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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칼코겐화물과 산화물 이종구조는 반도체성, 강유전성, 

강자성, 초전도성, 전하밀도파, 그리고 금속-비금속 상

전이등의 흥미로운 전자구조적 특성과 계면의 전자구조

적 재구성 현상 등으로 주목받고 있다. 각도분해능 광전

자분광법은 이러한 흥미로운 전자구조적 특성을 정밀하

게 분석할 수 있는 강력한 분석기법이다. 특히, 분자살켜

쌓기나 펄스레이저증착법으로 성장된 고품질의 박막 시

료를 분석함으로써 칼코겐화물과 산화물 이종구조의 표

면과 계면의 전자구조를 연구가 가능해졌다. 최근 각도분

해능 광전자분광법을 이용한 칼코겐화물과 산화물 이종

구조의 전자구조 연구결과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1. 표면 전자구조 연구

응집물질물리 분야에서 다양한 물리적 현상들을 물리

적 연구 뿐만 아니라 관련된 응용분야의 연구들이 활발하

다. 특히, 칼코겐화물과 산화물 이종구조는 반도체성, 강

유전성, 강자성, 초전도성, 전하밀도파, 그리고 금속-비

금속 상전이등의 흥미로운 전자구조적 특성과 계면의 전

자구조적 재구성 현상 등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래핀의 

발견과 2차원 전자구조 연구 이후, 비슷한 2차원 전자구

조를 보이는 MoS2 등의 칼코겐화물 또는 산화물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2차원 전자구조 특성을 보

이는 단일층이나 단일층 간의 계면에서 밴드갭의 크기나 

밴드갭의 직접천이 특성이 크게 변하거나, 초전도성이나 

강유전성이 단일층까지도 유지되는 경우가 실험적으로 

확인되었다. 응용가능성이 큰 물리적 현상들이 단일층의 

한계까지 관측되면서 다양한 물성들을 결합시키는 이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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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에 대한 기초물성으로부터 응용성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단일층 수준에서 나타나는 물리현상들에 대한 직접적인 

실험증거로는 표면 전자구조 분석법으로 생각되었던, 각

도분해능 광전자분광법(Angle-resolved photoelectron 

spectroscopy (ARPES))과 주사터널링현미경(Scanning 

tunneling miscroscopy (STM))을 통해서 얻어지고 있

다. 과거의 응집물질물리의 연구대상은 주로 덩어리 시료

나 두꺼운 박막들이었고, ARPES와 STM 등의 표면 전

자구조 분석법으로 얻어진 전자구조 정보에는 덩어리 시

료 내부의 전자구조 정보와 표면에서 변형된 전자구조 정

보가 함께 담겨 있었다. 그러나 단일층 수준의 시료의 전

자구조가 표면 전자구조 분석법으로 거의 그대로 측정되

기 때문에, 칼코겐화물과 산화물 초박막과 이종구조의 양

자역학적 물성 연구에 ARPES와 STM 등의 표면 전자구

조 분석기법들이 보다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다만, 시

료의 표면이 공기나 수분에 노출되면서 나타나는 표면 오

염의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어, 표면 오염이 거의 없는 

상태로 초박막과 이종구조를 준비할 수 있는 제자리 박막 

합성장치(in situ thin film fabrication methods) 등의 

시료 준비방법이 매우 중요하다. 여기서는 칼코겐화물과 

산화물 이종구조의 제자리 박막 합성과 ARPES를 이용한 

전자구조 연구결과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2.  각도분해능 광전자분광법(ARPES)과 방사광가속기의   

