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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itrogen-vacancy (NV) is one of the most 

popular solid-state spin systems for quantum sensing.  

NV has been used for vector magnetometry with 

nanometer spatial resolution and sensors for nuclear 

magnetic resonance (NMR) in samples with small 

volume, less than 10 pL. Various studies are in 

progress to make NV a complementary sensor for 

current NMR technique. Fabricating and improving 

diamond itself are one of the research topics. This 

mini-review contains recent develops in diamond 

fabrication and treatment for higher NV yield. 

Additionally, we briefly introduce the development 

status of NV in NMR.  

 

Keywords ultra-low field NMR, portable NMR, T1 

contrast, prostate cancer 

 

 

1. 서론 

 

다이아몬드에 존재하는 불순물 중 하나인 

질소-빈자리(nitrogen-vacancy, NV)는 광학적 

자기공명(optical detected magnetic resonance, 

ODMR)이 1997년에 발견된 이후, 그 불순물의 

원자 크기를 기반으로 나노미터 공간 분해능을 

갖는 벡터 자력계, 극미량 (125 nm3) 자기공명 

등에 사용되어왔다.1-4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Doherty et al. 및 Rondin et al. 의 리뷰 

논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5,6 근래에는 NV의 

자기장 민감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앙상블 

NV(ensemble NV)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앙상블 NV에서의 주된 문제는 높아진 

NV 밀도에 따라 자기장 민감도가 이론으로 

예상했던 민감도에 수십 또는 수백 배 가량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는 주변 불순물 및 

NV 간의 작용으로 인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Barry et al. 의 논문에서 찾을 수 있다.7 본 

리뷰는 다이아몬드 종류 및 불순물에 관한 

소개와 NV센터(NV-, NV0 등등) 제작 효율을 

높이는 방법에 관해 논의한다. 그리고 NV- 

센터 기반 NMR에 관해서 간략히 논의 한다. 

섹션 2 는 다이아몬드의 종류, 섹션 3은 

다이아몬드 내 불순물에 관해 논의 한다.  

섹션 4는 NV- 센터의 효율적인 제작법 그리고 

섹션 5는 NV- 센터의 NMR로의 활용을 다룬다. 

 

 

2. 다이아몬드의 종류 

 

다이아몬드는 내부의 질소 농도에 따라 대략 5 

ppm 이상이면 type I, 그 이하이면 type II 로 

크게 구분한다.8 Type I 경우 질소 원자가 

집합체(aggregated N)로 존재하는 경우 type Ia, 

단일 치환 질소(single substitutional N, NS)가 

존재하면 type Ib 로 좀 더 세분화한다. 이와는 

반대로 질소 농노가 낮은 type II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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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소가 일반적인 불순물일경우 type IIa, 

보론(B)이 일반적인 불순물일 경우 type IIb 로 

분류한다. 위 다이아몬드의 분류는 아래 표1에 

정리되어 있다. 

 

표 1. 

질소 농도 주요 불순물 종류 

[N]  

> 5 ppm 

집합체 질소 Type Ia 

단일 치환 질소 Type Ib 

[N] 

< 5 ppm 

질소 Type IIa 

보론 Type IIb 

 

자연계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 98 %) 

다이아몬드는 type I에 속하고, 천연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지는 고온고압(high 

pressure high temperature, HPHT)의 공정을 

인위적으로 재현해서 만드는 합성 

다이아몬드는 일반적으로 type Ib에 속한다. 

일반적인 type Ib 합성 다이아몬드 성장 조건은 

5 – 9 GPs 가량의 높은 압력과 1400 – 2200 C 

높은 온도를 동시에 사용한다.9,10 그리고 성장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Fe, Ni, Mn 과 같은 전이 

금속을 사용하기도 한다.9 HPHT 제조 방법은 

높은 온도를 사용하는 장점을 기반으로 높은 

품질의 단결정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전위(dislocation) 농도가 100-1000/cm2 이하로 

결정의 변위(strain)가 낮은 특성을 갖는다.11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전이 금속 사용으로 

다이아몬드 내부에 상자성 불순물이 존재할 수 

있어, 자기장 측정 등 사용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근래에 낮은 질소 농도(< 10 ppm)를 

