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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 론

2004년‥맨체스터‥대학교의‥가임교수가‥그래

핀을‥최초로‥관찰한‥이래‥많은‥사람들이‥그래핀

의‥독특한‥성질에‥대해‥주목하여왔다.‥그래핀은‥

sp2‥탄소‥한층으로‥이루어진‥물질로서‥전기전도

성과‥열전도성이‥뛰어나‥연구자들은‥그래핀이‥

차세대‥전기전자재료로‥사용될‥것으로‥전망하

고‥있다.‥그래핀의‥우수한‥물리화학적‥성질은‥2

차원‥층상구조로부터‥기인한다.‥따라서‥최근‥그

래핀‥외에도‥다양한‥2차원‥소재에‥대한‥관심이‥

높아지고‥있다.‥그래핀이‥탄소로만‥이루어져‥있

는‥반면‥2차원‥구조‥금속산화물,‥금속수산화물,‥

금속칼코겐화물‥나노시트는‥다양한‥원소로‥구

성되어‥있다.‥따라서‥이‥2차원‥무기‥화합물의‥경

우‥화학적‥조성을‥조절함으로써‥부도체부터‥도

체까지‥이르는‥다양한‥물성을‥갖는‥전기전자재

료를‥만들‥수‥있다[1].‥본‥고에서는‥전기전자재

료로서‥2차원‥무기나노시트의‥연구를‥전망하고

자‥한다.‥

2. 2차원 무기소재 나노시트의 박리화 

2차원‥무기소재‥나노시트는‥2차원‥무기소재

를‥박리화하여‥만든다.‥2차원‥무기소재는‥금

속산화물,‥금속수산화물,‥금속칼코겐화물‥등

이‥있다.‥2차원‥무기소재를‥박리화하는‥방법은‥

그림‥1에‥나타낸‥것처럼‥3가지로‥분류할‥수‥있

다.‥층상구조이며‥금속과‥산소로‥이루어진‥호

스트(Host)‥층‥사이에‥알칼리‥양이온이‥위치

한‥구조를‥가진‥층상‥금속산화물은‥산성‥용액

에서‥하이드로늄(H3O
+)‥이온이‥삼투압‥현상으

로‥인해‥층‥사이에‥삽입된다.‥양이온보다‥크기

가‥큰‥하이드로늄‥이온은‥금속산화물의‥호스

트‥층‥간격을‥넓힌다.‥층간‥거리가‥확장된‥금속

산화물을‥테트라뷰틸암모늄‥하이드록사이드

(Tetrabutylammonium‥hydroxide)와‥같은‥

거대‥유기분자‥수용액에‥넣으면‥거대‥유기분자

는‥금속산화물의‥층간‥거리를‥더‥확장시켜‥금속

산화물‥층은‥3차원‥구조를‥더이상‥유지하지‥못

하고‥박리화된다‥(그림‥1A).‥금속산화물‥2차원‥

무기‥나노시트의‥예로는‥Ti1.83O4,‥Ti3O7,‥MnO2,‥

CoO2,‥ [Ni1/3Co1/3Mn1/3]O2,‥RuO2‥등이‥있으

며‥이들은‥Cs0.67Ti1.83O4,‥Na2Ti3O7,‥K0.45MnO2,‥

LiCoO2,‥K[Ni1/3Co1/3Mn1/3]O2를‥박리화시켜‥합

성한다‥[1-6].‥박리화‥과정을‥통해‥합성된‥층상‥

금속산화물‥나노시트는‥박리화‥과정‥중‥층‥안

에‥있던‥알칼리‥양이온을‥잃고‥음의‥표면전하를‥

띤다.‥따라서‥층상‥금속산화물‥나노시트는‥물

에‥균일하게‥분산되어‥있는‥상태며‥과량의‥수산

화‥이온으로‥인하여‥염기성의‥용액을‥형성한다.‥

층상‥금속산화물‥나노시트의‥박리화‥여부는‥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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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Tyndall)‥현상으로‥확인해볼‥수‥있다.‥층