제자리 합성장치

각도분해능 광전자분광법(Ang l e- r e s o l v e d 

photoelectron spectroscopy (ARPES))은 고체 표면에

서 일함수보다 큰 에너지의 빛을 조사하여 튀어나오는 

광전자의 에너지와 운동량을 동시에 측정하는 전자구조 

측정기법이다. 그림 1(a)에서 보듯이, 초고진공(Ultra-

high vacuum)에 위치한 고체 표면에 에너지가 큰 극자

외선이나 x선 등의 광자를 조사하면, 고체에 갖혀진 전자

들이 광자의 에너지에서 결합에너지와 일함수 만큼 줄어

든 운동에너지를 가지고 진공으로 튀어나온다. 이때 전자

들은 단결정성이고 평평한 고체 내부에서 가지고 있던 수

평 방향의 운동량 크기를 유지하여 튀어나오는 각도가 결

정되기 때문에, 전자들의 에너지와 튀어나온 각도를 동

시에 분석하면 고체의 전자구조를 에너지와 운동량 관계

까지 직접적으로 측정한다. 넓은 각도로 튀어나온 전자

의 경로는 ARPES 분석장치의 전자 렌즈(Electron lens) 

부분에서 조작된 후, 에너지 분석기(Analyser)를 통과하

면서 에너지 축(±E)과 운동량 축(±k)으로 이루어진 2차

원 정보로 측정된다. 이렇게 측정된 2차원 에너지-운동

량 정보는 고체의 전자구조의 분산관계를 직접적으로 보

여주는 실험적 증거가 된다. 전자 렌즈와 에너지 분석기

로 이루어진 ARPES 분석장치는 여러 회사들에서 상업적

인 시스템으로 구비가 가능하다. 

ARPES 분석을 위해서는 광전자를 발생시키는 강한 단

색 광원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4-5 eV 정도인 일함수

를 가지는 고체 표면에서 광전자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는, 5 eV 이상의 광자에너지를 가지는 레이저(7-10 eV), 

기체 램프 광원(14-44 eV), 그리고 방사광가속기

(Synchrotron radiation, 15-200 eV) 등이 이용되고 있

다. 헬륨 등의 기체의 플라즈마를 이용하는 기체 램프 광

원이 개별 실험실에서 가장 널리 이용되는 광원이다. 레

이저 광원은 강한 적외선 레이저광을 비선형 결정을 거쳐 

고조파를 발생시키게 되며, 개별 실험실에서 높은 에너

지 분해능과 시간 분해능을 얻는데 사용되고 있다. 하지

만 이 두 가지 방법은 제한된 에너지 범위의 단생광에 국

한되기 때문에, 넓은 운동량 공간의 전자구조를 측정하고

자 할 때는 넓은 에너지 범위의 강한 단색광을 발생시키

는 방사광가속기의 ARPES 실험장치가 이용된다. 

방사광가속기에서는 광속에 가까운 속력으로 이동

하는 전자빔이 언듈레이터(Undulator) 등의 입사장치

(Insertion device)에서 강한 자석들에 의해 경로를 바

꾸면서 발생시키는 넓은 에너지 범위의 강한 방사광원

을 이용할 수 있다. 가시광보다 파장이 매우 짧은 극자외

선이나 x선 빛을 단색광 분광기(Monochrometer)를 거

쳐 단일 파장을 갖도록 선별한 후, 다층막 거울의 스침각

(Grazing angle) 반사를 이용하여 지름 수십 마이크론 정

도로 작은 광원으로 시료 표면에 집속된다. 몇몇 방사광

가속기의 ARPES 빔라인(Beamline)에는 ARPES 분석장

치 외에도 제자리 박막 합성장치를 연결하여 제자리에서 

합성된 박막 시료를 초고진공 상태에서 이송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1]

그림 1(b)에는 대표적인 3세대 방사광가속기인 미국 버

클리 국립연구소의 Advanced Light Source (ALS)의 

MAESTRO 빔라인의 실험장치 개략도를 보여주고 있다 

[2].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입사하는 광원은 약 10 마이

크론 크기로 micro-ARPES 챔버의 시료 표면에 집속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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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광원은 직선으로 이어진 Photoelectron electron 

micrsopcope (PEEM)으로 보내지거나 또는 거울 정렬을 

바꾸어 그림 1(b)의 왼쪽에 있는 nanoARPES로 보내져 

수십 nm의 크기로 집속되어 시료 표면 분석에 활용되기

도 한다. Micro-ARPES, PEEM, nanoARPES 등의 분

석에서 시료 표면의 편평도와 단결정성 정렬이 중요하다. 

