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전자재료 제27권 제4호 (2014년 4월)  23

S
P

E
C

I
A

L
 T

H
E

M
A

Special Thema

박주상 교수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

1. 서 론

흑연으로부터 기계적으로 박리된 그래핀의 

확인 이후 그래핀의 특이한 전기적 성질들의 

발견은 학계와 산업계에 많은 흥미를 일으켰

다. 백색광에서 2.3% 흡수, 넓은 표면적, 큰 

영률값, 훌륭한 열전도성과 같은 놀라운 성질

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 같은 속성들로 인

해 그래핀은 고속 전자소자나 고속 광학 기기, 

에너지 발전, 저장기기, 하이브리드 재료, 화

학 센서, DNA 분석 같은 광범위한 영역에 적

용되기 위해 꾸준히 연구되고 있다. 하지만, 

그래핀은 밴드 갭이 없기 때문에 상온에서 저

전력을 소비하는 논리회로 제작에 사용되기는 

적절하지 못하다. 이러한 단점은 최근 이차원 

Transition Metal DiChalcogenides (TMDC) 

물질을 통해 극복 가능성이 보여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TMDC는 화학식으로 MX2인 물질군으로 M

은 전이금속 4,5,6족이고 X는 칼코겐족 형태

이다. 이와 같은 물질들은 한 개의 금속 원자 

층과 두 개의 칼코겐 

원자층으로 구성되어 

X-M-X형태의 단위 층

을 기반으로 적층 구조

를 이루고 있다. 적층 

구조의 대칭성에 따라

서, 육각형 대칭 (2H), 

마름모계 대칭 (3R), 

그리고 정방정계 대칭 

(1T)로 나누어진다 (그

림 1).

특히, TMDC는 다양

한 성질, 즉, 전자, 광

학, 기계, 화학, 그리고 

열적 성질로 인해 수십 

년 동안 연구자들에 의

해 지금까지 연구되어 

차세대 반도체 소재로서의 
이차원 물질의 연구 동향

그림 1.  TMDC 물질의 구조 (a) MX2 구조의 형태, (b,c) 단층 박막의 
광학 및 AFM 모습, (d) 덩어리 MoS2 모습, (e) 다양한 형태
의 MX2 구조.

(a) (b) (c)

(d)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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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고 있다. 최근 TMDC의 전기적 성질, 즉 

두께에 따른 변화는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덩어리 MoS2는 1.3 eV의 간접 밴

드갭을 가지는 반면, 단일 층의 MoS2는 1.8 

eV의 직접 밴드갭을 가진다. 그리고 단일 층

의 MoS2는 높은 발광 (Photoluminescence) 

효율을 나타내어 광전자 소자로서 높은 응용

성이 기대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그래핀과 

TMDC 등의 이차원 물질에서 흥미로운 층 의

존 특성은 덩어리 물질에서의 특징과는 매

우 다르다. 비록 TMDC가 지난 수십 년간 폭

넓게 연구되어 왔지만 원자수준의 얇은 물질

에서 그들의 특성은 매우 새롭다고 할 수 있

다. 이러한 두드러진 특징들 때문에 이차원 

TMDC 물질들은 광전자, 스핀전자, 촉매, 화

학 생물 센서, 슈퍼 커패시터, 태양광 전지, 

리튬이온 배터리 등에 다양하게 적용 가능할 

것이다.

2. 물질 합성법

균일한 원자 수준의 얇은 이차원 TMDC의 

대면적 고품질 생산은 전기적 광학적 응용에 

적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데 여기서는 

간단히 덩어리 물질들을 박리시키는 방법과 

화학적으로 합성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그 차

이를 보고자 한다.