상‥금속산화물의‥박리화‥수율은‥약‥50~100%

로‥금속수산화물,‥금속칼코겐화물과‥같은‥다

른‥2차원‥무기소재보다‥높은‥편이다.‥박리화

된‥층상‥금속산화물‥나노시트‥단일층의‥두께

는‥1‥nm‥이하이다.‥원자탐침현미경‥(Atomic‥

force‥microscopy,‥AFM)으로‥층상‥금속산화

물‥나노시트의‥두께를‥분석할‥수‥있으며,‥박리

화‥수율에‥따라‥1~10층‥이하로‥박리화된‥나노

시트들이‥관찰된다.‥단일층의‥층상‥금속산화

물‥나노시트를‥분리하기‥위해‥나노시트가‥분

산되어‥있는‥현탁액을‥10,000‥rpm‥이상에서‥

원심분리하여‥상등액을‥취하기도‥한다.‥

층상‥금속수산화물은‥금속에‥양쪽으로‥수

산화기가‥나열된‥구조로‥인해‥이중층‥수산화

물‥(Layered‥double‥hydroxide,‥LDH)이라

고도‥불린다.‥이중층‥수산화물은‥호스트‥층

을‥이루고‥있는‥금속수산화물이‥양전하를‥띠

기‥때문에‥중성‥전하를‥유지하기‥위해‥Cl-,‥

CO3
2-,‥NO3

-와‥같은‥음이온이‥호스트‥층‥사

이에‥삽입되어‥있다.‥Cl-,‥CO3
2-과‥같은‥음이

온이‥삽입되어‥있는‥이중층‥수산화물을‥박리

하기‥위해서는‥Cl-,‥CO3
2-‥이온‥대신‥NO3

-‥이

온을‥층간삽입‥(intercalation)하는‥과정이‥

필요하다.‥NO3
-는‥Cl-이나‥CO3

2-에‥비해‥이

온‥크기가‥크고‥전하량이‥작아서‥호스트‥층

인‥금속수산화물‥층‥사이의‥인력을‥극복하는

데‥매우‥유리하기‥때문이다.‥그림‥1B에‥나타

낸‥것처럼‥NO3
-가‥삽입된‥이중층‥수산화물

을‥포름아마이드‥(Formamide)에‥넣고‥비활

성‥기체‥분위기‥하에서‥교반하면,‥용매화‥반

응이‥일어나‥이중층‥수산화물은‥포름아마이

드‥용액‥안에서‥박리화된다.‥박리화가‥보고

된‥이중층‥수산화물‥나노시트의‥예로는‥Mg-

Al-LDH,‥Zn-Cr-LDH,‥Co-Al-LDH,‥Ni-

Co-LDH,‥Fe-Co-LDH,‥Zn-Co-LDH‥등

이‥있다‥[1,7-9].‥박리화된‥이중층‥수산화물‥

나노시트는‥호스트‥층‥사이에‥존재해있던‥음

이온의‥손실로‥표면에‥양전하를‥띠는‥것이‥특

징이다.‥이중층‥수산화물의‥박리화‥수율은‥약‥

50~100%이나‥최적의‥박리화를‥위한‥이중층‥

수산화물의‥분산‥농도는‥낮다.‥박리화된‥이중

층‥수산화물‥나노시트‥단일층의‥두께는‥1‥nm‥

이하다.‥이중층‥수산화물‥나노시트의‥물성평

가‥방법은‥층상‥금속산화물‥나노시트의‥경우

와‥동일하다.‥

층상‥금속칼코겐화물은‥층상‥금속산화물

이나‥층상‥금속수산화물과‥달리‥금속과‥칼코

겐‥원소로‥이루어진‥호스트‥층‥사이에‥어떠

한‥이온‥종도‥존재하지‥않는다.‥따라서‥층상‥

금속칼코겐화물의‥c축‥층간‥거리는‥층상‥금

속산화물이나‥층상‥금속수산화물의‥것보다‥

작기‥때문에‥게스트‥종을‥층간‥삽입하여‥박

리화하기가‥쉽지‥않다.‥층상‥금속칼코겐화

물의‥박리화‥방법‥중‥한가지는‥그림‥1C에‥나

타낸‥것처럼‥강한‥환원력을‥갖는‥뷰틸리튬‥

(n-Butyllithium)을‥층상‥금속칼코겐화물과‥

유기용매에서‥반응시켜‥리튬이온‥(Li+)이‥층간‥

삽입된‥금속칼코겐화물‥중간체를‥합성한‥후,‥

이어서‥이‥중간체를‥물에‥넣고‥초음파를‥가해

그림 1.  층상구조 금속산화물, 금속수산화물, 금속칼
코겐화물의 박리화 과정.