갖는 HPHT 제작 방법이12 선보였으나, 

일반적으로 HPHT 다이아몬드는 100 ppm 

이상의 높은 질소 농도를 갖고 그 균일도가 

높지 않은 단점을 갖는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플라즈마 

화학 기상증착 방법(PECVD)를 이용해 

다이아몬드를 합성한다. 반도체 공정을 

이용하는 관계로 5 ppb 이하로 질소 농도 

조절이 가능하고, 보론(B) 등 다양한 불순물 

주입이 가능하다. 다이아몬드 CVD 성장 

온도는 일반적으로 600 – 900 C 이고 주 사용 

가스는 H2, CH4 이다.13 CH4/H2 비율은 

대체적으로 0.01- 4 % 이다.13 또 다른 CVD 

공법의 장점은 기존 다이아몬드 위에 

추가적으로 임의의 질소 농도를 갖는 

다이아몬드 층을 증착 할 수 있는 점이다. 

이는 다양한 미세구조 제작 등에 활용을 될 수 

있다. 하지만 HPHT 제작 기법보다 낮은 증착 

온도로 인해 비교적 높은 전위 농도 104 – 

107/cm2를 갖는다.14 또한 격자 내부에 존재하는 

높은 수소원자가 또 다른 불순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단점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CVD 다이아몬드는 단일 광자 소스 및 양자 

컴퓨터 구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재료로 

사용되고 있다.15,16  

 

 

3. 다이아몬드 질소 불순물 

 

다이아몬드 내부에는 성장 혹은 외부 주입 등 

으로 인해 다양한 불순물들이 존재한다. 표 2 

에 대표적인 불순물들이 정리 되어있다.  

 

표 2. 다이아몬드 내부 불순물10,11  

불순물 

종류 

기저 

상태 

스핀 

설명 

NS
0 1/2 중성 단일 치환 질소 

Ns+ 0 양성 단일 치환 질소 

V+ 1/2 양성 빈자리 

V0 0 GR1, ZPL = 741nm 

V- 3/2 ND1, ZPL = 394 nm 

NV+ 0 양성 질소-빈자리 

NV0 1/2 ZPL = 574 nm 

NV- 1 ZPL = 637 nm 

NVH- 1/2 LVM = 3123 cm-1 

NVH0 0 중성 질소-빈자리-수소 

VnH 1 다중 빈자리-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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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VH  다중 질소-빈자리-수소 

SiV- 1/2 ZPL = 737 nm 

 

 

단일 치환 질소(NS)는 일반적인 불순물 중 

하나로 대기중에 존재하는 질소 혹은 진공 

리크로 인해 다이아몬드 내부에 존재하게 된다.  

탄소 빈자리(V)는 다이아몬드 성장 시 발생 

하거나 임플란트 등을 통한 외부 불순물 

주입을 통해 주로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높은 

성장속도를 갖는 증착법 또는 질소 농도가 

빈자리 불순물의 농도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예상한다.17 이러한 빈자리 불순물은 

클러스터를 형성한 후 전자를 포획하기도 한다. 

이는 NV- 센서 생성 효율을 떨어트리는 

주요한 원인이기도 하다. 또한 중성 다중 

빈자리(Vn
0, n 2)를 형성해 자기 잡음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전자 주입을 통해 빈자리를 

형성할 경우, 이중 빈자리를 만들지 않을 3.5 

MeV 이하의 에너지 사용이 권고되지만, 4.6 

MeV 경우에도 이중 빈자리가 발견되지 않은 

보고도 있다.17,18 

 

질소-빈자리-수소(NVH) 복합체는 NV 센터 

생성을 방해하는 주요한 불순물 중 하나이다. 

수소는 CVD 증착법 사용으로 인해 

다이아몬드 격자 내부에 존재하고, 그 농도가 

1000 ppm 까지 높아지기도 한다.11 NVH는 전하 

수용체로 NV와 경쟁 또는 NV센터로 사용할 

NS를 사용함으로써 NV- 센터 생성을 방해한다. 

게다가 NVH-는 상자성으로 자기노이즈를 발생 

시키며 NVH  내부의  H는 고주파수의 전기 

자기 잡음을 발생시키기도 한다.19 CVD 

다이아몬드의 경우 NV- 대비 30:1 혹은 7:1로 

높은 비율로 존재한다.10,20 열 처리시 1600 

C까지 안정적이고 1800 C 이상(2000 – 2200 C) 

가열 시 사라지지만 다른 N2VH0 혹은 

N3VH0로 변형된다.10   

 

 

4. 다이아몬드 질소 빈자리 센터 제작법 

 

이번 섹션은 다이아몬드 NV 센터 형성법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논의할 예정이다. 