따라서, 소개한 MAESTRO 빔라인의 경우에 단결정 조각 

외에도 단결정에 가까운 박막연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초

고진공으로 연결된 제자리 박막 합성장치들 (분자살 켜쌓

기 (Molecular beam epitaxy, MBE)와 펄스레이저 증착

법 (Pulsed laser deposition, PLD)을 설치하여 운영하

고 있다. 이러한 제자리 박막 합성장치들을 이용하면 단

일층 수준의 단결정성 박막을 합성하고 표면 오염을 최소

화한 상태에서 정밀한 전자구조 측정이 가능하다. 이로써 

단결정이 없는 물질이나 초박막에서만 발현되는 전자구

조적 변화를 연구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3. 제자리 박막 합성장치 소개

표면 전자구조 연구에 필요한 박막 시료를 합성하는 장

치로는 주로 초고진공 환경에 가까운 고진공 합성장치가 

적용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금속이나 반도체 물질을 합성

하는 분자살 켜쌓기 (MBE)와 산소분위기에서 산화물을 

합성하는 펄스레이저 증착법 (PLD)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두 가지 합성법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하겠다.

분자살 켜쌓기 (Molecular beam epitaxy, MBE)

MBE는 초고진공 분위기에서 원소 별로 증발온도까지 

소스를 가열하여 원자빔을 가열된 기판에 켜켜이 증착하

는 장치이다. 1500도까지의 증발온도는 필라멘트로 가

열하는 이퓨전셀(Effusion cell)로 가능하고, 1500도 이

상의 증발온도는 전자빔을 소스에 가속시켜 가열하는 전

자빔 증발기(e-beam evaporator)에 의해 가능하다. 증

발되는 원자빔의 속도는 기판 주위에 설치한 두께 측정

기(Thickness meter)를 통해 보정하여 사용하거나, 소

스 입구에 설치하여 원자빔에 의한 미세전류로부터 측정

하는 흐름계(Flow meter)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기도 한

다. 원소별로 증착속도를 각각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증

착속도를 측정하고 조절하여 기록하는 것이 일정한 시료

를 재현하는데 중요하다. 이렇게 성장하는 박막의 결정성

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기 위해서 스침각으로 입사시킨 고

에너지(약 10-20 keV) 전자빔의 회절형상을 기록하게 

된다. 이러한 스침각의 고에너지 전자빔 회절(Reflection 

high-energy diffraction, RHEED)로부터 기판의 표면 

결정성과 편평도에 비하여 박막의 결정성과 편평도를 비

교하고, 또한 회절형상의 밝기 진동으로부터 박막의 두께 

증가를 실시간관측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원자

빔 증착에 필요한 초고진공 상태와 RHEED로부터 확인

된 표면결정 상태로부터, 표면의 결정성이 확인된 시료를 

공기노출이 없이 ARPES 등의 장치로 이송시켜 전자구조 

[Fig. 1]  (a) Schematic diagram of ARPES measurement, (b) Floor plan of ARPES facility connected to various in situ sample preparation systems.

단생광에 국한되기 때문에, 넓은 운동량 공간의 전자구조를 측정하고자 할 때는 넓은 에너지 범위의 강한 단

색광을발생시키는방사광가속기의ARPES실험장치가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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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 단일 파장을 갖도록 선별한 후, 다층막 거울의 스침각(Grazing angle) 반사를 이용하여 지름 수십 마이크

론 정도로 작은 광원으로 시료 표면에 집속된다. 몇몇 방사광가속기의 ARPES 빔라인(Beamline)에는 ARPES

분석장치외에도제자리박막합성장치를연결하여제자리에서합성된박막시료를초고진공상태에서이송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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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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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b)에는대표적인 3세대방사광가속기인미국버클리국립연구소의AdvancedLightSource(ALS)

의 MAES�R� 빔라인의 실험장치 개략도를 보여주고 있다
2
.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입사하는 광원은 약 1� 마