30   테마

테마기획  _ 2차원 층상구조 전자소재

주는‥것이다.‥이‥과정에서‥금속칼코겐화물‥층‥

안에‥존재하는‥리튬과‥물이‥반응하여‥수소기

체를‥발생시키며‥호스트‥층인‥금속칼코겐화물

이‥박리화되게‥된다.‥박리화‥과정을‥통해‥합성

한‥금속칼코겐화물‥나노시트의‥예로는‥MoS2,‥

MoSe2,‥NbSe2,‥WS2,‥TiS2‥등이‥있다‥[10].‥박

리화된‥금속칼코겐화물‥나노시트는‥뷰틸리튬

과‥반응‥시‥전이금속이‥일부‥환원된‥결과로‥표

면에‥음전하를‥띠며‥물에‥분산된다.‥층상‥금속

칼코겐화물의‥박리화‥수율은‥50%‥이하로,‥세

가지‥종류의‥2차원‥무기소재‥가운데‥가장‥낮

은‥박리화‥수율을‥나타낸다.‥박리화된‥층상‥금

속칼코겐화물‥나노시트‥단일층의‥두께‥또한‥1‥

nm‥이하이며‥금속칼코겐화물‥나노시트의‥물

성평가‥방법은‥층상‥금속산화물‥나노시트나‥

이중층‥수산화물‥나노시트의‥경우와‥동일하

다.‥이처럼‥2차원‥무기소재‥나노시트의‥종류

는‥매우‥다양하며‥화학조성에‥따른‥물리화학

성질‥또한‥넓은‥스펙트럼을‥갖기‥때문에‥그래

핀과‥함께‥차세대‥전기전자재료로서‥주목할만

하다.‥

3. 2차원 무기소재 나노시트의 전기전도도

2차원‥무기소재‥나노시트의‥전기전도도는‥

부도체부터‥도체까지‥매우‥다양하다.‥도체

의‥성질을‥갖는‥나노시트는‥전극과‥같이‥높은‥

전기전도도를‥요구하는‥전기전자재료로‥사

용될‥수‥있다.‥LiCoO2,‥KRuO2를‥박리화하

여‥합성한‥CoO2,‥RuO2‥나노시트는‥대표적

인‥금속성‥2차원‥무기나노시트이다.‥전자가‥

일부‥채워진‥d‥오비탈로‥인해‥CoO2,‥RuO2‥

나노시트는‥높은‥전기전도도를‥나타낸다.‥전

기전도성이‥높은‥금속산화물‥나노시트가‥분

산된‥용액은‥일반적으로‥검은색을‥나타내는

데‥이는‥금속성‥금속산화물‥나노시트가‥매

우‥좁은‥밴드갭을‥갖기‥때문이다.‥층상‥금속

칼코겐화물인‥NbSe2‥또한‥높은‥전기전도성

을‥갖지만‥박리화‥수율이‥낮고,‥약한‥화학적‥

안정성을‥갖기‥때문에‥전기전자재료로‥사용

하기‥위해서는‥이를‥개선해야‥할‥필요가‥있

다.‥부도체의‥성질을‥갖는‥나노시트는‥유전

체‥(Dielectric‥material)로서‥다중‥세라믹‥

캐패시터‥(Multi-layer‥ceramic‥capacitor,‥

MLCC)와‥같이‥ 0의‥전기전도도를‥요구하

는‥전기전자재료로‥쓰일‥수‥있다.‥금속이온

의‥d‥오비탈이‥전부‥비어있거나‥모두‥차‥있는

Ti2NbO7,‥Sr2Nb3O10‥나노시트는‥대표적인‥

부도체성‥2차원‥무기나노시트이다.‥부도체성‥

금속산화물‥나노시트가‥분산된‥용액은‥일반

적으로‥흰색인데‥이는‥부도체성‥금속산화물‥

나노시트가‥넓은‥밴드갭을‥갖기‥때문이다.‥이

외‥대부분의‥층상‥금속산화물,‥층상‥금속수산

화물,‥금속칼코겐화물은‥나노시트는‥반도체

이며‥물리화학적‥성질에‥따라‥다양한‥용도의‥

전기전자재료로서‥응용된다.‥

4. 2차원 무기소재 나노시트의 소자화

2차원‥무기소재‥나노시트를‥전기전자재료

로서‥사용하기‥위해서는‥물에‥분산되어‥있는‥

나노시트를‥소자화해야한다.‥무기소재‥나노

시트를‥전기전자재료로‥하여‥소자화하기‥위

해서는‥무기‥나노시트만‥사용하거나‥다른‥소

재와‥함께‥혼성화하는‥방법이‥있다.‥지금부

터는‥무기소재‥나노시트를‥소자화하는‥방법

에‥대해‥알아보고자‥한다.‥무기소재‥나노시

트를‥박막화하는‥방법은‥랑뮤어-블로젯‥방법‥

(Langmuir-Blodgett‥method),‥교차적층법‥

(Layer-by-layer‥method),‥전기화학적‥증

착법(Electrochemical‥deposition)‥등이‥있

다‥[11-13].‥랑뮤어-블로젯‥방법은‥무기소재‥

나노시트를‥매우‥높은‥밀도를‥가지는‥균일한‥

박막으로‥제작하는데‥유리하다‥[11].‥그림‥2

에‥나타낸‥것처럼‥기판이‥수조에‥잠겨‥있는‥상

태에서‥계면활성제와‥섞인‥2차원‥무기소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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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시트‥분산액을‥수조에‥뿌린‥후‥양‥옆의‥장벽

