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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들어 위상절연체는 물질 내부의 에너

지 간격(band gap)과 표면의 위상학적으로 보

호되는 전도성 표면 상태(위상표면상태)가 존

재하는 독특한 성질로 인하여 그 물리적 특성

과 응용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위상절연체의 위상학적 표면상태는 시간역전 

대칭성에 의하여 보호되어 비자성 손상에 대

하여 표면 상태가 유지되며 스핀-운동량 잠금 

현상으로 인하여 전하의 후방산란이 금지된 

동시에 전류 방향에 따라 스핀편향이 발생한

다 [1-3]. 이러한 독특한 특성을 기반으로 위상

절연체는 높은 이동도, 스핀-전하 전환효율 등

을 가지며 이를 활용한 트랜지스터의 채널 및 

자기저항 메모리의 채널물질 등에 대한 활발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4,5].

 

 

또한 위상절연체는 연속적인 에너지 분포의 

위상표면상태를 가져 RF 영역에서 가시광 영

역까지의 넓은 파장 영역에 대하여 흡수가 가

능하며 위상표면상태를 매개한 빠른 광전자

의 빠른 재결합으로 인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차세대 광전소재로의 응용이 기대된다. 이 글

에서는 위상절연체의 독특한 전자구조와 광

학적 특성의 연관 관계에 대하여 설명한 후 다

양한 위상절연체 기반 광전 소재응용의 연구 

동향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다.

2.  위상절연체의 전자구조와

    광학 특성

2.1 3차원 위상절연체의 전자구조

앞서 설명하였듯이 위상절연체는 부도체인 

벌크(bulk)와 금속성인 위상 표면 상태를 동

시에 가진다. 위상절연체는 2차원과 3차원 위

상절연체로 분류할 수 있는데 3차원 위상절연

체는 2차원의 위상학적으로 보호된 표면상태

를 지녀 그 성질을 이용하기 용이하다. 특히 

Bi2Se3, Bi2Te3, Sb2Te3는 상대적으로 큰 벌크 

에너지갭(0.1 eV에서 0.3 eV)로 인하여 표면

상태의 측정과 응용이 수월할 것으로 기대되

어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위상절연체의 전자구조 형성에 대하여 대표

적인 3차원 위상절연체인 Bi2Se3를 예로 들어 

설명하면, Bi와 Se 원자가 삼각격자로 Se-Bi-

Se-Bi-Se 의 순서로 한 개의 단위층(quintuple, 

QL)를 형성하고 각 단위층이 QL이 반데르

발스 결합을 통해 층상으로 쌓인 마름모꼴

(rhombohedral) 격자 구조를 가진다. 이렇게 

역전대칭성(Inversion symmetry)을 가지는 

Bi2Se3 결정구조에서 화학결합과 crystal field 

splitting에 의하여 갈라진 conduction band

의 Bi p-orbital과 valance band의 p-orbital이 

강한 스핀-궤도 결합에 의하여 역전되어 bulk

에서 밴드갭을 형성하게 된며 이 역전된 전

자구조가 표면에서 대칭성이 깨짐에 따라 금

속성의 위상표면상태를 형성하게 된다. 따라

서 강한 3차원 위상절연체는 공통적으로 강

한 스핀-궤도 결합에 의한 역전된 밴드갭을 

가진다. 실제 밀도범함수 이론 계산(density 

functional theory calculation)을 통하여 각 원

자들의 밴드에 대한 기여를 구할 시 감마포인

트 근처에서 Bi와 Se의 orbital이 역전되어 있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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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a) Bi2Se3의 결정구조, (b) 밀도범함수이론계산으로  

구한 Sb2Se3, Sb2Te3, Bi2Se3, Bi2Te3의 밴드구조 [1].

a

b

그림 2 ▶  (a) Bi2Se3의 벌크 밴드구조. Bi pz orbital (빨간색),  Se 

pxpy orbital(파란색) Se pz orbital (녹색). (b)-(c) 각각  

J = 1/2 및 J = 3/2 대역의 pz 및 pxpy 기여도 [6].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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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위상절연체의 광학적 특성

위상절연체의 광학적 성질은 광 흡수가 발

생하는 방식을 기준으로 위상표면상태 내에서 

전자의 가속으로 전자기파를 흡수하는 Radio 

frequency (RF) - THz 영역 과 전도대로의 광여

기에 의해 빛을 흡수하는 적외선 - 가시광 영역

으로 나눌 수 있다.

