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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ressibility of a Fermion Gas in Graph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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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present the electronic compressibility of a Fermi gas in graphene. We focus on investigating
both the temperature and the electron density dependences of the compressibility while neglecting
electron-electron interactions and disorder effects. In previous studies, the temperature dependence
of the compressibility has been neglected mainly due to its behavior being independent of temperature for ordinary two-dimensional electrons in a semiconductor. We use the Sommerfeld expansion
method to obtain the relation between the chemical potential and the electron density, which is
crutial in determining the compressibility. As a result, in contrast to ordinary two-dimensional
electron systems, the compressibility of graphene has been shown to have a distinct temperature
dependence of ∼ [EF2 −

π2
(kB T )2 ]1/2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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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핀의 페르미온 개스에 의한 압축률
임국형∗
충남대학교 물리학과, 대전 34134, 대한민국
(2018년 9월 10일 받음, 2018년 9월 27일 게재 확정)

본 연구에서 우리는 그래핀에 형성된 페르미온 개스에 의한 압축률을 구하였다. 압축률을 계산할 때
전자상호간 작용과 무질서효과를 무시하였으며, 온도 및 전자밀도에 대한 의존도를 조사하는 것에 집중하
였다. 그 동안의 연구에서 압축률의 온도의존성이 무시된 주된 이유는 통상적인 반도체 이차원계에서는
압축률이 온도에 무관하기 때문이다. 화학퍼텐셜과 전자 밀도와의 관계는 압축률을 구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우리는 Sommerfeld 전개방법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통상적인 이차원계와는 달리 그래핀의
압축률은 특징적인 온도의존성 ∼ [EF2 −

π2
(kB T )2 ]1/2 을
3

가짐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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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그래핀의 밴드 구조는 벌집 모양의 격자구조에 기인하여
브릴루앙 영역의 디락점 부근에서 선형적인 분산관계를
보여준다. 그 결과 전자들은 그래핀 안에서 질량이 없는
빛처럼 실리콘보다 200배 빠르게 움직이며 (vF ∼ c/300)
지금까지 알려진 물질 중에 가장 얇으면서도 전기나 열을
가장 잘 전달하고 강하면서도 유연한 물질이다 [1–3]. 또한
광투과도가 97%를 상회하는 투명한 물질인 한편, 그래핀
나노리본의 경우 긴 파장 영역대의 빛인 THz전파를 발생할
수 있는 광원의 후보로 손꼽힌다 [4,5]. 그래핀의 열전도도는
열전도도가 높은 구리나 은보다 약 열배 가량 크다 [6]. 그래
핀은 가장 우수한 전도성 물질로써 순수한 그래핀은 에너지
갭이 없는 도체인데 전기전도도 (electrical conductivity)가
가장 우수한 전도성 물질로 알려진 금속인 은보다도 더 큰
것으로 밝혀졌으며, 전자 이동도(electron mobility)는 현재
반도체 산업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실리콘에 비해 약
열배 이상 크다 [1,2]. 그래핀의 이러한 뛰어난 전기전도도와
전자 이동도 때문에 많은 물리학자들이 그래핀을 실리콘
기반의 현재 반도체 산업을 대체할 제 1순위 물질로 여기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그래핀 소자를 구현하는 데에 어려움
또한 존재하고 있다. 대표적인 어려움은 그래핀의 고유한
특징 중 하나인 손지기 (chirality) 보존으로부터 기인한 것
인데, 디랙 (Dirac) 방정식을 따르는 그래핀 내의 운반자인
전자나 홀과 같은 페르미온들은 마치 질량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며 정전기 퍼텐셜을 100%의 확률로 투과할 수 있다.
이를 Klein 투과 효과 [7]라고 한다. 따라서 기존의 반도체
소자들처럼 전기적인 방법으로는 운반자를 제어할 수 없게
되고, 그래핀을 기반으로 한 전계효과트랜지스터 (FET) 를
구성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 즉 나노리본구조 [8,9], 자기양자구조 [10,
11], 복수층 그래핀구조 [12], 수직형 FET구조 [13,14]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상에서 언급된 그래핀의 모든 특성을 알려주는 지표가
있다면 바로 상태밀도 (density of states) 이다. 그리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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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쓸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앞으로 페르미온 개스는 전자
계라 가정하고 전개하는데 µ 는 화학퍼텐셜이고, n = N /V
은 전자 밀도인데 우리가 다루는 그래핀의 경우는 단위
면적당 전자에 해당된다. 화학퍼텐셜 µ 는 고유 (intrinsic)
그래핀에서는 영이지만 도핑 또는 게이트 전압을 걸어주어
전자밀도가 변함에 따라 변화시킬 수 있는데 아래의 조건
에서 결정된다.
∫ ∞
n=
f (ϵ)g(ϵ)dϵ,
(3)
0

