우리 (zero-bias conductance
peak) 는 정상 금속-초전도체 계면에서 발생하는 안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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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 계면의 경우에 전기전도도가 두 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영 전 압 전 기 전 도 도 봉 우 리 를 Blonder-TinkhamKlapwijk (BTK) 이론식 [37]에 맞춤 한 결과를 Fig. 3(a)
에 실선으로 나타내었는데, 이를 통해 초전도 간극 에너지
(∆), 접합 계면에서의 장벽 계수 (Z), 스핀 분극도 (P ) 등을
유추할 수 있었다. T = 0.3 K에서의 전기전도도 측정 결과
로부터, ∆/e = 140 µeV, Z = 0.08, P = 0.38의 값을 얻을
수 있었는데, Z ≪ 1 로부터 위상 절연체 나노선과 Al 초전
도 전극 사이에 비교적 투과도가 높은 계면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영전압 전기전도도 봉우리의 높이는 온도가 증
가함에 따라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온도 증가에
따른 초전도 간극 에너지의 감소와 관련이 있다. 전류-전압
곡선에서 추출한 초과 전류 (excess current) 값으로부터
유추한 초전도 간극 에너지의 온도 의존성 결과를 Fig. 3(b)
에 나타내었다. 이때, 실선은 Bardeen-Cooper-Schrieffer
(BCS) 이론 [38]에서 예측한 온도 의존성 결과이며, 실험
결과와 비교적 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영전압 전기전도도 봉우리가 초전도 근접 효과(superconducting proximity effect) 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상 절연체-초전도체 접합 소자의 기판에 평행한 방향으로
자기장을 인가하였다. Fig. 3(c) 는 자기장 크기에 따른 미분
전기전도도-전압 (dI/dV −V ) 곡선의 변화를 나타내었으며
실험 온도는 0.3 K이었다. 전압이 0.5 mV 이하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영전압 전기전도도 봉우리의 크기는 외부 자기장
(B) 이 증가할수록 지속적으로 줄어들었으며, B = 84 mT
일 경우에 거의 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외부 자기장에 의해 Al 초전도성이 억제되었기 때문에 발
생한 것으로 생각되며, 실험에 사용한 Al 초전도체의 수평
(in-plane) 방향의 임계 자기장 크기가 BC ≥ 84 mT 임을
알 수 있다. Fig. 3(d) 는 1 mT씩 변화하는 외부 자기장에
대한 미분 전기전도도의 변화를 색깔 그림으로 나타내었다.
이 그림에서 영전압 전기전도도 봉우리의 연속적인 변화와
함께 초전도 간극 에너지보다 큰 전압에서 미분 전기전도
도의 급격한 함몰 (dip) 이 같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
데, 그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 그래핀-초전도체 접합에서
유사한 현상 (above-gap anomaly) 이 관측 [39]된 적이 있는
데, 그 이유는 줄 가열 (Joule heating) 에 의한 초전도 파괴
(superconducting breaking) 효과로 설명되었다.

반사 효과 (Andreev reflection) 로 이해된다. 초전도 간극
에너지 (superconducting energy gap) 보다 작은 에너지를
갖는 전자가 정상 금속에서 초전도체로 입사 될 경우에, 전

III. 결 론

자가 계면에서 정공으로 되반사 (retro-reflection) 되면서
동시에 쿠퍼쌍 (Cooper pair) 이 초전도체 내부로 입사되는
현상을 안드레이 반사라고 하는데 [36], 이상적인 투과도를

우리는 (Bi0.84 Sb0.16 )2 Se3 위상 절연체 나노선의 수직
자기 전도도 측정을 통해 위상 절연체의 표면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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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는 위상 결맞음 (phase coherence) 에 의한 반약국재
현상을 관찰하였다. 이론식 맞춤을 통해 위상 결맞음 거리
를 유추할 수 있었고, 그 온도 의존성이 이론에서 예측한
것과 유사한 Lφ ∼ T −0.53 이 됨을 실험적으로 확인하였다.
(Bi0.84 Sb0.16 )2 Se3 위상 절연 나노선과 Al 초전도체를 이
용하여 위상 절연체-초전도체 접합을 제작하였고, 영전압
근처에서 발생하는 전기전도도 봉우리를 관측할 수 있었다.
온도 및 외부 자기장에 대한 영전압 전기전도도 봉우리의
의존성으로부터 영전압 전기전도도 봉우리가 초전도 근접
효과에 의한 안드레이 반사의 결과로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위상절연체 나노선과 초전도
체를 이용한 접합 구조는 이후 마요라나 페르미온과 같은
특이 준입자를 검출하는 실험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2] B.-K. Kim, H.-S. Kim, Y. Yang, X. Peng and D. Yu
et al., ACS Nano 11, 221 (2017).
[13] N.-H. Kim, Y.-S. Shin, H.-S. Kim, J.-D. Song and
Y.-J. Doh, Curr. Appl. Phys. 18, 384 (2018).
[14] H. Zhang, C. X. Liu, S. Gazibegovic, D. Xu and J.
A. Logan et al., Nature 556, 74 (2018).
[15] J. Wiedenmann, E. Bocquillon, R. S. Deacon, S.
Hartinger and O. Herrmann et al., Nat. Commun.
7, 10303 (2016).
[16] C. Kurter, A. D. Finck, Y. S. Hor and D. J. Van
Harlingen, Nat. Commun. 6, 7130 (2015).
[17] I. Sochnikov, L. Maier, C. A. Watson, J. R. Kirtley
and C. Gould et al., Phys. Rev. Lett. 114, 066801
(2015).