RF-THz 영역에서 위상표면상태는 연속적인 

에너지 분포에 의하여 넓은 영역의 전자기파 

흡수가 가능하다. 이 영역에서 광학적 특성은  

 

THz time domain spectroscopy (THz-TDS)를 

이용하여 관측 가능하다 [7].

Bi2Se3 위상절연체의 두께에 따른 THz-TDS

실험을 통하여 위상절연체의 위상 표면상태

의 형성 및 페르미 에너지 준위에 따른 광학 

전도도가 잘 분석된 바 있다. Bi2Se3는 수 QL

의 얇은 두께일 때는 양표면의 위상표면상태

간의 hybridization에 의하여 밴드갭을 가지며 

두께가 두꺼워 지면 양 표면간 hybridization

이 풀리며 온전한 위상표면상태를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두께에 따른 위상절연체의 전

자구조의 변화에 의하여 THz 영역에서의 광

학 전도특성이 변하게 되는데 3QL 이상에서

는 항상 위상표면상태에 의한 2G0 (양자 전도

도, G0 =e2/h = 3.97 × 10-5 Ω-1)의 광전도도가 

존재한다. 두께가 두꺼워 지며 Bi2Se3 각 QL의 

벌크에 의한 2차원 전자가스에 의한 광전도도

가 G0 단위로 양자화되어 증가한다. 

적외선-가시광선 영역에서 적외선 또는 가시

광선으로 여기된 광전자는 빛의 파장에 따라 

벌크 전도대 또는 두 번째 위상표면상태로 여

기된다. 여기된 광전자는 위상표면상태를 경

유하여 수-수십 ps이내의 시간에 재결합한다. 

위상절연체의 적외선-가시광 영역의 광학적 

특성은 Time-resolved angle resolved photo 

emission spectrocopy (TR-ARPES)를 또는 

optical pump THz probe (OPTP)를 이용한 광

여기된 전자의 시분해 측정을 이용하여 직간

접적으로 관측이 가능하다 [8-11].

Sb2Te3에 대한 TR-ARPES 실험에서 200 fs, 

1.5 eV 의 fs-laser를 이용하여 벌크 준위로 여기 

시킨 광전자를 delay 시간에 따라 ARPES를 측

정한 결과에서 벌크 전도대의 광전자가 위상

표면 상태로 전이하여 집중된 후 수 ps 의 시

간내에 재결합함을 직접적으로 관찰하였다 

[8]. 특히 이 실험에서는 optical pump의 원편

광의 방향에 따라 광여기된 스핀편향된 광전

자에 대한 측정을 통하여 위상표면상태로 재

결합 시 스핀 방향에 따라 역격자 공간에서 위

상표면상태의 스핀분극에 의해 비대칭적으로 

재결합함을 실제 관측하였다. 이를 통해 위상

절연체의 스핀-광전자 소재로의 응용 가능성

을 실험적으로 확인하였다.

마찬가지로 fs-laser를 이용하여 광여기된 

전자에 대한 THz-TDS 측정을 통해 n-type 

Bi2Te3에 대하여 두 번째 위상표면상태로 전이

한 후 첫 번째 위상표면상태를 통하여 재결합

함을 확인하였다 [10]. 광여기된 전자가 두번

째 위상표면상태로 전이하며 광여기 직후에

는 위상절연체 표면상태의 드루드(Drude) 모

델로 기술되는 THz 광 흡수를 보인뒤 광전자

가 다시 벌크 준위로 전이하며 벌크의 양자우

물에 의한 THz 광흡수를 보인다. 마지막으로 

첫 번째 위상표면상태로의 전이를 통해 다시 

위상표면상태에 의한 THz 광 흡수를 보이게 

된다. 의한 특히 이 실험에서는 Bi2Te3 나노선

의 표면에 자성물질인 Mn을 도포하여 위상표

면상태를 손상시킬 시 두 번째 위상표면상태

로의 광여기 및 위상표면상태로의 재결합이 

억제되어 재결합시간이 증가함을 보여 실제

로 위상표면상태의 유무가 광전특성에 영향

을 줌을 확인하였다. 