여기서 g(ϵ) 는 단위면적당 상태밀도, f (ϵ) 는 페르미 분
포함수이다. 전자계의 압축률은 전자계의 양자전기용량
dn
(quantum capacitance) CQ = Ae2 ( )T 와 밀접한 관계
dµ
가 있는데 이는 주사 터널링 현미경 (scanning tunneling
microscope) 위에 올려진 단일전자 트랜지스터에 의해 직접
측정될 수 있다. 그래핀의 압축률에 대한 실험 연구는 주사
SET 현미경 [15,16]과 덩치 (bulk) 전기용량 측정 [17,18]을
통하여 T = 0 K 극한 (예로 참고문헌 [18]에서 측정온도는
450 mK) 에서 그래핀의 페르미 속도 vF = 1.1 × 106 ms−1
이면 이론값과 동일함을 보인 바 있다. 이론적으로는 그래
핀과 겹층 그래핀에서 전자상호작용 효과와 다양한 형태의
무질서 효과에 대한 연구가 보고된 바 있다 [19–21]. 그러나
압축률의 온도에 따른 변화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보고된
바가 없는데 본 연구를 통하여 처음으로 밝히고자 한다.
지금까지 이러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장 큰 원인은
일반적인 전자계에서는 압축률은 온도에 거의 무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하여 그래핀에서는 압축률의
온도 의존도가 매우 중요함을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Sommerfeld 전개를 이용하여 열용량의
온도에 따른 변화를 구한 것으로 Sommerfeld 전개를 이용
하면 그래핀의 페르미 에너지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상온
영역에서도 정확하게 구할 수 있음을 보이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그래핀의 상태밀도의 특성에서 기인하게
됨을 밝히고자 한다. 다음에서는 Sommerfeld 전개 방법을
소개한 뒤 이를 이용하여 계산한 압축률에 대한 결과와 토
론을 기술하였다.

계의 밴드구조와 상태밀도의 변화를 가장 잘 반영하는 평형
상태의 성질 중 하나가 압축률 (compressibility) 의 측정이
다. 전자 혹은 홀 등의 페르미온계의 압축률은 일반적으로
다음의 식으로 주어진다.
1 ( ∂V )
κT = −
.
V ∂p T

(1)

Gibbs-Duham 관계, SdT − V dp + N dµ = 0 를 이용하면
κ−1
T = −V

( ∂p )
∂V

T

= −V n

( ∂µ )
∂V

= n2
T

( ∂µ )
∂n

(2)
N,T

II. Sommerfeld 전개 방법
Sommerfeld 전개는 다음과 같은 형태의 적분을 온도에
대한 멱급수 (power series) 모양으로 근사적으로 구하는
방법으로 특정한 조건만 만족된다면 온도에 따른 변화를
정성적으로 상당히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
I=
dϵH(ϵ)f (ϵ),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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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함수 H(ϵ) 는 ϵ → −∞ 로 갈 때 0이 되고 ϵ → ∞ 로
갈 때 ϵ 의 유한한 급수 이하로 발산해야 한다. 또한 H(ϵ)
는 ϵ = µ 부근에서 발산 없이 너무 급하게 변하지 않아야
한다. 이 경우 위의 식은 다음과 같이 전개할 수 있다.
∫ ∞
H(ϵ)f (ϵ)dϵ
−∞

∫

µ

=

H(ϵ)dϵ +
−∞

∞
∑

2n

an (kB T )

n=1

1
22(n−1)

ζ(2n) = 22n−1

)ζ(2n),

π 2n
Bn
(2n)!