우선 원자 두께의 얇은 TMDC 조각은 층

상 구조의 덩어리로부터 접착테이프를 사

용해 벗겨낼 수 있지만 이러한 기계적인 박

리 방법은 조각의 두께나 크기를 조절하기 

어렵다. 이와 달리 레이저로 절삭하여 단

일 층의 MoS2를 만드는 법이 보고되어 이

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기

계적인 박리 방법과 달리, 액상 분리 방법, 

즉, 화학 용액을 이용하여 TMDC를 박리하

는 방법이 보고되고 있으며, 이 방법은 추

가적으로 잉크젯 방식 및 스프레이 코팅에 

이용되어 대용량 생산이 고려되고 있다. 용

액기반 TMDC 또한 그래핀과 같이 유연전

자 소자 및 혼합물질을 위한 좋은 이용가능

성을 가질 것으로 예측된다. 리튬 (Li) 삽

입을 이용한 TMDC 박막 분리는 1970년대

에 시도되었으며, 보통 리튬을 포함한 용

액 (n-butyllithium)에 덩어리 TMDC 분말

을 넣어서 분리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리튬

을 이용한 액상 분리법으로 생성된 마이크

로 크기의 단일층은 2H 구조의 반도체 덩어

리와 달리 1T 구조의 금속 상태이다. 따라

서 반도체의 성질을 가진 단일 층을 위해서

는 열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다른 방

법으로, 적절한 유기물 용매를 사용하여 초

음파 진동으로 TMDC를 박리하는 방법이 있

다. 이 방법은 하루 이상 걸리는 n-부틸리

튬 방법과 비교했을 때 불과 몇 시간이면 충

분하다. 이온 박리법의 주된 이점은 많은 양

의 단층을 얻을 수 있고, 전기화학적 방법인 

리튬 삽입에 의한 개선방법은 보다 빠르고 

조절 가능한 공정으로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고가의 시료인 리튬은 대기 중

에서의 화합물의 폭발성으로 비활성 기체분

위기에서의 작업 수행을 필요로 하며, 액체 

박리는 대기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물

질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다.

전자 및 광전자 소자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균일한 대면적의 합성법 개발이 반드시 요구

되는데 최근 절연체 기판에 MoS2 얇은 박막

을 원자 두께로 성장시킨 CVD 방법들이 보

고되고 있다. 먼저, Mo 금속 박막이 증착된 

웨이퍼나 (NH4)2MoS4 용액에 딥 코팅 (Dip-

coating)한 웨이퍼를 기화된 황 (S)으로 열처

리를 한다. 또는 높은 온도에서 황 (S) 분말

과 MoO3분말을 증발 시켜 합성한다. 이러한 

방법 이외에 다양한 화학적 처리 방법들이 

균일한 대면적 TMDC를 만들기 위해 연구되

고 있다 (그림 2).

최근에 국내 연구진에서도 Atomic Layer 

Deposition (ALD) 방식을 이용한 대면적 

WS2에 관한 보고가 있으며, 또한 나노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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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해 나노튜브 형태의 WS2도 합성할 수 있

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ALD 방식을 이

용한 대면적 TMDC 합성 방법은 향후 고품질

의 대면적 TMDC 합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된다 (그림 3).

　　

3. 전자 소자 
응용

3.1 전자소재 
반도체에서 가장 중

요한 응용의 하나는 

디지털 전자소자이

다. 지난 수십 년 동

안 디지털 전자 산업

은 더 이상 작아질 

수 없는 크기의 한계

에 도달하고 있다. 현

재 실리콘기반의 모스 

전계 효과 트랜지스

터 (MOSFET, metal-

oxide semiconductor 

field-effect tran-

sistor)의 두께는 22 

nm이다. 크기 감소

에 따른 양자 효과와 

열 적 손실에 따른 어

려움과 통계적인 이유 

등으로 앞으로 한계에 도달할 것이며, 새로

운 소자 개념 및 새로운 물질 탐색의 동기가 

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차원 반도체 물질

은 소자 특성을 방해하는 짧은 채널 효과가 

없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디지

털 논리 트랜지스터는 빠른 작동을 위한 빠

른 전하 이동도, 효과적인 스위칭을 위한 높

은 점멸비, 그리고 작동 중 낮은 전력 소모를 

위해 높은 전도성과 낮은 Off 상태의 전류가 

요구된다.