여러 광학적 시분해 실험을 통해 적외선- 가

시광 영역에서 위상절연체의 Bulk의 전도대 

및 두 번째 위상 표면상태로의 광 여기를 통한 

광 흡수와 위상 표면상태를 경유한 빠른 재결

합을 확인할 수 있다. 이 특성으로 인해 위상

절연체 기반 광전소자는 광대역의 광흡수 및 

빠른 광반응이 가능하게 된다. 

그림 3 ▶  (a) Bi2Se3의 두께에 따른 밴드 구조, (b) 두께에 따른 광

학전도도와 각 Bi2Se3 각 밴드의 기여, (c) 8QL 위상절연

체의 THz TDS 스펙트럼 [7].

a

b

c

그림 4 ▶  (a) fs laser에 의한 optical pump후 delay 시간에 따른 

ARPES 결과, (b) 원편광 방향에 따른 optical pump후 

350fs 후의 ARPES 결과, (c) 0.3 eV에서 원편광 방향에 

따른 운동량에 따른 신호 세기 차이 [8].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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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위상절연체의 광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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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4 ▶  (a) fs laser에 의한 optical pump후 delay 시간에 따른 

ARPES 결과, (b) 원편광 방향에 따른 optical pump후 

350fs 후의 ARPES 결과, (c) 0.3 eV에서 원편광 방향에 

따른 운동량에 따른 신호 세기 차이 [8].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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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GHz에서 100 GHz까지 RF 흡수율을 측정

하였으며 1 uW/cm2 이상의 RF 세기에서 여기

된 광전자에 의한 Pauli blocking에 의하여 포

화 흡수가 발생하여 RF 파워에 따라 최대 60~ 

76% modulation depth를 보였다 [13].

THz 영역에서 위상절연체 기반 광소재 연

구는 THz의 제어 및 방출에 집중 되어있다. 

THz 파와 위상절연체의 표면 플라즈몬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THz 주파수 변조나 THz 영

역에서의 비선형 광특성을 이용하여 고조파

를 발생시키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14-16].

 

Bi2Se3를 4~20 um의 폭을 가지는 리본 배열로 

MBE 방법으로 성장하여 THz 파를 투과한 실

험에서 위상표면상태에 의한 디락플라즈몬에 

의하여 THz 파의 적색편이가 발생하게 된다. 

이 실험에서는 Bi2Se3 입사되는 THz파의 세기

에 따라 THz 파를 1.5 THz에서 0.9 THz까지 

제어 가능하였다 [14].

마찬가지로 MBE 방법으로 성장한 Bi2Se3 박

막에 강한 THz 파를 입사한 실험에서는 50 

kV/cm-1 이상의 THz 세기에서 비선형 효과에 

의한 3차 고조파 생성이 관찰되었다. 이 실험

에서 In이 도핑된 일반 부도체인 (Bi0.9In0.1)2Se6

에서는 고조파 발생이 관측되지 않아 위상절

연체의 비선형 광학효과가 위상표면상태에 

기인함을 확인하여 위상절연체를 THz 비선형 

광학 물질로 사용할 수 있음을 보였다.

3.2  위상절연체 기반 적외선-가시광 영역 

 광대역, 초고속 광전소자 연구 동향

위상절연체기반 적외선-가시광 영역의 광전

소자에 대한 연구는 위상절연체의 광대역 흡

수와 위상표면상태에 기인한 빠른 동작속도

를 활용하여 박막, 나노구조체, 다른 광전소재

와 이종접합등 다양한 형태의 소자에서 다양

한 파장대(3,500 nm ~ 273 nm)에 대한 연구

가 진행되어 왔다 [17-21].