을‥천천히‥모아주면‥통나무가‥강의‥물살에‥의

해‥정렬되듯이‥나노시트‥또한‥정렬된다.‥나노

시트가‥잘‥정렬되어있을‥때,‥기판을‥천천히‥올

리면‥물의‥표면장력으로‥인해‥물에‥분산되어‥

있던‥나노시트가‥기판에‥단층으로‥깔리게‥된

다.‥계면활성제를‥제거하고‥2차원‥무기소재‥나

노시트만‥남기기‥위해서‥자외선을‥조사하거나‥

박막을‥200℃‥이상의‥온도에서‥소결시킨다.‥

여러‥층을‥적층하기‥위해서는‥기판을‥다시‥수

조에‥담그고‥양‥옆의‥장벽을‥천천히‥모아‥나노

시트가‥잘‥정렬되어있을‥때‥기판을‥천천히‥올

려‥나노시트를‥쌓는다.‥랑뮤어-블로젯‥방법으

로‥1회‥쌓은‥무기나노시트‥박막의‥두께는‥단일

층의‥두께,‥즉‥약‥1‥nm이므로‥공정을‥반복하

여‥1‥nm‥~‥수십‥nm‥두께의‥박막을‥증착하는

데‥적합하다.‥

그림‥3에‥나타낸‥것은‥유기화합물과‥무기

소재‥나노시트를‥교대

로‥ 적층시키는‥ 교차

적층법이다‥[12].‥ 2차

원‥ 무기소재‥ 나노시

트를‥기판에‥깔기‥전

에‥ 무기소재‥ 나노시

트의‥표면‥전하와‥반

대‥전하를‥띠는‥고분자‥용액에‥기판을‥담근

다.‥이어서‥기판을‥증류수에‥담궈‥과량의‥고

분자를‥제거한다.‥다음으로‥나노시트가‥분

산된‥용액에‥기판을‥담궈‥무기소재‥나노시트

를‥고분자가‥코팅된‥기판에‥정전기적‥인력으

로‥증착시킨다.‥이후에‥과량의‥무기소재‥나

노시트를‥제거하기‥위해‥기판을‥증류수에‥담

근‥후,‥다시‥고분자‥용액-증류수-무기소재‥나

노시트-증류수의‥순서로‥용액에‥기판을‥담

궈‥다층의‥나노시트‥박막을‥형성한다.‥양이

온성‥고분자로는‥Polyethyleneimine‥(PEI),‥

Poly(diallyldimethylammonium)‥ (PDDA)‥

이온‥등이‥대표적으로‥사용된다.‥또한‥음이

온성‥고분자로는‥Poly(thiophene)‥ (APT),‥

Poly(phenylenevinylene)‥ (APPV)‥이온‥등

이‥사용된다.‥교차적층법으로‥쌓은‥고분자

와‥무기나노시트‥박막의‥두께는‥수‥nm~수십‥

nm에‥해당한다.‥

전기화학적‥증착법

을‥통한‥2차원‥무기소

재‥나노시트‥박막의‥제

조는‥그림‥4에‥도시하

였다‥ [13].‥ 전기화학

적‥ 증착은‥ 작업전극‥

(Working‥electrode,‥

W E ) 과 ‥ 상 대 전 극‥

(Counter‥electrode,‥

CE)을‥포함하고‥있는‥

2전극계‥또는‥3전극계

에서‥수행한다.‥층상‥

금속산화물‥나노시트,‥

층상‥금속칼코겐화물‥

그림 2.  랑뮤어-블로젯 방법을 통한 나노시트 박막 제작 공정.