다이아몬드 성장을 통한 고유 NV 센터의 

농도는 수십 ppb 정도로 자기장 센서로 

활용하기에는 높은 편은 아니다. 이를 개선 

하기위해 다양한 원소 혹은 전자 주입 공정이 

이루어지는데, 이번 섹션에서는 각 공정이 

갖는 의미를 보다 심도 있게 알아본다. 

각각의 공정을 설명하기전에 NV-센터 생성 

비율 (Econv) 계산식을 설명한다.11 

 

𝐸𝑐𝑜𝑛𝑣 ≡
[𝑁𝑉−]

𝑁𝑇
 

 

[NT] = [NS
0] +[NS

+] + [NV-] + [NV0]+[NV+]+[Nother] 

로 표현되며, [NT] 는 전체 질소 불순물 농도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전체 NV농도([NVT]) 중 

NV- 만의 비율을 전하 상태 효율 

(=[NV-]/[NVT])로 정의한다. 

 

4.1 표면 처리 법 

 

NV-센터를 생성하기위해서는 2단계의 공정을 

거치게 된다. 고온의 어닐링을 통해 V0가 

질소와 결합해 NV0를 형성한다. 전자 도너로 

작용할 추가적인 NS가 주변에 존재한다면, NV- 

센터를 만들어낼 수 있다.21 이를 요약한다면 

아래와 같다. 

 

𝑁s + V → 𝑁𝑉0 

𝑁𝑉0 +  𝑁s ⇄  𝑁𝑉− + 𝑁𝑆
+ 

 

위 식으로부터 우리는NS 로부터 만들어낼 수 

있는 NV- 센터의 최대 비율은 50%인 것을 알 

수 있다.  

 

위 과정에서 고려되지 않은 점은 표면에 

존재하는 전자를 포획할 수 있는 불순물 

들이다. 흑연같은 sp2-탄소 교잡결합 (hybrid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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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bon)된 불순물이 있다면, NS 로부터 전자를 

받지 못해 낮은 NV-센터를 생성 효율을 

보여준다.21-23 또는 수소 단절(terminated)이 

되어있는 다이아몬드 표면(p-type)은 전자 밴드 

휨으로 인해 표면에 전자들이 감소(depleted) 

되어있다. 이 또한 NV-의 생성 효율을 낮추는 

주요한 원인이다.24 

표면처리를 위해 일반적으로 강력한 산화제인 

황산:질산:과염소산을 1:1:1로 섞은 용액으로 

(고온에서 (90-200 C)  24 시간 또는 1 시간) 

표면에 존재하는 흑연 층 또는 불순물 층을 

제거한다.25 또는 황산과 KNO3 혹은 NaNO3를 

혼합한 용액을 사용해서 고온에서 30 분 동안 

표면에 존재하는 흑연 층을 제거할 수 있다.26 

추가적으로 산소 플라즈마 혹은 오존 

플라즈마를  사용해서 표면의 산소 단절 정도 

를 개선 시킨다.21 

  

4.2 불순물 주입 및 빈자리 제작 법 

 

CVD 혹은 HPHT 성장을 통해 만들어진 

다이아몬드들의 고유 빈자리의 농도는 수십 

ppb 정도여서, 민감한 자기장 센서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빈자리 생성이 필요하다. 

이는 양성자, 질소(N), 헬륨(He), 중성자, 

감마광선, 전자 등 다양한 원소를 사용 할 수 

있다.  

 질소 원자 같은 경우 NS 가 부족한 경우 

주로 사용되는 방법이다. 14N( I = 1 ) 인 경우 

교류 자기장 측정 시 약한 하이퍼-파인 결합을 

보여줘  15N( I = 1/2 ) 보다 선호되는 편이다.26 

양성자, 헬륨 및 중성자 등의 무거운 원소등은 

탄소 원자와의 충돌로 인한 다이아몬드 격자 

구조에 충격이 큰 관계로  NV 센터에 사용될 

빈자리 생성에는 일반적으로 사용되지는 

않는다. 감마광선 같은 경우 격자 구조에 대한 

충격이 낮은 편이지만, 빈자리 생성 효율이 

낮은 관계로 선호되는 방법은 아니다.28 전자 

주입법이 단일 빈자리를 형성하는데 현재까지 

알려진 방법 중 가장 효율적이다.  

