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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상 교수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

에너지 소자를 위한 
이차원 물질의 연구 동향

1. 서 론

실리콘을 이용한 반도체 산업은 수십 년간 

엄청난 소자적 발전을 가져왔다. 그러나 최근 

실리콘 기반 소자가 한계에 직면하면서 새로운 

물질에 대한 요구로 탄소 기반의 그래핀 연구

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 또한 다양한 

물질적 장점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적 성질의 한

계로 인하여 또 다른 반도체 성질의 물질에 대

한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그러한 일환으로 이차

원 전위금속 칼코게나이드 (TMDCs) 물질에 대

한 연구가 최근 급격히 대두되고 있다.

최근 그래핀의 발견 이후 10여 년간 이차원 

나노 물질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폭되고 있

으며 특히 MoS2, WS2 등의 이차원 TMDCs에 

대한 연구가 매우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Mo, 

W 기반으로 하는 이차원 반도체 TMDCs의 합

성 및 전기적/광학적 특성을 밝히는 연구들이 

속속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보고에 의하면, 

반도체 이차원 TMDCs는 이동도, 광전 변환 

효율 등에서 뛰어난 전기적/광학적 특성을 가

지며, 유연 전자 소자, 광전지, 광/분자 검출 

센서, 에너지 변환용 촉매 등의 다양한 분야의 

응용소재로 기초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

다 [1].

이러한 이차원 물질

의 합성적인 측면에서

는 현재까지 보고되고 

있는 기계적/화학적 박

리법, CVD (chemical 

vapor deposition), 용

액 공정법으로는 원자 

층 단위로 두께를 조절

할 수 없고, 대면적으

로 균일하게 소재를 합

그림 2.  기체반응 CVD를 이용하여 합성한 대면적 
이차원 TMDCs.

그림 1.  이차원 TMDCs의 구조 (왼쪽) 현재까지 보고된 대표적인 
TMDCs 소재의 전기적 특성 (오른쪽 위) 및 광학적 특성 (오
른쪽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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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할 수 없지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합성

법에 대한 연구는 최근 집적 증착 및 대면적 

합성법 등의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 중이다 

[2,3].

2. 태양전지를 위한 이차원 TMDCs 

일반적으로 이차원 TMDCs 물질은 빠른 광

반응 속도 및 체적 대비 높은 광전류를 생

성하며 예로서, MoS2 단일 원자층 (mono-

layer)의 경우 4.5 mA/cm2로 알려져 있다. 

물질의 다양한 에너지 갭에 의해 가시광선 

영역까지 넓은 파장대의 빛을 효율적으로 흡

수하며 기존 Si, GaAs 물질과 비교했을 때, 

동일 두께 대비 높은 광 흡수율을 가지게 

된다. 예를 들어, MoS2의 경우 이론적으로 

0.5 nm 두께에서의 광 흡수율이 Si 50 nm

와 GaAs 12 nm 두께와 거의 비슷하다. 이

러한 이차원 TMDCs 물질 간의 PN 접합 합

성 공정 시, 공유 결합된 중간층이 없는 층

상 구조로서 격자 불일치가 적고 또한, 이차

원 TMDCs 물질 표면에는 dangling bond가 

없어 상태 밀도에서의 풍부한 (rich) 반 호브 

특이점 (Van Hove singularity peak)을 가지

는데, 이는 곧 가시광선 하에서 강한 연계 상

태밀도 생성을 통해 광자와의 강한 상호작용 

(strong light-matter interaction)을 갖게 

된다. 또한 광에 의해 발생한 전하의 재결합 

확률이 매우 낮으며 이차원 TMDCs 단일 원

자층 기준으로 단위 면적당 높은 양자 수율 

(4 × 10-3)을 가지게 된다.

이차원 TMDCs를 기반으로 한 태양전지 

PN 이종접합은 각 층의 반데르발스 결합으

로 이루어져 있어 5 nm 미만의 원자층 PN 

다이오드 합성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다음

과 같은 우수한 소재/소자 특성을 가진다. 

우선 두께 대비 높은 광반응 (1~30 mA/W) 

특성 및 외부 양자 효율 (EQE) (~20%), 광

대역 파장대의 빛 흡수율 (가시광 영역~자

그림 3.  전사법을 이용한 원자층 PN 이종접합 
나노구조.

그림 4. Dual-gate 원자층 PN 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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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선 영역), 또한 높은 광 흡수율에도 불구

하고 95%의 광 투과도 및 투명한 광전변

환 소재로서의 우수한 특징을 가지며 5%의 

흡수된 광 에너지의 10%가 전력으로 변환

될 수 있는 뛰어난 내부 양자 효율 (IQE) 또

한 가지고 있다. 현재까지 원자층 PN 이종

접합 나노구조 광검출 소자 제작은 물리적

으로 박리한 재료들을 순서대로 전사하는 

공정으로 수율이 낮으며 대면적 합성이 어

렵지만 최근 보고된 연구에 따르면 원자층 

PN 접합에 대한 연구는 이차원 TMDCs의 

ambipolar 특성을 기반으로 한 dual-gate 

PN 접합과 fluorine과 oxygen 플라즈마를 

이용한 도핑으로 PN 광검출 소자 형성이 보

고되어 있고 현재도 계속 대면적 합성 및 다

양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2,4-

6].