이크론 크기로 micro-ARPES 챔버의 시료 표면에 집속된다. 이 광원은 직선으로 이어진 Photoelectron

electron micrsopcope (PEEM)으로 보내지거나 또는 거울 정렬을 바꾸어 그림 1(b)의 왼쪽에 있는

nanoARPES로보내져수십 nm의크기로집속되어시료표면분석에활용되기도한다.Micro-ARPES,PEEM,

nanoARPES 등의 분석에서 시료 표면의 편평도와 단결정성 정렬이 중요하다. 따라서, 소개한 MAES�R� 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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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막 합성장치들 (분자살 켜쌓기 (Molecular beam epitaxy, MBE)와 펄스레이저 증착법 (Pulsed la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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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물질이나초박막에서만발현되는전자구조적변화를연구하는것이가능해졌다.



g.' 제자리'박막'합성장치'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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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이 가능하게 된다.

최근 ARPES 연구를 위해서 전이금속 칼코겐화물 초박

막을 MBE로 합성하는 연구팀이 많아졌다. 이 경우엔 녹

는점이 높은 전이금속은 고온 이퓨전셀이나 전자빔 증발

기로 증발시키고, 녹는점이 200~400도 정도로 낮은 칼

코겐 물질(Se, Te)은 저온 이퓨전셀로 증발시킨다. 특히, 

칼코겐 물질은 가열된 기판 표면에서 전이금속과 합성되

지 않으면 다시 진공으로 증발하기 때문에, 금속의 증착

속도에 비해서 10배 이상의 증착속도로 칼코겐 물질을 증

착시키는 경우가 많다 [3]. 낮은 온도에서 증발되는 특징

을 이용해서 두꺼운 Se/Te 층을 상온에서 덮은 후에, 다

른 분석장치의 진공챔버에서 다시 증발시키는 방법이 활

용되기도 한다 [4]. 또한, 미량의 오존 기체나 산소원자를 

주입하여 고진공 상태로 산화물을 성장하는 MBE 성장도 

시도되고 있다 [5].

펄스레이저 증착법 (Pulsed laser deposition, PLD)

PLD는 초고진공으로 만든 환경에서 일정한 산소기체

를 주입하고 합성하고자 하는 조성의 세라믹 타겟에 레

이저를 집속시켜 산화물 박막을 합성하는 증착법이다. 

MBE와 달리 증착하고자 하는 조성에 가까운 물질을 먼

저 세라믹 형상으로 합성한 후에, 강한 자외선 펄스레이

저를 집속시켜 세라믹 타겟 표면에서 소량의 물질이 조

성 그대로 기판을 향해 날라가도록 한다. 이때 가벼운 원

소인 산소의 손실을 채우기 위해서 10
-6

 ~ 10
-1
 Torr의 압

력으로 초고순도 산소기체를 채우게 된다. 이 산소분위기

에서 적절한 산소 조성의 산화물을 합성되기 위해서, 산

소분압과 레이저의 세기와 균일도가 중요한 변수가 된다. 

자외선 레이저는 일반 유리포트는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

에, 석영포트를 설치해야 한다. 산소 분위기에 견디는 기

판 히터와 이중의 펌프를 설치한 RHEED를 사용해야 한

다. 이렇게 합성된 산화물 초박막은 RHEED 관측을 통해

서 두께와 결정성을 미리 확인된 상태로, 챔버를 다시 초

고진공 상태로 만든 후에 전자구조 측정장치로 이송시키

게 된다 [6]. 증착 도중에 기판의 일부를 셔터로 가려서 

다양한 두께를 하나의 단결정 기판에 증착하여 미세한 두

께 효과를 분석하는 경우도 있다 [7].(단, 산소기체 없이 

산화물이나 금속 등을 증착하는 경우도 있으나, 매우 드

문 경우이고 금속의 경우 에피 단결정 박막 대신 나노입

자 형태의 박막이 얻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4. 칼코겐화물 이종구조 연구결과 소개

전이금속 칼코겐화물은 최근 그래핀 이후 2차원 전자구

조를 보이는 물질 중심으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8]. 