(7)

1
1
1
1
5
, B2 =
, B3 =
, B4 =
, B5 =
(8)
6
30
42
30
66

πkF2
,
2π
( )2
L

n=

kF2
EF2
=
,
π
πvF2 ℏ2

(10)

여기서 n 은 단위 면적당 페르미온 수 n = N /L2 , L 은 계의
길이 크기, EF = vF kF ℏ 이다. 따라서 그래핀의 상태밀도
함수 g(ϵ) 는 에너지 ϵ 에 선형적이다.
g(ϵ) =

(6)

여기서 베르누이 수 Bn 은 잘 알려져 있는데 처음 몇 개는
B1 =

N =4

d2n−1
H(ϵ)|ϵ=µ , (5)
dϵ2n−1

여기서 an 은 차원이 없는 숫자로 리만 (Riemann) 제타
함수 ζ(n) 및 베르누이 (Bernoulli) 수 B(n) 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an = (2 −

할 수 있고 게이트 전압을 이용하여 운반자들의 농도를 조
절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편의상 운반자들이 n 형 페르
미온이라고 가정한다. 주어진 그래핀에서 자유 페르미온의
수가 N , 페르미 에너지 EF 를 갖는 페르미온의 파수를 kF
라고 할 때 아래의 식을 만족한다.

2|ϵ|
.
πvF2 ℏ2

(11)

이제부터 식 (3) 에 식 (11) 를 대입하여 Sommerfeld 전개를
적용하면
∫ ∞
∫ µ
dg(ϵ)
n =
g(ϵ)f (ϵ)dϵ =
g(ϵ)dϵ + a1 (kB T )2
|ϵ=µ
dϵ
0
0
(12)
2
µ
π
=
(13)
+ 2 2 (kB T )2 ,
πvF2 ℏ2
3vF ℏ

으로 주어진다.
식 (3)의 경우 Sommerfeld 전개에 적용할 때 H(ϵ) = g(ϵ)
에 해당되고, g(ϵ) ∼ ϵν 에 비례하고 ν 가 정수일 때는 식 (5)
의 급수 중 n ≤ ν2 + 1 인 경우만 영이 아니고 그 이상의
급수항은 영이 된다. 따라서 몇 개의 항만 계산하면 식 (5)
는 정확하게 구할 수 있다. 우리는 통상의 반도체에서 일
어나는 이차원 전자계 (ν = 0) 뿐 아니라 그래핀의 경우
(ν = 1) 도 여기에 해당함을 밝힐 것이다.

을 얻게 되고 여기서 a1 = ζ(2) = π 2 /6 이다. a2 이상의
항들은 모두 영이 되는데 이러한 사실이 Sommerfeld 전개
방법이 아주 효과적이고 정확한 계산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식 (10) 과 식 (13) 를 결합하면 우리는 압축률을
구하는데 필요한 식을 얻게 된다.

III. 압축률 계산 및 토의

이고 kB T /EF ≪ 1 인 경우는 근사적으로 아래와 같이 쓸
수 있다.