대부분의 반도체는 도핑을 이용해 전하밀

도를 증가 시킨다. 그러나 이러한 도핑된 원

자들에 의한 산란으로 이동도가 감소할 수 

있다. 그리고 디지털 논리 트랜지스터는 일

반적으로 104~107의 스위치 점멸비가 요구된

다. 이러한 조건들과 더불어 매우 높은 이동

도와 외부 게이트 전압을 이용해 전류를 조

그림 2.  TMDC물질의 합성법 (a) 이단계 증착법, (b) 그래핀위의 
반데르바 MoS2 합성, (c) 금속 황화법, (d) 고체를 이용한 
가스상 반응 합성법, (e) MoO2 박막을 이용한 대면적 황화
법 (f,g) 화학 기상 증착법. 

그림 3.  국내연구진에 의한 ALD를 이용한 대면
적 WS2의 합성.

(a)

(b)

(c) (d)

(e)

(f)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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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할 수 있는 그래핀이 최근 차세대 핵심 전

자 소자로 연구되고 있다. 그러나 그래핀은 

밴드갭이 없어서 낮은 Off 상태 전류를 가질 

수 없어서 디지털 논리 트랜지스터 사용에 

제한되고 있다. 따라서 높은 전하 이동도와 

높은 점멸비를 가지며 밴드갭 조절이 가능한 

새로운 나노 전자소재가 요구된다. 또한, 유

연성과 투명성은 차세대 전자 소자에 반드

시 필요하다. 현재 밴드갭 조절이 가능하며 

FET 소자에서 높은 점멸비를 가지는 초박

막 TMDC 물질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

고 있다. MoS2나 다른 이차원 반도체는 나노

미터 크기 이하의 두께를 갖고 과거 전자소

재와 비교했을 때 큰 장점이 있다. 보통 1-2 

eV 밴드갭에 높은 점멸비, 원자 단위의 얇은 

두께는 보다 효과적으로 스윗칭을 조절할 수 

있고 또한, 짧은 채널 효과 감소와 에너지 절

약에 도움을 줄 수 있다.

3.2 TMDC트랜지스터
이차원 반도체 TMDC는 기존의 실리콘과 

비교했을 때 구조적 안정성, 이동도 그리고 

불포화 결합 (Dangling bond)이 없는 독특

한 특성으로 차세대 FET소자의 채널 물질로 

고려되고 있다. TMDC를 이용한 최초 FET의 

하나로 2004년에 보고된 WSe2 결정은 기존

의 실리콘 FET의 이동도 (상온에서 전도성

이 500 cm2 V-1 s-1 이상인 P형)와 비슷한 값, 

양극 현상 (Ambipolar) 그리고 저온 60 K에

서 104 점멸비를 보였다. 이러한 소자 특성은 

MoS2단층 또는 박막을 이용한 백게이트 구

조에서도 구현되었으나, 아주 작은 0.1-10 

cm2 V-1 s-1의 이동도가 보고되었다. 이와 달

리 단층 MoS2를 기반으로 하는 상향 게이트 

트랜지스터는 높은 점멸비, n형 전도성, 200 

cm2 V-1 S-1 이상의 상온 이동도 그리고 74 

mV의 문턱전압 이하 기울기 (Subthreshold 

swing)를 가진다. 상향 게이트 구조는 같은 

기판에 다중소자의 통합 가능성과 동시에 소

자를 스위치하기 위한 소요전압 감소를 가능

하게 한다. 또한, 이 소자에 사용된 유전체 

이산화하프늄 (HfO2)은 또한 앞서 언급된 단

층 MoS2의 이동도를 증가시키는 장점이 있

다. 유전체를 이용한 상향 게이트 방식은 단

층 WSe2에도 적용되어 상온에서 ~250 cm2 

V-1 s-1의 홀 이동도, ~60 mV의 문턱전압 이

하 기울기 그리고 106의 점멸비가 구현되었

다. 그리고 액상 박리된 MoS2로 만든 박막 

트랜지스터도 단층 트랜지스터와 유사한 전

기적 특성을 보여주어, 유연하고 투명한 이

차원 전자 소자 응용에 대한 가능성을 높이

고 있다. 앞서 설명한 대로 대면적 MoS2를 

얻기 위한 CVD 합성 방법의 개발은 소자의 

웨이퍼 단위 제조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MoS2의 이동도는 III-V족 트랜지스터