전이금속 칼코겐화물 이종구조 중에서 덩어리 시료에서 

보이지 않던 대표적인 예로서, 밴드갭과 천이특성의 변화

를 보이는 MoS2와 MoSe2 등의 반도체와 초전도 임계온

도(Tc)가 덩어리에 비해서 큰 증가를 보이는 SrTiO3 기판

[Fig. 2]  Schematic diagrams of thin film growth systems: (a) MBE (Molecular Beam Epitaxy) and (b) PLD (Pulsed Laser Deposition).



Qigure=.Schematicdiagramsofthinfilmgrozthsystems{(a)MBE(MolecularBeamEpitaxy)and(b)

PLD(PulsedLaserDeposition).



�. 칼코겐화물이종구조연구결과소개

   전이금속 칼코겐화물은 최근 그래핀 이후 2차원 전자구조를 보이는 물질 중심으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

다
8
. 전이금속칼코겐화물이종구조중에서덩어리시료에서보이지않던대표적인예로서, 밴드갭과천이특성

의 변화를 보이는 MoS2와 MoSe2 등의 반도체와 초전도 임계온도(Tc)가 덩어리에 비해서 큰 증가를 보이는

SrTiO3 기판에올려진 FeSe 단일층이있다. 이외에도위상절연체와전하밀도파, 바일준금속상태등의전자구

조연구가관심을모으고있다.

   대표적인 MoS2와 MoSe2 등의 반도체는 덩어리 시료에서 간접천이 밴드갭을 보이는 반면, 단일층이 되면

직접천이 밴드갭을 보인다. 직접천이 밴드갭을 가지는 단일층은 투명하면서도 광발광이 강하기 때문에 반도체

및광전자소자로의응용성으로많은관심을모은다. 2013년미국버클리 ALS 가속기연구팀은MBE로성장

된단일층MoSe2 에피박막의 ARPES 실험으로두께에따른밴드갭의크기와밴드구조변화에대한직접적인

증거를 밝혀냈다
3
. 그림 3(a)에서 보듯이 SiC 기판 위에 에피성장된 그래핀 표면을 준비하고, 그 위에 단일층

의MoSe2층을성장시킨것을저에너지전자회절 (Low-energyelectrondiffraction,LEED)사진에서확인할

수 있다. 이 단일층 에피박막에서 3차원 운동량 공간에 대한 정밀한 전자구조를 ARPES로 측정하였다. 이를

통해서단일층에서는가전자띠 (Valence band)의 꼭대기가 K 점에있음을확인하였다. 또한, 표면에칼륨원

자를 뿌려 전도띠의 바닥 또한 K 점에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직접천이 밴드갭 특성을 직접적으로규명하였다.

이 보고이후, 그래핀에반데르발스결합으로성장한여러가지 2차원계전이금속칼코겐화물의전자구조연구

가활발하게보고되고있다.

   초전도체인 FeSe은단일층두께에서기판과의상호작용으로초전도 Tc가덩어리시료(Tc=9.�K)에비해 5

배 이상 증가하여 그 원리와 응용성에 대하여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2012년 중국 칭화대 연구팀은MBE로

SrTiO3기판에성장된단일층 FeSe에피박막의초전도 Tc(=55 K)와초전도갭의크기를 STM과 ARPES실험

으로확인하였다
9,10

. 그림 3(b)에보듯이, 원자배열이잘되어있는 SrTiO3 표면에단일층으로성장된 FeSe 위

에서 STM으로측정한초전도갭이 9meV와 20 meV로측정되었다.같은시료에대해서온도에따른 ARPES

측정을 통해서초전도갭이온도가증가하면서 Bardeen–Cooper–Sc�rieffer (BCS) 초전도 이론 그래프를따라

55K에서사라지는것을또한확인할수있었다.이로써 FeSe단일층이 BCS초전도이론을따르며,기판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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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올려진 FeSe 단일층이 있다. 이외에도 위상절연체와 

전하밀도파, 바일준금속 상태 등의 전자구조 연구가 관심

을 모으고 있다.