3. 압전 소자를 위한 이차원 TMDCs

압전성 재료들은 전기를 기계적 힘으로 변

환시킨다. 그들은 기계적 변형을 가할 때 결

정의 대칭을 변화시키거나 깨지게 하고 이로 

인해 그들의 극성 방향을 따라서 편극 전하 

(polarization charge)를 생성함으로써 전기

가 발생한다. 압전성은 1880년대에 처음 발

견되었고 작동, 감지, 에너지 수집 등의 다양

한 분야에 적용되었다. 이것은 MEMS와 전

자장치 속에 점점 더 이용되고 있다. 

미국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의 연구

진은 이차원 반도체 나노물질 속에서 압전

성을 측정하는데 최초로 성공했다 [7]. 이 

연구 결과는 매우 작고 저전력을 사용하

는 마이크로-전기 기계적 시스템 (micro-

electromechanical systems, MEMS)과 고감

도 바이오 센서 속의 오프/온 (off/on)을 전

환시킬 수 있는 압전 장치와 같이 원자적으

로 매우 얇은 장치를 디자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분자 수준에서의 압전성 존재는 '밸리트로

닉스 (valleytronics)'의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이것은 에너지 피크 (peak)와 밸리 

(valley)를 가진 파장으로 결정격자로 움직

이는 전자스핀 및 운동량으로 정보를 기록할 

수 있게 한다고 Hanyu Zhu는 말한다.

이차원 전이금속 칼코겐화물 (transition 

metal dichalcogenides, TMDCs)이라고 불

리는 재료들은 상온과 대기압에서도 그들의 

격자 재구성 없이 단일 층 이하의 원자 구조

들을 가지기 때문에 완벽한 저차원 압전소

자 (piezoelectrics)를 만들 수 있다. 이것은 

대부분의 재료 속의 압전성이 단일 분자 크

기를 가지고 그들의 표면 에너지가 증가하기 

그림 5.  압전 결합을 최대화하기 위해, 전극들
(노란색 점선)은 MoS2 단일층의 지그재그 
끝부분들 (흰색 점선)에 평형으로 제조되
었다. 흑녹색과 적색은 각각 반사와 광발
광의 세기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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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열역학적으로 불안정하게 된다. 그

러나 최근의 이론적 계산들은 그들의 부서진 

반전 대칭 (inversion symmetry) 때문에 이

런 2차원 결정 속의 압전성의 존재를 예측할 

수 있었지만, 지금까지 이것을 실제로 관측

하진 못했다.

이번 연구진은 몰리브덴 이황화물의 단일

층 결정에서 그들의 압전성을 측정했다. 그

들은 도핑과 기생 전하 (parasitic charge)와 

같은 기판의 원치 않는 효과를 피하기 위해

서 매달려 있는 샘플로 조사했다. 이러한 방

법은 MoS2의 압전성을 측정할 수 있게 한다

고 Zhu는 말했다. 

이번 연구진의 측정 기술은 샘플에 평면 

전기장을 인가한 후에 원자 힘 현미경 속

의 나노탐침을 이용했다. 유도 압전 막 응력 

(induced piezoelectric membrane stress)을 

관찰함으로써 이번 연구진은 2.9 × 10-10 C/

m의 압전계수를 얻을 수 있었다. 이 수치는 

아연 산화물과 알루미늄 질화물과 같은 폭넓

게 사용되는 압전 재료와 매우 유사하다. 또

한 이번 연구진은 압전성이 홀수의 MoS2층

을 가진 샘플에서만 오직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8].

4. 수소발생을 위한 
이차원 TMDCs

광 전기화학적 물 분

해 시스템은 반도체 광전

극인 작동전극과 상대전

극, 수 전해질로 구성되

어 있는 수조 내에서 태

양광에 의해서 광 전극이 

여기 되고, 생성된 전자/

정공쌍이 전기 화학적인 

반응을 통해서 물을 분해

하는 것이다. 물 분해 반

응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림 6.  광 전기화학적 물 분해 시스템의 기본 
원리.

그림 7. 박리된 WS2의 수소발생 반응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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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eV에 해당하는 전위가 필요하고, 최근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인 몰리브덴/텅스텐 

이황화물의 밴드 갭은 물질의 두께에 따라 

1.3~1.9 eV로 알려져 있어 이를 이용한 물 

분해 광촉매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

다 [9,10].