에 비교하면 뛰어나지 않지만, 다양한 전기

적 특성, 상대적으로 높은 자원량 그리고 정

전기적 조절로 저전력 소자의 응용성이 높

다. 최근 디지털 논리 작동이 가능한 다층 

이차원 TMDC 트랜지스터를 기반으로 하

는 기능성 전기회로가 구현되었다. 6개 이

상 독립적으로 스위치 가능한 트랜지스터들

을 단층 MoS2 동일 조각 내에서 리소그래피 

(Lithography) 공정으로 여러 전극을 패턴

해 만들어졌다. 단층 MoS2에 만들어진 두 개

의 트랜지스터들로 구성된 집적 회로는 논리 

인버터와 NOR 게이트 작동을 구현했다. 또

한, 두 층의 MoS2 위에 복잡한 집적 회로, 인

버터, 논리 NAND 게이트, 정적 랜덤 액세

스 메모리 (Static access random memory) 

그리고 5개의 지연 스테이지를 가지는 피

드포워 링 오실레이터 (Five-stage ring 

oscillator) 등을 구현하였다. 양극성 (전하 

운반자가 전자와 양공 모두를 가짐) 수송 성

질 전달은 10 nm 두께의 얇은 MoS2 이온액

체를 게이트로 사용하는 전기 이중층 트랜

지스터 (Electric double-layer transistor, 

EDLT)를 10 nm 두께의 MoS2에 적용하여 1 

× 1014 cm2 아주 높은 운반자 농도를 가지

는 양극성 (전자와 양공이 모두 전하 운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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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된다) 수송 특성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전

자와 양공의 수송 특성 모두를 가지는 것은 

차후 CMOS 논리와 p-n 결합 광전자 소자에 

응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소자에서 점

멸비는 단층 소자 보다 매우 낮은데, 그 이유

는 덩어리의 조각에 흐르는 Off-전류에 기인

하는 것으로 고려된다.

3.3 TMDC 전자공학의 미래
가까운 시기에 이차원 반도체 TMDC의 또 

다른 응용 방향은 고성능 유연 전자소자이

다. 단층 MoS2에서 시연된 기계적 강도는 철

보다 30배 강하고 파괴되기까지 11% 이상 변

형이 가능하다. 이러한 점들은 MoS2가 강

하면서 유연한 기판에 적용될 수 있음을 알

려준다. 유연성 트랜지스터는 이온젤 게이

트 유전체를 가진 CVD로 성장한 MoS2와 전

기화학적으로 리튬 삽입을 이용하여 박리한 

MoS2에서 실현되었다. 다른 디칼코게나이드 

반도체들도 MoS2와 유사한 기계적 특성을 가

지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이차원 반도체 

TMDC는 전도성 그래핀이나 부도체 BN 등의 

또 다른 이차원 물질과 합쳐져서 유연 기판 

위에 복합된 구조로 이차원 전자기기를 형성

할 수 있다.

또 다른 응용 분야는 고속 동작에 적합한 

고전자 이동도 트랜지스터 (High-electron-

mobility transistor)이다. 일반적으로 밴드

갭이 다른 두 반도체들을 평면 접합한 경우 

밴드갭이 작은 물질의 전자들이 밴드갭이 큰 

물질로 적은 산란으로 자유롭게 이동하는 원

리를 이용하여 높은 전자 이동도를 구현하

게 된다. 따라서 다양

한 밴드갭을 가지는 

TMDC는 격자 차이가 

서로 크지 않기 때문

에 이러한 소자 구현

에 적합하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높은 전하

의 유효질량과 낮은 

운반자의 이동도는 이

러한 소자 개발에 문

제점이 되고 있다.

또 다른 응용 분야는 

여러 종류의 이차원 

층상 물질들을 복합하

여 적층소자를 만드는 

것이다. 최근 전계 유

도에 의한 밴드간 터

널링 효과를 이용한 

트랜지스터 (Field-

ef fect  tunnel ing 

transistor)를 구현하

여 아주 놓은 절체율 

(Swiching ratio)을 제

시하였다 (그림 4).

그림 4.  박리된 MoS2 전자소자 (a) HfO2-top-gate MoS2 FET, (b) 
I-V curve, (c) 단층 MoS2 집적회로, (d) 단층 MoS2 FET 
이론값, (e) 이온갤을 이용한 트랜지스터, (f) MoS2 조각 
EDLT소자 전도도, (g) TMDC를 기반으로 제안된 고전자이
동소자 형태.