그림 3. 교차적층법을 통한 나노시트 박막 제조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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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시트,‥층상‥금속수산화물‥나노시트는‥모

두‥음‥또는‥양의‥표면전하를‥갖기‥때문에,‥작

업전극에‥나노시트의‥표면전하와‥반대‥부호의‥

전압을‥인가하면,‥나노시트는‥작업전극에‥연

결된‥기판에‥증착된다.‥물이‥전기분해되는‥것

을‥막기‥위해‥아세톤‥(Acetone)이나‥에탄올‥

(Ethanol)을‥전해질로‥사용하며‥소량의‥무기

소재‥나노시트‥수용액을‥이들‥용매에‥분산시

킨다.‥인가하는‥전압이‥클수록‥시간당‥증착되

는‥무기소재‥나노시트의‥두께는‥두꺼워지며‥

무기소재‥나노시트의‥안정성이‥약한‥경우에는‥

무기소재‥나노시트가‥산화‥또는‥환원되어‥결

정구조와‥형태가‥전이,‥변형되기도‥한다.‥전기

화학적‥증착법을‥통해‥쌓이는‥무기소재‥나노

시트‥박막의‥두께는‥수십‥nm‥이상이므로,‥두

꺼운‥박막을‥형성시키기‥위해서는‥이‥방법이‥

랑뮤어-블로젯‥방법이

나‥교차적층법보다‥유

용하다.‥

다음으론‥분산액‥형

태의‥무기소재‥나노시

트를‥전기전자재료로‥

이용하기‥위해‥박막‥제

작‥외‥다른‥소재와‥혼

성화하는‥ 방법에‥ 대

해‥소개하고자‥한다.‥

제‥2의‥화학종을‥무기

소재‥나노시트에‥혼성화시킴으로써‥분산액으

로부터‥무기소재‥나노시트를‥분말형태로‥고

형화‥(Solidification)할‥수‥있고,‥새로운‥물

리화학적‥특성을‥무기소재‥나노시트에‥부여

할‥수‥있다‥[1,14].‥다른‥화학종을‥2차원‥무

기소재‥나노시트에‥혼성화시키는‥방법은‥정

전기적‥인력을‥통한‥재조합법‥(Electrostatic‥

reassembly),‥용매열‥합성법‥(Solvothermal‥

method)‥등이‥있다.‥그림‥5에‥나타낸‥것은‥정

전기적‥인력으로‥무기소재‥나노시트를‥재조

합시키는‥방법의‥모식도이다.‥H+,‥Li+,‥Na+,‥

Mg2+‥등의‥양이온,‥[M(H2O)n-1OH]
(z-1)+의‥화

학식으로‥표현되는‥양이온성‥금속수산화물‥

클러스터,‥표면이‥양전하로‥개질된‥나노입자‥

등이‥음의‥표면전하를‥갖는‥금속산화물,‥금

속칼코겐화물‥나노시트들의‥혼성화에‥사용

될‥수‥있다.‥양의‥표면전하를‥갖는‥층상‥금속

수산화물‥나노시트는‥Cl-,‥CO3
2-와‥같은‥음이

온,‥Mo6O19
2-,‥V10O28

6-와‥같은‥다금속산화이

온(Polyoxometalate),‥음전하를‥띠는‥고분

자,‥표면이‥음전하로‥개질된‥나노입자들과‥정

전기적‥인력으로‥결합하여‥고형화‥및‥혼성화

될‥수‥있다.‥정전기적‥인력을‥통한‥재조합법

의‥장점은‥박리화된‥무기소재‥나노시트가‥재

조합시‥마이크로‥및‥메조기공을‥갖는‥다공구

조를‥형성한다는‥사실이다.‥반응물의‥농도와‥

pH,‥반응‥온도와‥시간을‥조절하면,‥층‥안에‥삽

입된‥이온‥또는‥나노입자‥사이에‥존재하는‥빈‥

그림 4.  전기화학적 증착법을 통한 나노시트 박막 
제조 공정.

그림 5.  정전기적 인력을 통한 무기소재 나노시트의 재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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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에서‥기인한‥마이크로기공‥(d‥<‥2‥nm)이‥

혼성체‥내부에‥형성된다‥(그림‥5).‥이처럼‥이

온‥또는‥나노입자와‥무기소재‥나노시트가‥재

조합된‥혼성체는‥국부적으로는‥층간‥삽입구조

를‥갖는‥반면,‥전체적으로는‥무기소재‥나노시

트가‥무작위로‥쌓여서‥메조기공성‥(2‥nm‥<‥d‥

<‥50‥nm)의‥카드집‥형태를‥갖는다.‥무기소재‥

나노시트의‥재쌓임은‥마이크로‥(micro-)‥및‥

메조기공성‥(meso-porosity)의‥다공구조‥형

성을‥유도함으로써‥3~10‥m2/g에‥불과하던‥층

상구조‥전구체의‥비표면적을‥70~300‥m2/g까

지‥확장시킨다.‥이처럼‥확장된‥비표면적을‥갖

는‥다공성의‥무기소재‥나노시트‥혼성체는‥매

우‥넓은‥반응‥면적을‥갖고‥있기‥때문에‥이차전

지와‥수퍼캐패시터의‥전극과‥같은‥전기전자재

료로‥사용하기에‥유리하다.