전자 주입 시 180 keV 이상을 사용할 시 단일 

빈자리가 발견된다는 것이 보고되었고, 0.5 – 0.8 

MeV 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빈자리의 대부분이 단일 빈자리로 알려졌다.29-

31 3 MeV 이상의 높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경우 

이중 빈자리 및 좀 더 복잡한 다중 빈자리가 

발생되기도 한다.32  

 

다이아몬드의 두께가 0.5 mm인 경우 1(2) MeV 

2 (2.7) vacancies/e/cm가량의 빈자리(V0)가 

생성되는 것으로 이론적으로 계산되어진다.33 

실험적으로는 2 MeV에너지의 경우 1.3 – 1.5 

vacancies/e/cm 정도 생성되어 43% 의 V0이 

생성되면서 재결합되어 사라지는 것으로 

예상된다.34 그림 1 은 Schloss 의 학위 

논문에서 나온 데이터를 기반으로 재구성한 

그림이다. 1 MeV 에너지로 1019/cm2 조사할 

경우 약 60 ppm의 V0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험적으로는 10 ppm의 V0이 발생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실험 장비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예상되어 좀 더 면밀한 

비교가 필요하다. 그리고 필요이상의 V0의 

생성은 NV-센터의 생성 효율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된다.35,36 5 MeV 같은 높은 전자 

주입 에너지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빈자리 

농도가 낮은 에너지 사용시 발생되는 빈자리 

농도보다 매우 낮은 것처럼 보고되는 경우가 

Figure 1. 전자 주입량에 따른 발생하는 빈자리 농도

의 이론 및 실험결과를 비교한 그래프.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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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는 장비의 차이 혹은 GR1 또는 

ND1의 흡수선 비율을 계산에서 발생하는 

오차에서 기인할 수도 있다.11  

 

4.3 열처리 방법 

 

NV- 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NS와 V0의 결합이 

필요하다. NS의 높은 활성화 에너지로 인해 상

대적으로 낮은 활성화 에너지를 갖는 V0이 높

은 온도에서의 확산을 통해 NV- 센터를 만들

어 낸다. V0은 600 C 가량에서 확산이 시작되

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실험적으로 750 C 에

서 열확산 계수는 ~1.1 nm2/s 로 측정된다.36 일

반적으로 다이아몬드 표면에 생성될 수 있는 

흑연 형성을 막기위해서 아르곤, 질소 가스 등

과 함께 어닐링 하거나, 10-6 Torr 이하의 진공도

에서 어닐링을 진행한다.11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어닐링 방법은 

다이아몬드 격자간 탄소(interstitial carbon)를 

제거하기위해 400 C 에서 4시간 가량 어닐링 

후, NV- 형성을 위해 800 C에서 4시간 

어닐링을 실시한다[27]. 위에 언급한 어닐링은 

일반적으로 5 % 이하의 Econv을 보여준다.34  

 

800 C에서의 어닐링은 효율적인 방법이지만 

NV 보다 전자 친화도가 높은 이중 빈자리(di-

vacancy, V2
0)등을 발생 시켜서 Econv을 낮추는 

단점을 갖고 있다. 이를 해결 하고자 좀 더 

높은 온도(800 – 1400 C)에서 어닐링 연구가 

진행되었다. 어닐링 온도를 높일 수록 V2
0, V3

0 

V4
0 등의 비교적 짧은 체인을 갖는 빈자리 

불순물의 농도는 감소했지만, 좀 더 긴 체인의 

불순물들이 새롭게 발생하는 것을 발견 

하였다.38 전체 불순물의 농도는 약 1150 - 1250 

C 에서 최소가 되었다.38,39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어닐링을 1200 C 에서 진행함에 

따라 Econv의 비율을 14% 까지 개선 하였다.40 

또한 800 C 이상의 고온에서의 어닐링은 

결맞음 시간(spin-spin relaxation time, T2)을 

개선하는 것으로 보고된다.26,39  

Econv을 높일 수 있는 알려진 또다른 방법 중 

하나는 CVD 다이아몬드인 경우 전자 주입 전 

고온 열처리를 하는 방법이다.11 CVD로 제작된 

다이아몬드를 1500 C 에서 120 시간 열처리를 

통해 전자 조사 전에 실시하여 다이아몬드 

내부의 단일 빈자리 및 빈자리 클러스터를 

제거한다. 이후 전자 조사 및 800C 어닐링을 

통해서 Econv = 30% 을 달성 하였다.11 

 

 

5. NMR 센서로의 응용 

  

지금 까지 설명한 NV-센터는 벡터 자기장 

측정 및 자기공명 측정에 매우 높은 활용성을 

보여 준다. 이와 관련된 다양한 리뷰가 

존재하는 관계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리뷰를 

참고 바란다5,6 이 섹션에서는 자기공명으로의 

응용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고자 한다.  