(a) (b)

(c)

(d)

(e)
(f)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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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광전자공학

광전 소자는 빛을 생성 및 검출하거나 빛

과 상호작용 및 조절할 수 있는 전자 소자이

다. 탄소 나노튜브, 반도체 양자점 그리고 나

노선 같은 나노물질들은 레이저, LED, 태양

전지, 광스위치, 광검출기 그리고 디스플레

이 등의 광전자 응용에 사용하기 위해 많이 

연구되었다. 

광전소자가 유연하고 투명하면 태양전지 

배열기 (Solar array), 착용할 수 있는 전자

소자 그리고 투명 디스플레이에 응용할 가

능성이 높다. 그리고 반도체의 전자밴드구

조는 빛의 흡수 및 발광에 직접적으로 영향

을 미친다. 직접 밴드갭의 반도체는 밴드갭

보다 큰 에너지의 빛을 쉽게 흡수하거나 방

출한다. 반면에, 간접 밴드갭의 경우는 운동

량 (Momentum) 공간에서의 차이로 인한 추

가적인 포논의 흡수 및 방출이 필요하게 되

어 빛의 흡수 및 방출 효율이 좋지 않게 된

다. 따라서 단층 TMDC는 직접 밴드갭의 반

도체로 원자 두께로 가공이 가능하므로 차세

대 유연하고 투명한 광전자 소자 개발에 많

이 연구될 것으로 생각된다.

　　

4.1 유연 투명 광전소자
디스플레이나 착용 가능한 전자기기에 요

구되는 유연하고 투명한 광전소자의 구현은 

전도체, 반도체, 광흡수체, 발광체, 그리고 

유전체와 같은 투명하고 유연한 다양한 부품

들이 필요하다. 이런 다양한 기능성은 다른 

특성의 이차원 물질군의 통합을 필요로 한

다. 투명 전도체의 경우, 현재 널리 이용되

고 있는 ITO (Indium tin oxide)는 유연하지 

않으며 인듐의 부족으로 점차적으로 비싸지

고 있다. 최근 높은 전도성과 낮은 광대역 흡

수가 가능한 그래핀이 유력하게 대두되고 있

다. 반면에 밴드갭 조절 가능한 반도체 부품

의 경우는 광흡수 또는 발광 소자로 응용이 

가능한 이차원 TMDC가 연구되고 있다. 이

차원 유전체로는 층상 페롭스카이트나 BN이 

유력하다.

　　

4.2 태양전지와 광검출
TMDC의 상대적으로 많은 자원량과 가시

광선 영역의 직접 밴드갭은 박막형태의 태양

전지를 대체할 수 있는 광흡수 물질이며 빌

딩이나 곡면 구조에 적용할 수 있는 유연한 

물질로 매력적이다. TMDC 일부는 상용되고 

있는 전극 물질들의 일함수 (Workfunction)

와 비슷하다. 더욱이, 금속 이온이나 유기물

들의 삽입에 의해 TMDC의 밴드갭 조절이 가

능하여 태양 전지에 광흡수 물질로 사용할 

수 있다. 

박막 MoS2와 WS2는 빛에 민감하며 단층 

MoS2로 만든 광트랜지스터는 광검출기로

의 가능성을 보인다. 다른 두께의 MoS2층을 

사용함으로써 다른 파장의 광검출 또한 조

절 가능하다. 단층과 두 층의 MoS2는 1.8과 

1.65 eV의 밴드갭 에너지를 각각 가지며 초

록색 빛을 검출하기에 적합하다. 1.35 eV 밴

드갭의 세 층 MoS2는 빨간색 빛에 매우 적

합하다. 그리고 TiO2 나노입자, MoS2 원자

층 나노판 그리고 P3HT(3-hexylthiophene)

를 복합한 덩어리 이종접합 태양전지는 최근 

1.3%의 광변환 효과를 보여줬다. 더불어 무

기물 흡수 물질인 WS2와 TiO2를 혼합하여 전

기화학 태양전지가 합성되었다. TMDC는 또

한 전도체와 폴리머 LED에서 전자방지막으

로 이용되었다. 다중 접합 태양전지의 열화

로 인한 손해 감소 및 태양스펙트럼 전체의 

다양한 에너지의 빛 흡수에 효과적이라는 가

능성을 보인다. 이러한 구조는 잠재적으로 

가시광선에서 근적외선 영역까지의 다양한 

밴드갭의 다른 TMDC를 이용해 만들어질 수 

있다.