또한,‥분산액‥형태로‥존재하는‥2차원‥무기소

재‥나노시트는‥용매열‥합성법‥(Solvothermal‥

method)을‥통해‥다른‥화학종과‥혼성화되어‥

분말형태로‥얻을‥수‥있다.‥2차원‥무기소재‥나

노시트는‥수열합성시‥무기소재‥나노시트의‥열

적,‥화학적‥안정성에‥따라‥구조와‥형태가‥유지

되기도‥한고‥변하기도‥한다.‥일례로‥티탄산화

물‥(Ti1.83O4),‥망간산화물‥(MnO2)‥나노시트

는‥높은‥열적,‥화학적‥안정성으로‥인해‥용매

열‥반응‥후에도‥결정구조와‥형태가‥그대로‥남

아있다.‥하지만‥코발트산화물‥(CoO2)‥나노시

트는‥용매열‥반응후‥+4가의‥코발트‥이온이‥일

부‥환원된다.‥티탄산화물‥(Ti1.83O4)‥나노시트

는‥염기성‥조건에서‥수열반응‥(Hydrothermal‥

reaction)‥시‥층상‥결정구조는‥유지되나‥결

정‥형태가‥나노튜브로‥변하는‥것이‥관찰되었

다.‥이처럼‥분산액‥형태의‥무기소재‥나노시트

는‥랑뮤어-블로젯‥방법,‥교차적층법,‥전기‥화

학적‥증착법,‥정전기적‥인력을‥통한‥재조합법,‥

용매열‥합성법‥등‥다양한‥방법으로‥박막이나‥

분말‥형태로‥고형화되어‥전기전자재료로‥사용

될‥수‥있다.‥

5. 2차원 무기소재 나노시트기반 소재의 
결정구조 평가방법

무기소재‥나노시트‥박막이나‥무기소재‥나

노시트를‥포함하는‥혼성체에서‥무기소재‥나

노시트의‥결정구조를‥조사하기‥위해서는‥X-

선‥회절‥분석‥ (X-ray‥diffration,‥XRD)과‥

X-선‥흡수‥분광‥분석‥ (X-ray‥ absorption‥

spectroscopy,‥XAS)이‥유용하다.‥층상구조

를‥갖는‥2차원‥무기소재‥전구체는‥높은‥온도

에서‥고체상‥합성‥(Solid‥state‥reaction)을‥통

해‥얻어지기‥때문에‥2차원‥무기소재‥전구체는‥

뚜렷한‥X-선‥회절‥피크를‥나타내는‥반면,‥전

구체가‥박리화되면‥c축‥방향으로‥배열되어‥있

던‥(00l)‥결정면이‥소실되기‥때문에‥박리화‥후‥

무작위하게‥놓여있는‥무기소재‥나노시트는‥어

떠한‥뚜렷한‥X-선‥회절‥피크도‥나타내지‥않는

다.‥하지만‥무기소재‥나노시트를‥층층이‥쌓아‥

박막을‥제작하거나‥박리화된‥나노시트를‥다

른‥화학종과‥재조합하여‥층간‥삽입‥구조가‥형

성된‥경우에는‥무기소재‥나노시트의‥재쌓임으

로‥인한‥(00l)‥피크가‥2θ=10o‥이하의‥저각에서‥

관찰된다‥[15].‥또한‥기저면‥(Basal‥plane)‥회

절에‥의한‥(hk0)‥피크가‥위치‥이동없이‥전구

체와‥동일한‥위치에서‥나타낸다.‥이처럼‥X-선‥

회절분석을‥통해‥(00l)‥피크와‥기저면의‥(hk0)‥

회절피크를‥관찰함으로써‥무기소재‥나노시트

의‥존재‥여부를‥확인할‥수‥있지만,‥박리화에‥

의한‥c축‥결정면의‥소실로‥인해‥무기소재‥나노

시트의‥국부적인‥결정구조‥정보는‥얻기가‥어

렵다.‥이‥때‥박리화된‥무기소재‥나노시트의‥국

부‥결정구조를‥확인하기‥위해‥X-선‥흡수‥분광‥

분석은‥매우‥유용하다.‥X-선‥흡수‥분광‥분석

은‥X-ray‥absorption‥near‥edge‥structure‥

(XANES)와‥Extended‥X-ray‥absorption‥

fine‥structure‥(EXAFS)‥분석으로‥나뉠‥수‥있

으며,‥무기소재‥나노시트가‥1%‥미만의‥함량으

로‥시료‥내부에‥분산되어‥있더라도‥전구체인‥2

차원‥무기소재와‥동일한‥국부‥결정구조를‥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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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있다면‥전구체의‥스펙트럼과‥동일한‥특징