 

NV-센터는 1997년 Gruber et al. 의 논문에서 

광학기반으로 자기공명이 가능하다는 것이 

처음 소개되었다.1 그 이후 2005년 Chernobrod 

와 Berman이 NV- 기반 자기장 측정 방법을 

제안했다.41 Balasubramanian et al., Talyor et al, 

Maze et al. 등 이 NV- 기반 나노미터 크기 공간 

분해능으로 교류 자기장 측정이 가능함을 

실험적으로 증명했다.2,3,42 

 

자기장 측정 뿐만 아니라 다이아몬드 외부에 

존재하는 원자핵 기반 NMR 측정 노력 또한 

계속 되어오고 있다.  

 

Mamin et al. 이 2013년에 PMMA에 존재하는 

양성자 기반으로 79.5 mT에서 선폭 20 kHz 

수준의 NMR 측정이 가능 함을 선보였다. 이는 

기존 NMR 기술에 비해 낮은 수준의 신호대 

잡음 비와 열화된 선폭을 보였지만, 나노미터 

크기의 샘플을 NV 기반 NMR으로 측정이 

가능함을 최초로 증명한 실험이다.43 Staudacher 



78 Fabrication of NV center in diamond 

 

 

 

et al. 은 동시에 104 핵스핀만을 가지고 NV 

기반 NMR을 측정(PMMA 기준 선폭 46 

kHz)했다. 외부자기장은 26 mT 수준이고 XY-8 

시퀀스를 이용해 1H, 13C NMR 측정했다.4 

 
Figure 2. 센서에 따른 핵자기공명 측정 한계 비교. 

Glenn et al. 의 Extended Data Figure 8 로부터 재

구성함.  

 

위 언급한 자기공명 측정은 단일 NV를 

이용하는 것으로 극미량의 시료를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측정 시간이 매우 

길고, 액체 시료를 측정하기 매우 어려운 

단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NV집합체(ensemble NV)를 이용한다. 

Glenn et al. 은 10 m이상의 두꺼운 수준의 

NV센터가 형성된 다이아몬드 기반으로, 10 pL 

의 시료로 부터 NV로 측정하는 NMR을 

실증했다. 1 Hz 수준의 핵자기공명 선폭을 

외부자기장 88 mT에서 확보해서, NV 기반 

핵자기공명이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함을 

보여줬다.44 Smits et al.의 경우는 위 NMR 

측정을 2차원까지 확대하였다.45 

 

그림 2 는 NV 기반 NMR 과 일반적인 NMR 간

의 시료 부피와 측정한계를 비교한다. 일반적

인 NMR 의 기준은 외부 자기장 14 T 기준이고 

최소 측정 시료의 기준은 신호대 잡음비가 1 초 

동안의 측정시 3 이 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NV 기반 NMR 데이터 중 3 T 는 88 mT 에서 측

정된 값에 기반 예측치이고, 시료 부피가 10 nL 

및 10 pL 두가지를 보여준다. 그림 2 에서 알 

수 있듯이 NV 기반 NMR 은 극미량의 시료를 

측정할 수 있어, 다량의 시료를 준비하기 어려

운 신약연구 등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

로 예상한다.  

 

 

6. 결론 

 

이 리뷰 논문에서 다이아몬드 내부의 NV 관련 

불순물에 관한 간략한 리뷰와 다양한 NV- 

센터의 효율적인 생성 방법에 관해 논의 

하였다. NV-의 이론적인 Econv = 50% 이지만, 

현실적으로 최대 30% 가량의 전환율을 보이는 

것을 확인 하였다. 이는 다양한 불순물(NVH 

및 Vn
0)들의 존재로 인한 것을 확인하였고, 

단순한 불순물들은 1200 C 이상의 열처리로 

사라지지만 좀 더 복잡한 구조로 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NV-센터 기반 NMR 의 

활용을 간략히 살펴 보았다. 고자장 기반 또는 

다양한 핵자화를 이용한 NV- 센터 NMR 의 

뛰어난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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