현재까지 수소발생 반응에서는 백금이 가

장 전기적으로 활발하고 안정한 촉매로 사용 

되어져 왔으며 널리 알려져 있으나, 그 매장

량이 적어 가격이 매우 비싸다는 단점이 있

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이금

속 디칼코게나이드를 이용한 실험적인 연구

가 진행되어 왔다. 그 중에서도 실험적으로 

2H phase를 가지는 전이금속 디칼코게나이

드의 금속성을 가지는 모서리 부분이 전기

화학적으로 촉매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 연구 결과를 통

해서 얼마나 금속성을 가지는 모서리 부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전이금속 디칼코게나이

드를 합성하는지가 중요해졌으며 그래핀과 

같은 다른 물질과의 복합구조를 만들어 효율 

향상을 이루어 냈다. 그러나 최근 연구 결과

에서는 1T phase의 metastable한 구조가 반

도체적 특성을 가지는 2H phase에 비해서 

광촉매로서의 역할에 더 부합하는 것으로 알

게 되었으며, 위 그림은 텅스텐 이황화물을 

이용하여 백금을 대체할 수 있는 광촉매 효

과를 보여주는 실험 결과이다 [10]. 그림 (a)

에서 백금촉매는 기준 수소 전극과의 차이

가 거의 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매우 효과적

인 촉매로 생각되며, 1T phase인 as-dep.상

태에서 차이가 0.2 V로 매우 높은 성능을 보

여주며, 300℃로 열처리 후에는 2H phase로 

변하면서 광촉매로서의 효과가 현저하게 감

소하는 것을 보여주고 bulk 상태에서는 거의 

촉매로서 사용하기 힘든 수준의 결과를 보였

다. 이 실험에서는 수소 발생반응에서 발생

하는 과전압에 대한 결과에서도 1T phase의 

텅스텐 이황화물이 백금 촉매에 거의 범접하

는 결과를 보이며 수소 발생반응에서 충분

히 광촉매로 쓰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1].

또한 대면적의 수소발생 반응 응용에서 백

금 광 촉매전극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아직

도 많은 연구가 필요한데 특히 물 분해 반응

에서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반응 중에 

발생하는 열역학적 overpotential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효과적으로 반

응에 참여할 수 있는 촉매를 개발해야 한다. 

그래핀이 층상구조에서 박리된 이래로 같은 

그림 8. MoS2와 WS2의 물 분해 비교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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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상 구조를 가지는 전이금속 디칼코게나이

드는 volcano plot에서 백금과 가까운 광촉

매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소개할 연구에서는 전이금속 디칼코게나이드 

중에서도 뛰어난 물리적 성질로 인해 많이 

연구되고 있는 몰리브덴/텅스텐 이황화물을 

이용한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는 암모늄 테

트라싸이오몰리브데이트/텅스테이트 물질을 

탄소 직물에 흡착시켜서 각각의 물질을 한 

번의 열분해를 통해서 제작하였다. 또한 온

도를 달리 합성하여 온도에 따른 수소 발생

반응이 일어나는 potential을 확인한 결과 몰

리브덴 이황화물의 경우 낮은 온도에서 텅스

텐 이황화물의 경우 높은 온도에서 더 낮은 

potential 특성을 보였다. 텅스텐 이황화물

의 경우 낮은 온도에서 합성 후 탄소 직물 표

면에 존재하는 텅스텐 옥사이드 나노 입자에 

의한 효과보다 결정성을 가지는 텅스텐 이황

화물이 더 좋은 결과를 보인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촉매의 성능을 살펴보기 위해서 

백금 촉매와 함께 overpotential 실험을 진행

한 결과 1,000℃에서 열분해한 텅스텐 이황

화물이 가장 좋은 결과를 보였으나, 아직까

지는 백금 보다 더 떨어지는 성능을 보였다. 

하지만 이 연구 결과에서는 몰리브덴 이황화

물은 낮은 온도에서 제작이 가능하여 대량생

산에 적합하고 텅스텐 이황화물은 높은 온도

에도 잘 견딜 수 있는 열 내구성이 강해서 물 

분해 반응에서 촉매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

성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뛰어난 물리적 성질과 성분 원소의 조

합에 따라 각기 다른 성질을 보이는 전이금속

디칼코게나이드 중에서 몰리브덴 이황화물은 

이전부터 수소 발생 반응의 촉매로 전도 유망

했으나, 최근에는 텅스텐 이황화물을 이용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전이금속 

디칼코게나이드는 물 분해 반응에서 낮은 반

응성과 반응위치 밀도가 작다는 단점과 촉매 

지지층과의 약한 전기적 contact로 인한 단점

이 있다고 알려져 왔다. 게다가 텅스텐 이황

화물은 몰리브덴 이황화물에 비해서 아직은 

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연구/개발

이 시급한 상황이다 [12].

5. 결 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이러한 이차원 

TMDCs 물질에 에너지 소자 연구에 있어 새

로운 물질 및 다양한 접근 방법을 통하여 태

양전지, 압전 소자, 수소발생에너지 소자 등

에 기존 에너지 소자가 가지고 있던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는 우수한 성질의 소자를 위한 

연구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연구되어

지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미

래에는 보다 고성능, 고효율에 에너지 소자

에 개발이 낙관적인 전망을 보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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