그래핀에서 전자나 홀은 페르미온으로 흡사 질량이 없는
광자처럼 움직이는데 이들 페르미온들은 통상적인 슈레딩
거 (Schrodinger) 방정식 대신 디랙 방정식을 만족한다.
( )
ψ1
vF ⃗σ · p⃗ψ = Eψ,
ψ=
.
(9)
ψ2
여기서 E 는 디랙 페르미온의 에너지이고 ⃗σ = (σx , σy ) 는
파울리 행렬이며 vF 는 페르미 속도 (≃ 106 ms−1 ), ψ 는 골
짜기 중첩 (valley degeneracy) 에 따른 행렬 벡터로 표시된
페르미온 상태함수이다. 식 (9) 의 결과로 그래핀의 전도
특성에 관여하는 자유 전하들은 디랙 점 근처에서 질량이
없는 광자와 같이 움직이는데 움직이는 속도 vF 는 빛의
속도의 약 1/300 이다. 페르미온에 의한 압축률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운반자들이 필요한데 전자나 홀을 첨가 (doping)

µ = [EF2 −

π2
(kB T )2 ]1/2
3

µ ≃ EF (1 −

π 2 kB T 2
(
) )
6 EF

(14)

(15)

식 (14) 의 결과는 통상적인 반도체 전자계에서 관측되는
계의 차원에 따른 결과와 비교할 때 흥미로운 특성을 보임을
알 수 있다. 즉 통상의 2차원 전자의 경우 g(ϵ) 는 에너지
에 상관없는 상수이므로 a1 = a2 = · · · = 0 이 되고 항상
µ = EF 이다. 반면에 1차원이나 3 차원의 경우엔 g(ϵ) 는 각
각 ϵ−1/2 과 ϵ1/2 에 비례하므로 급수들은 a1 ̸= a2 ̸= · · · =
̸ 0
이므로 근사적으로 구할 수밖에 없다. 그래핀의 경우는 근
사적이 아닌 식 (14) 로 정확하게 구해짐을 강조하는 바이다.
우리는 식 (13) 과 (14) 로부터 다음을 얻을 수 있다.
(

πv 2 ℏ2
∂µ
)T = F
=
∂n
2µ

πvF2 ℏ2
.
π2
(kB T )2 ]1/2
2[EF2 −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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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κ−1
= n2 (
T

κT =

∂µ
)T =
∂n

πvF2 ℏ2 n2
,
π2
2[EF2 −
(kB T )2 ]1/2
3

π2
(kB T )2 ]1/2
3
.
πvF2 ℏ2 n2

2[EF2 −

(17)

(18)

최종적으로 압축률 식 (18) 을 얻게 된다.
그래핀에 대한 우리의 결과를 기존의 반도체에 형성된
전자계와 비교하면 후자의 경우는 아래와 같이 온도에 무
관한 상수 값이 된다.
n=

m∗ µ
,
πℏ2

(

∂µ
πℏ2
)T = ∗ .
∂n
m

(19)

여기서 m∗ 는 전자의 유효질량이다. 그래핀의 경우는 예를
들어 EF = 100 meV인 경우 식 (18) 로부터 상온 (kB T =
30 meV) 에서의 압축률은 T = 0 K 에서의 값의 84% 로
감소함을 알 수 있는데 온도의 변화는 압축률에 무시할 수
없을 만큼 큰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한편, 그래핀의
압축률에 대한 실험 연구는 주사 SET 현미경 [15,16]과 덩치
(bulk) 전기용량 측정 [17,18]을 통하여 T = 0 K 극한 (예
로 참고문헌 [18]에서 측정온도는 450 mK) 에서 그래핀의
페르미 속도 vF = 1.1 × 106 ms−1 이면 이론값과 동일함을
보인 바 있는데, 온도가 올라갈수록 측정에 어려움이 있어
우리의 이론이 유용한 지표를 제공하리라 기대한다.

IV. 결 론
우리는 Sommerfeld 전개 방법을 사용하여 페르미온 개
스가 형성된 그래핀의 압축률을 온도와 전자밀도의 함수로
정확하게 구할 수 있음을 식 (18) 의 결과로 보여주었다.
이러한 성공은 그래핀의 상태밀도가 페르미온 에너지에
선형적으로 비례하는 특성에 기인하는데 이는 높은 급수의
전개항들이 자동적으로 사라지기 때문이다. 통상의 이차원
전자계에서 압축률이 온도에 무관한 것과 달리 그래핀계에
서는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무시할 수 없을 만큼 감소함을
증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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