감사의 글
본 연구는 한국 연구 재단의 지원 (NRF-2018R1A3B1052
827, 2016R1A5A1008184) 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18] L. Galletti, S. Charpentier, M. Iavarone, P. Lucignano and D. Massarotti et al., Phys. Rev. B 89,
134512 (2014).
[19] A. D. K. Finck, C. Kurter, Y. S. Hor and D. J. Van
Harlingen, Phys. Rev. X 4, 041022 (2014).
[20] J. H. Lee, G. H. Lee, J. Park, J. Lee and S. G. Nam

REFERENCES

et al., Nano Lett. 14, 5029 (2014).
[21] J. R. Williams, A. J. Bestwick, P. Gallagher, S.

[1] M.Z. Hasan and C. L. Kane, Rev. Mod. Phys. 82,
3045 (2010).
[2] X.-L. Qi and S.-C. Zhang, Rev. Mod. Phys. 83,
1057 (2011).
[3] Y. L. Chen, J. G. Analytis, J.-H. Chu, Z. K. Liu and
S.-K. Mo et al., Science 325, 178 (2009).
[4] D. Hsieh, Y. Xia, D. Qian, L. Wray and J. H. Dil et
al., Nature 460, 1101 (2009).
[5] Y. Xia, D. Qian, D. Hsieh, L. Wray and A. Pal et
al., Nat. Phys. 5, 398 (2009).
[6] D. Hsieh, D. Qian, L. Wray, Y. Xia and Y. S. Hor
et al., Nature 452, 970 (2008).
[7] H. Zhang, C.-X. Liu, X.-L. Qi, X. Dai and Z. Fang
et al., Nat. Phys. 5, 438 (2009).
[8] L. Fu and C. L. Kane, Phys. Rev. Lett. 100, 096407
(2008).
[9] Y.-J. Doh, J. A. van Dam, A. L. Roest, E. P. Bakkers
and L. P. Kouwenhoven et al., Science 309, 272
(2005).
[10] M. T. Deng, S. Vaitiekėnas, E. B. Hansen, J. Danon
and M. Leijnse et al., Science 354, 1557 (2016).
[11] H.-S. Kim, B.-K. Kim, Y. Yang, X. Peng and S.-G.
Lee et al., Appl. Phys. Express 9, 023102 (2016).

S. Hong and Y. Cui et al., Phys. Rev. Lett. 109,
056803 (2012).
[22] L. P. Rokhinson, X. Liu and J. K. Furdyna, Nat.
Phys. 8, 795 (2012).
[23] M. Veldhorst, M. Snelder, M. Hoek, T. Gang and
V. K. Guduru et al., Nat. Mater. 11, 417 (2012).
[24] Z. Ren, A. A. Taskin, S. Sasaki, K. Segawa and Y.
Ando, Phys. Rev. B 82, 241306(R) (2010).
[25] D.-X. Qu, Y. S. Hor, J. Xiong, R. J. Cava and N. P.
Ong, Science 329, 821 (2010).
[26] H. Steinberg, D. R. Gardner, Y. S. Lee and P.
Jarillo-Herrero, Nano Lett. 10, 5032 (2010).
[27] L. D. Alegria, M. D. Schroer, A. Chatterjee, G.
R. Poirier and M. Pretko et al.,

Nano Lett. 12,

4711(2012).
[28] A. Y. Kitaev, Phys.-Usp. 44, 131 (2001).
[29] H.-S. Kim, H. S. Shin, J. S. Lee, C. W. Ahn and J.
Y. Song et al., Curr. Appl. Phys. 16, 51 (2016).
[30] J. Kim, A. Hwang, S.-H. Lee, S.-H. Jhi and S. Lee
et al., ACS Nano 10, 3936 (2016).
[31] J. Kim, B.-K. Kim, H.-S. Kim, A. Hwang and B.
Kim et al., Nano Lett. 17, 6997 (2017).

Quantum Electronic Transport in (Bi0.84 Sb0.16 )2 Se3 Topological Insulator Nanowire – Heungsoon Im et al.

[32] H.-T. He, G. Wang, T. Zhang, I.-K. Sou and G. K. L.
Wong et al., Phys. Rev. Lett. 106, 166805 (2011).
[33] S. Hikami, A. I. Larkin and Y. Nagaoka, Prog.
Theor. Phys. 63, 707 (1980).
[34] H. Steinberg, J.-B. Laloe, V. Fatemi, J. S. Moodera
and P. Jarillo-Herrero, Phys. Rev. B 84, 233101
(2011).
[35] B. L. Altshuler, A. G. Aronov and D. E. Khmelnitsky, J. Phys. C: Solid State Phys. 15, 7367 (1982).

1047

[36] A. F. Andreev, Sov. Phys. JETP 19, 1228 (1964)
[37] G. E. Blonder, M. Tinkham and T. M. Klapwijk,
Phys. Rev. B 25, 4515 (1982).
[38] J. Bardeen, L. N. Cooper and J. R. Schrieffer, Phys.
Rev. 108, 1175 (1957).
[39] J.-H. Choi, H.-J. Lee and Y.-J. Doh,
Phys. Soc. 57, 149 (2010).

J. Kore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