을‥갖는‥XANES‥및‥EXAFS‥스펙트럼을‥나타

낸다.‥XANES‥분석을‥통해서는‥금속이온의‥산

화상태나‥금속이온이‥팔면체‥혹은‥사면체‥자

리에‥있는지‥알‥수‥있고,‥EXAFS‥분석을‥통해

서는‥금속이온‥주변‥원자들과의‥거리,‥배위수,‥

결정구조의‥찌그러짐‥(Distortion)‥정도에‥대

한‥정보를‥알‥수‥있다‥[15].‥

6. 전기전자재료로서 2차원 무기소재 
나노시트의 응용

지금부터는‥무기소재‥나노시트가‥전기전

자재료로‥사용된‥구체적인‥예를‥살펴보고자‥

한다.‥첫번째‥예로‥리튬이온‥이차전지의‥전

극‥소재로‥무기소재‥나노시트가‥사용된‥연구

다.‥층상‥구조‥MnO2는‥친환경적이고‥값이‥싸

며‥높은‥리튬이온‥저장능을‥갖는‥전극‥소재

이다.‥하지만‥방전‥과정‥중‥Li+‥이온의‥삽입

에‥의해‥형성된‥Mn3+‥이온의‥ Jahn-Teller‥

distortion‥효과로‥인해‥층상‥구조‥MnO2가‥스

피넬‥(Spinel)‥구조‥LiMn2O4로‥상전이되어‥층

상‥구조‥MnO2는‥충방전‥용량을‥점차‥잃게‥된

다.‥반면‥일부‥Mn4+대신‥Ni2+과‥Co3+로‥치환된‥

[Mn1/3Co1/3Ni1/3]O2‥나노시트는‥Mn4+‥이온을‥

안정화시키기‥때문에‥층상‥MnO2의‥결정구조

를‥유지하는데‥도움을‥준다.‥따라서‥MnO2‥나

노시트와‥[Mn1/3Co1/3Ni1/3]O2‥나노시트를‥박

리화한‥후‥리튬‥이온과‥재조합하면‥MnO2‥나

노시트‥층‥사이에‥[Mn1/3Co1/3Ni1/3]O2‥나노시

트가‥삽입되어‥있는‥혼성체를‥합성할‥수‥있으

며,‥이‥혼성체는‥반복적인‥충방전‥후에도‥용량

이‥유지되는‥리튬이온‥이차전지용‥양극소재로‥

사용될‥수‥있다‥(그림‥6)[16].‥또한‥무기소재‥

나노시트를‥전구체로‥이용하면‥2차원‥결정형

태를‥갖는‥새로운‥전극소재를‥개발할‥수‥있다.‥

일례로‥이화여대‥연구

진은‥Ti1.83O4‥나노시트

를‥전구체로‥이용하여‥

지금까지‥보고된‥적이‥

없었던‥2차원‥Li4Ti5O12‥

나노시트를‥합성한‥바‥

있다‥ (그림‥7)[17].‥ 2

차원‥Li4Ti5O12‥나노시

트는‥얇은‥두께를‥가지

고‥있으며,‥재조합시‥

다공성의‥넓은‥비표면

적을‥가질‥수‥있으므로‥

Li4Ti5O12‥기반‥음극‥소
그림 6.  우 수 한  리 튬 이 온  이 차 전 지  양 극  성 능 을  갖 는  M n O 2-

[Mn1/3Co1/3Ni1/3]O2 혼성체 [16].

그림 7.  (a) Ti1.83O4 나노시트 전구체, (b) 뷰틸리튬과 
반응시킨 Ti1.83O4 나노시트 유도체, (c) 합성
된 Li4Ti5O12 나노시트의 전자주사현미경 사진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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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p e c i a l 
T h e m a