대표적인 MoS2와 MoSe2 등의 반도체는 덩어리 시료

에서 간접천이 밴드갭을 보이는 반면, 단일층이 되면 직

접천이 밴드갭을 보인다. 직접천이 밴드갭을 가지는 단일

층은 투명하면서도 광발광이 강하기 때문에 반도체 및 광

전자 소자로의 응용성으로 많은 관심을 모은다. 2013년 

미국 버클리 ALS 가속기 연구팀은 MBE로 성장된 단일

층 MoSe2 에피박막의 ARPES 실험으로 두께에 따른 밴

드갭의 크기와 밴드구조 변화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밝

혀냈다 [3]. 그림 3(a)에서 보듯이 SiC 기판 위에 에피성

장된 그래핀 표면을 준비하고, 그 위에 단일층의 MoSe2 

층을 성장시킨 것을 저에너지 전자회절 (Low-energy 

electron diffraction, LEED)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단일층 에피박막에서 3차원 운동량 공간에 대한 정밀

한 전자구조를 ARPES로 측정하였다. 이를 통해서 단일

층에서는 가전자띠 (Valence band)의 꼭대기가 K 점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표면에 칼륨 원자를 뿌려 전도

띠의 바닥 또한 K 점에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직접천이 

밴드갭 특성을 직접적으로 규명하였다. 이 보고 이후, 그

래핀에 반데르발스 결합으로 성장한 여러가지 2차원계 

전이금속 칼코겐화물의 전자구조 연구가 활발하게 보고

되고 있다. 

초전도체인 FeSe은 단일층 두께에서 기판과의 상호작

용으로 초전도 Tc가 덩어리 시료(Tc=9.4 K)에 비해 5

배 이상 증가하여 그 원리와 응용성에 대하여 큰 관심

을 모으고 있다. 2012년 중국 칭화대 연구팀은MBE로 

SrTiO3 기판에 성장된 단일층 FeSe 에피박막의 초전도  

Tc(=55 K)와 초전도 갭의 크기를 STM과 ARPES 실험

으로 확인하였다 [9,10]. 그림 3(b)에 보듯이, 원자배열이 

잘 되어있는 SrTiO3 표면에 단일층으로 성장된 FeSe 위

에서 STM으로 측정한 초전도갭이 9 meV와 20 meV로 

측정되었다. 같은 시료에 대해서 온도에 따른 ARPES 측

정을 통해서 초전도갭이 온도가 증가하면서 Bardeen–

Cooper–Schrieffer(BCS) 초전도 이론 그래프를 따라 

55 K에서 사라지는 것을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써 

FeSe 단일층이 BCS 초전도 이론을 따르며, 기판과의 상

호작용으로 인하여 Tc가 5배 이상 상승했음을 보고하였

다. 현재, 단일층 FeSe의 초전도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서, MBE와 결합된 ARPES 또는 STM 장치들을 이용한 

연구결과들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Fig. 3]  Electronic structure studies in transition metal chalcogenides. (a) Direct bandgap structure measured in the single-layer MoSe2 grown 

on epitaxial graphne substrate [3]. (b) Enhanced superconductivity in single-layer FeSe grown on SrTiO3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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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화물 이종구조의 연구결과 소개

전이금속 산화물은 칼코겐화물보다 먼저 고온초전도

체, 망간산화물, 강유전체 등의 발견 이후 고체물리에서 

광범위하게 연구되고 있는 연구대상이다. 국내에서도 산

화물 덩어리 시료와 박막에 대해서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

어졌다 [11]. 2002-2004년 산화물 이종계면들에서 반도

체와 같은 정밀한 계면 제어가 LaTiO3 / SrTiO3 계면에서 

구현되었고, 고이동도의 전자층이 LaAlO3 / SrTiO3 계면

에서 관측되면서 이종계면의 전자구조에 대한 관심을 모

아왔다 [12,13]. 또한, 새로운 조성과 구조의 산화물이 박

막의 형태로 합성되면서, 덩어리 시료에서 측정되지 못하

였던 정밀한 전자구조 측정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이종계

면구조와 신물질 박막은 제자리 박막 합성장치로 합성되

어 공기 노출없이 ARPES 등으로 전자구조 분석에 적용

된다. 대부분의 경우, 산화물 표면은 공기 중의 수분 등과 

반응하여 표면에 민감한 정밀한 전자구조 측정이 어렵다.