위상절연체기반 광전소자에 대한 연구 중 

Bi2Te3/Pentacene 이종접합을 이용한 광소자 

연구가 위상절연체의 IR-가시광 영역을 포함

하는 광대역 흡수를 잘 보여주었다 [22]. Mica

위에 MBE 방법으로 성장된 Bi2Te3 박막위에 

3. 위상절연체 기반 광전소자

    연구

3.1  위상절연체기반 RF-THz 영역 광전자  

 소재 연구 동향

위상절연체의 위상표면상태는 위상절연체의 

두께가 >5QL 이상 일 시 위상절연체의 두께에 

상관없이 일정한 수준의 RF 흡수율을 지닌다. 

따라서 매우 얇은 광대역 RF 흡수 물질로의 

응용이 가능할것으로 예측되어 RF영역의 특

성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러

한 연구들은 위상절연체의 표면상태의 양을 

극대화 시키는 동시에 내부의 전자기파 산란

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나노 구조체 형태의 위

상절연체를 제작하여 진행되었다.

Hydrothermal 방식으로 제작된 Bi2Te3 nano 

sheet에 대한 RF 흡수율 연구결과 0.77 mm

의 상대적으로 얇은 두께에서 15~18 GHz 영

역에서 RF 흡수를 보였으며, 두께 조절에 의

한 임피던스 매칭에 따라 다양한 주파수 영역

에서 RF를 흡수하였다 [12]. 다른 연구에서는 

그림 5 ▶  (a) Bi2Te3 나노선의 optical pump 후 delay 시간에 따른 

THz TDS 로 측정된 각 광전도도에 대한 각 밴드의 기여, 

(b) Mn 도핑으로 위상표면상태가 손상된 Mn-Bi2Te3 나

노선의 optical pump 후 delay 시간에 따른 THz TDS 로 

측정된 각 광전도도에 대한 각 밴드의 기여, (c) Bi2Te3의 

광여기된 전하의 재결합, (d) Mn-Bi2Te3의 광여기된 전

하의 재결합 [10].

a

b

c

d

그림 6 ▶  (a) Bi2Te3의 nanosheet의 두께에 따른 RF 흡수율 [12], 

(b) Bi2Te3의 nanosheet의 100 GHz에서 파워에 따른 흡

수율 [13].

a

b

그림 7 ▶  (a) 4 um 폭의 Bi2Se3 리본의 입사 THz 파워에 따른 THz 

방출, (b) 20 um 폭의 Bi2Se3 리본의 입사 THz 파워에 따

른 THz 방출 [14], (c) Bi2Se3 박막의 입사 THz 파워에 따

른 3차 고조파 방출 [15].

a

c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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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그림 6 ▶  (a) Bi2Te3의 nanosheet의 두께에 따른 RF 흡수율 [12], 

(b) Bi2Te3의 nanosheet의 100 GHz에서 파워에 따른 흡

수율 [13].

a

b

그림 7 ▶  (a) 4 um 폭의 Bi2Se3 리본의 입사 THz 파워에 따른 THz 

방출, (b) 20 um 폭의 Bi2Se3 리본의 입사 THz 파워에 따

른 THz 방출 [14], (c) Bi2Se3 박막의 입사 THz 파워에 따

른 3차 고조파 방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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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만든 위상절연체/유기물 이종접합에 대

한 광전소자에 대하여 3,500 nm에서 450 nm에  

이르는 넓은 영역에 대하여 광전류를 측정한 

결과 전 영역에서 수 10% 이상의 외부 양자효

율을(EQE) 를 달성한 바 있다.

위상절연체의 빠른 광반응은 Bi2Te3 나노와

이어에 대한 광전류 실험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CVD 방법으로 성장한 단일 결정에 

가까운 Bi2Te3 나노와이어를 이용한 광소자의  

532 nm 파장에 대한 광 반응성 측정에서 184 us의 

상승 시간과 268 us의 하강 시간이 관측된 바 

있다. 또한 자성물질 Mn도핑을 통해 위상표

면상태를 손상시킬 시 상승 시간이 684 us 하강 

시간이 968 us로 증가함을 보임으로서 위상표

면상태의 유무가 실제로 위상절연체 기반 광

전소자의 광반응 속도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보였다. 