4.3 광발광
전기에 반응하여 빛을 방출하는 전기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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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은 LED와 다이오드 레이저와 같은 광전

자소자에 유용하다. 반면에 광 발광은 물질

이 빛을 흡수하고 그것을 다시 다른 에너지

로 방출하는 것이다. 간접 밴드갭 반도체보

다 직접밴드갭 반도체에서 전자와 홀의 재결

합에 의한 빛 발생 효율이 높다. 단층 반도체 

TMDC의 직접 밴드갭은 차세대 유연 광전 소

자의 활성 발광층으로 주목 받고 있다.

TMDC의 전기발광의 예로 Au 나노 접촉을 

통한 전기적 자극에 의한 MoS2 형광, 리튬 

인터칼레이션에 의해 박리된 SnS2로부터의 

발광, 복잡 폴리머 행렬 내부 병합 등을 포함

한다. 발광은 직접 밴드갭을 갖는 단층 MoS2

에서 보여지고, 단층 광 발광의 양자수율은 

두 층과 덩어리에서 보다 훨씬 높다. 그러나 

단층 MoS2의 광 발광 양자수율은 직접 밴드

갭 반도체에서 계산

된 값보다 상당히 작

다. 이러한 원인 규명

과 더불어 광전자 소

자 실현을 위하여 발

광 방출 및 급랭 과정

에 대한 이해가 요구

된다 (그림 5).

　　

5. 차세대 
이차원 물질

층상구조의 TMDC 

물질들은 수십 년 동

안 연구되었으나 최

근 원자 두께의 얇은 

이차원 물질들은 나

노 기술적으로 흥미롭

고 나노전자소자와 광

전소자로서 다양한 응

용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TMDC의 일부 

물질들에서 보여지는 

큰 밴드갭은 논리 트랜지스터에 적합한 채널 

물질이며, 몇몇 단층 TMDC에 직접 밴드갭

은 광전자소자로서의 가능성이 있다. 이차원 

MoS2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화학 가스 검

출기, 높은 점멸비의 트랜지스터 그리고 논

리 연산의 집적회로 등의 소자 구현이 가능

하다. 궁극적으로 대면적 합성 기술을 통하

여 다양한 TMDC 만들어내고 그러한 물질의 

적층을 통하여 이차원 물질만을 사용한 다양

한 형태의 기존 반도체 기반 소자를 대체할 

새로운 구조와 형태의 신개념 소자개발이 가

능하다. 앞으로 수년 내에 원자 두께의 얇고 

균일한 TMDC층의 대량 생산을 위해서는 나

노 단위 시료 제작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다. 

용액상 가공은 박리나 화학적으로 자란 조각

의 크기와 두께가 조절 가능한 방법을 찾아

그림 5.  현재, 제안된 광전소자 (a) 단층MoS2 조각의 AFM와 소자 
사진, (b) 광에너지에 따른 광전변환 특성, (c) 광변환효율, 
(d) 광변환에 따른 안정성, (e) 다층 구조의 태양전지의 에
너지 수준, (f) 평행구조형태의 태양전지 모델.

(a) (b)

(c) (d)

(e)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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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고 그리고 그와 같은 물질을 거대한 크

기로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생산할 새로운 방

법이 요구된다. 고체 시료를 위한 결정 성

장 방법은 큰 알갱이 크기와 층수의 균일도

와 조절 등에서 대면적 도달을 위해 많은 개

선이 필요하다. 앞으로 다양한 연구영역에서 

이차원 TMDC물질의 특성과 적용은 상대적

으로 흥미롭고 급격한 팽창을 이룰 것이다. 

(그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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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이차원 물질의 적층을 통한 다양한 물성 
및 특성변화가 가능한 레고 블록형태의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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