전이금속 산화물의 짧은 전자의 상호작용 거리에 의해 

격자상수 몇 층 사이에 급격한 계면 효과가 나타나길 기

대할 수 있다. 또한 기판의 격자상수를 조절하면, 박막에 

응력을 가하여 전자구조의 제어가 가능하다. 2002년에 

원자층 단위로 전하분포 제어가 구현된 LaTiO3 / SrTiO3 

계면을 격자 층별로 박막을 성장시킨 후 전자구조를 확인

한 결과가 그림 4(a)처럼 확인된다 [7]. 격자 상수 (약 0.4 

nm)만큼 계면에서 멀어질 수록 페르미면의 전도띠의 형

상이 2차원 전자구조인 원통형에서 점차적으로 3차원 전

자구조인 길쭉한 타원형으로 변화하는 것을 정밀하게 규

명하였다.

LaNiO3 초박막은 고온초전도체와 유사한 페르미면

을 가지는 전자상호작용이 큰 금속이다. LaNiO3 초박막

을 격자상수가 다른 3가지 단결정 기판에 성장시켜 격자

상수 변화 또는 응력에 따라 변화하는 전도띠의 페르미

면 구조를 직접적으로 규명하였다 [14]. 이러한 두께와 응

력의 미세한 변화에 대한 전자구조 변화 연구는 산화물

의 전자소자 응용의 기초자료가 되고, 이러한 제자리 박

막 합성장치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산화물 이종구조들

의 새로운 전자구조들이 밝혀지고 있다.

산화물의 금속 치환이나 결정구조 안정화를 통해서 새

로운 결정상과 물성의 신물질들이 발견되고 있다. 전자구

조 이론 예측을 직접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덩어리 시

[Fig. 4]  Electronic structure studies in transition metal oxides. (a) 2D electron gas measured in the LaTiO3 / SrTiO3 heterostructures [7]. (b) 

2D metallic states tuned by epitaxial strain in LaNiO3 grown on various substrates [14]. (c) Direct electronic structure evidence of 

transparent semiconductor BaSnO3 [15]. (d) Cuprate-like sublattice electronic structure of tetragonal CuO film grown on SrTiO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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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합성이 어렵거나 표면 준비가 어려울 경우, 제자리 박

막 합성장치에서 평평하고 결정성이 좋은 표면을 가지는 

신물질 박막을 성장하고, 새로운 전자구조를 실험적으로 

규명하게 된다. BaSnO3은 밴드갭이 3.2 eV 정도인 투명

반도체 신물질로, 높은 전하이동도를 가지고 인듐을 포

함하지 않아, 투명전극인 인듐주석산화물(ITO)의 대안으

로 연구되고 있다. BaSnO3의 밴드갭의 크기와 가전자띠

의 구조를 직접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 표면 상태가 좋

은 두꺼운 박막을 합성하여 전자구조를 규명하였다 [15]. 

그리고 의도적으로 산소 결핍을 유도하여, 박막의 전자를 

주입하여 전도띠의 바닥이 페르미 에너지 아래로 내려오

도록 박막을 준비하였다. 이 박막에서 ARPES로 측정한 

전자구조에 따르면, 밴드갭 수치에 더하여 가전자띠의 꼭

대기가 Γ 점에서 벗어나 간접천이 밴드갭 구조를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 예는 구리산화물 고온초전도체의 쿠퍼쌍 전자

들이 머무는 구리-산소의 2차원 구조를 연구하기 위해

서, CuO 초박막이 SrTiO3 기판의 결정구조에 맞추어, 덩

어리로는 존재하지 않는 정방정계(Tetragonal) 구조로 

안정화되었다 [16]. 이렇게 박막으로만 존재하는 신물질 

박막에서 측정한 전자구조는 2차원의 전자 상호작용의 

결과를 보여주며, 고온초전도체의 전자구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초정보를 제공하였다. 