그림 8 ▶  (a) Bi2Te3/Pentacene 이종접합 광전자소자의 구조, (b) 

Bi2Te3/Pentacene 이종접합의 SEM 이미지, (c) 다양한 

파장의 빛에 대한 광전류, (d) Bi2Te3, Pentacene, Bi2Te3/

Pentacene 소자의 파장에 따른 외부양자효율 [22].

a

c

b

d

그림 9 ▶  (a) Bi2Te3 나노선의 TEM 이미지, (b) Bi2Te3 나노선의 확

대된 TEM 이미지, (c) Bi2Te3 나노선과 Mn-Bi2Te3 나노

선의 광전류, (d) Bi2Te3 나노선과 Mn-Bi2Te3 나노선의 

외부양자 효율 [10].

a

c

b

d

2차원 전이금속 디칼코지나이드 물질과 위상 

절연체를 접합하려는 시도도 활발히 이루어지

고 있다 [19,23,24]. 2차원 전이금속 디칼코지

나이드 물질과 위상절연체는 반데르발스 갭

으로 손상없이 접합을 만들 수 있어 전이금

속 디칼코지나이드 물질의 다양한 광학특성

과 위상절연체의 상호작용을 이용가능할것으

로 기대된다. pulsed laser deposition (PLD) 방

법을 이용하여 증착된 WS2와 Bi2Te3 이종접합

에서 Bi2Te3 버퍼로 인한 WS2 막질 향상, 이종

접합 계면에서의 전송자 분리와 위상표면상

태로의 빠른 전자 이동으로 인하여 WS2 단일 

물질에 비하여 높은 광 반응성이 달성되어 2

차원 전이금속 디칼코지나이드 물질과 위상

절연체 이종접합을 이용한 광전 소자의 가능

성을 확인하였다.

4. 맺음말

이 글에서는 위상절연체의 독특한 전자구

조와 그에 기인한 광학적 특성에 대하여 알아

보았다. 위상표면상태 및 벌크 갭이 공존하는 

독특한 전자구조로 인하여 위상절연체는 RF-

THz 영역에서 적외선-가시광 영역의 광범위

한 영역에 응용 가능하다. RF 흡수체, THz 광

소자 및 IR-가시광 광검출기 등 다양한 형태의 

위상절연체 기반 광소자가 연구되어 왔으며 

넓은 범위의 광흡수와 빠른 광 반응성을 기반

으로 하여 광대역 고성능 광전소자의 개발이 

가능함을 보였다. 향후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위상절연체 기반 상용 광전자소재의 등

장이 기대된다.   

그림 10 ▶  (a) Bi2Te3/WS2 이종접합 제작의 모식도, (b) Bi2Te3/

WS2 소자의 광전류 (c) Bi2Te3/WS2 소자의 Bi2Te3 두께

에 따른 광반응성 [20].

a

b

c



Sp
ec

ia
l T

he
m

e 

10

E2 M
 전
기

 전
자
와

 첨
단

 소
재

   
   

 •

11

w
w

w
.kieem

e.or.kr
•       June  2021  Vol. 34,  N

o. 3

Thermal evaporation 방법으로 pentacene 증착

하여 만든 위상절연체/유기물 이종접합에 대

한 광전소자에 대하여 3,500 nm에서 450 nm에  

이르는 넓은 영역에 대하여 광전류를 측정한 

결과 전 영역에서 수 10% 이상의 외부 양자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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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  (a) Bi2Te3/Pentacene 이종접합 광전자소자의 구조, (b) 

Bi2Te3/Pentacene 이종접합의 SEM 이미지, (c) 다양한 

파장의 빛에 대한 광전류, (d) Bi2Te3, Pentacene, Bi2Te3/

Pentacene 소자의 파장에 따른 외부양자효율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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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된 TEM 이미지, (c) Bi2Te3 나노선과 Mn-Bi2Te3 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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