6. 전망과 과제

ARPES 측정에서 3차원 운동량 공간의 정밀한 전자구

조를 얻을 수 있어 신물질이나 새로운 이종구조의 새로운 

물성을 밝혀내는데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단결정 시료를 자른 단면을 측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연

구방향은 새로운 시료를 빠르게 입수하여 전자구조를 측

정하는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되고 덩어리 시료의 기본 물

성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다. 반면에 박막의 경우 박막의 

두께와 응력을 조절하면, 덩어리 시료의 물성을 조절하고 

응용성이 큰 물성을 탐색하는데 좀더 유용해 보인다. 이

러한 점에서 세계적으로 제자리 박막 합성장치를 ARPES

나 STM 등의 전자구조 분석장치와 결합하는 연구팀들이 

들어나고 있으며, 복잡한 물성의 변수 공간에서 흥미로운 

물리적 현상들이 밝혀지고 있는 추세이다. 박막 이종구조

의 경우 두께, 조성, 응력 등의 다차원 변수 공간이 커지

면서, 단결정 시료와는 다른 다차원의 경쟁구도가 만들어

지고 있다고 보이며, 그만큼 개별 연구자들이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박막 이종구조의 전자구조 연구는 박막 합성의 전문성

과 전자구조 측정 및 분석의 전문성을 겸비해야 하는 점

을 주목하고 싶다. 응집물리 실험연구에서 시료의 합성과 

정밀한 분석은 각각 전문성을 가진 개별 연구집단들이 있

어, 이들간의 공동연구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점을 고려

할 때, 이종구조의 전자구조 연구에서도 개별 연구팀이 

박막 합성과 전자구조 측정을 모두 자체적으로 실행하기

는 쉽지 않다. 따라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연구팀들을 

보면, 박막 성장에 집중한 팀과 전자구조 측정에 집중한 

팀의 긴밀한 공동연구 체계로부터 세계적인 성과들이 도

출됨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국내 연구진들 사이에서도 

박막 전문가 집단과 전자구조 전문가 집단 간의 긴밀한 

공동연구가 좀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

러한 공동연구에서 제자리 박막 합성장치를 적용하기 어

려운 경우에, 박막의 표면을 보호하는 Se-보호층 방법이

나 휴대용 초고진공 시료 전달 장치 등의 개발이 확대되

어야 할 것이다.

7. 결론

칼코겐화물과 산화물에서 발현되는 흥미로운 물리현상

들이 다양하고 전자소자나 광소자 등으로 큰 응용가능성

이 보인다. 이러한 흥미롭고 유용한 물리현상들을 근본

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전자구조 측정 분석이 중요하며, 

특히 덩어리 시료에서 보이지 않는 초박막이나 이종구조

의 발현현상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제자리 박막 합성장치

와 전자구조 측정장치의 결합이 이상적인 연구장치로 보

여집니다. 이러한 연구장치는 소규모 개별 연구실보다는 

큰 연구단이나 방사광가속기 시설에 설치하여 이용자 기

반의 공동연구체계로 운영되는 방향이 장기적으로 활용

도와 성과를 높이는 방안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시

료의 성장과 전자구조 분석이라는 두 가지 전문성을 겸하

는 후속세대 양성을 위해서는 박막 합성과 전자구조 실

험, 전자구조 이론연구의 소규모 팀간의 공동연구체계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봅니다. 미국과 중국에서 많은 연구팀

들에서 제자리 박막 합성장치를 갖춘 전자구조 측정장치

를 설치하고 있는 최근 경향에 비추어, 국내에서도 이러

한 공동연구체계가 구축되어 신물질 이종구조의 전자구

조 연구의 선도적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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