재의‥성능을‥크게‥향상시킬‥것으로‥기대된다.‥

두번째‥예는‥수퍼캐패시터의‥전극‥소재로‥무

기소재‥나노시트가‥사용된‥연구이다.‥코발트-

알루미늄‥이중층‥수산화물‥(Co-Al-LDH)은‥

전기화학적‥활성을‥갖는‥반도체다.‥Co-Al-

LDH와‥같은‥이중층‥수산화물의‥전기전도도

를‥향상시키기‥위해‥높은‥전기전도도를‥가지

는‥그래핀을‥Co-Al-

LDH에‥첨가하는‥연구

가‥활발히‥수행되어‥왔

다.‥하지만‥이와‥같은‥

연구들에서‥충방전‥반

응이‥거듭될‥수록‥그래

핀의‥강한‥π-π‥작용

으로‥인해‥그래핀의‥응

집이‥일어나‥정전용량

이‥감소되는‥현상‥또한‥

관찰되었다.‥MnO2‥나

노시트를‥비롯한‥친수

성‥무기소재‥나노시트

는‥무기‥전극소재-그

래핀‥복합체에‥소량‥첨

가시‥친수성의‥무기‥전

극소재‥사이에‥삽입되어‥전극‥소재를‥분산시

킬‥뿐‥아니라‥π-π‥작용에‥의한‥그래핀의‥응

집을‥막을‥수‥있는‥유용한‥첨가제이다.‥이와‥

같은‥전략으로‥이화여대‥연구진은‥Co-Al-

LDH를‥그래핀,‥망간산화물‥나노시트와‥혼성

화하여‥우수한‥성능을‥갖는‥수퍼캐패시터‥전

극‥소재를‥개발한‥바‥있다‥[8].‥

세번째‥예는‥전기화학‥촉매의‥첨가제로‥무

기소재‥나노시트가‥사용된‥연구다.‥현재까

지‥가장‥우수한‥산소‥환원‥반응‥ (Oxygen‥

reduction‥ reaction,‥ORR)‥전기화학‥촉매

는‥Pt‥나노입자이다.‥산소‥환원‥반응이‥진행

될‥수록‥Pt‥나노입자가‥응집되는‥문제를‥해결

하기‥위해‥연구자들은‥그래핀‥표면에‥Pt‥나노

입자를‥증착시키려는‥노력들을‥기울여‥왔다.‥

하지만‥이러한‥방법으로‥합성된‥Pt‥나노입자-

그래핀‥전기화학‥촉매‥또한‥반응이‥진행될‥수

록‥그래핀이‥응집되는‥현상을‥보였다.‥전기화

학‥촉매의‥경우에도‥무기소재‥나노시트를‥첨

가제로‥이용함으로써‥그래핀-무기‥촉매의‥성

능을‥개선할‥수‥있다.‥Pt‥나노입자-그래핀‥전

기화학‥촉매에‥그래핀‥나노시트‥대비‥Ti1.83O4‥

나노시트의‥몰비율‥0.0005~0.002에‥해당하

그림 8.  우수한 수퍼캐패시터 전극 특성을 갖는 Co-
Al-LDH-그래핀-MnO2 나노혼성체 [8].

그림 9.  우수한 산소환원 전기화학 촉매 활성을 갖는 Pt-그래핀-Ti1.83O4 
나노시트 혼성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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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Ti1.83O4‥나노시트를‥소량‥첨가시,‥Ti1.83O4‥

나노시트는‥Pt-그래핀‥전기화학‥촉매에서‥

첨가제로서‥우수한‥성능을‥보여주었다[18].‥

이러한‥전략으로‥합성된‥Pt‥나노입자-그래

핀-Ti1.83O4‥전기화학‥촉매는‥개시‥전압의‥감

소와‥반응‥전류의‥향상을‥보이며‥Pt‥나노입자‥

촉매의‥산소‥환원‥반응성을‥크게‥개선시켰다.‥

Ti1.83O4‥나노시트가‥부도체성임에도‥불구하

고‥Pt‥나노입자-그래핀-Ti1.83O4‥나노시트‥촉

매가‥Pt‥나노입자-그래핀‥촉매보다‥현저히‥향

상된‥산소‥환원‥반응성을‥보인다는‥것을‥입증

한‥이‥연구결과는‥π-π‥작용에‥의한‥그래핀의‥

응집을‥막고‥복합체의‥다공구조를‥유지하는‥

것이‥현재‥개발된‥그래핀-무기‥촉매의‥활성을‥

개선하는데‥매우‥중요한‥과제임을‥시사한다.‥

네번째‥예는‥다층‥세라믹‥캐패시터의‥유전‥

소재로‥무기소재‥나노시트가‥사용된‥연구이

다.‥초소형‥전자‥장비의‥개발이‥중요해지면

서‥다층‥세라믹‥캐패시터를‥소형으로‥얇게‥만

들어야‥하는‥필요성이‥대두되지만‥기존에‥유

전체로‥사용해오던‥BaTiO3는‥나노입자가‥되

면‥유전성능이‥현저히‥저하된다.‥일본‥국립‥

물질재료연구기구‥(National‥ Institute‥ for‥

Materials‥Science,‥NIMS)‥연구진은‥무기소

재‥나노시트가‥in-plane‥방향으로는‥결정성

이‥매우‥높고‥out-of-plane‥방향으로는‥두께

가‥매우‥얇다는‥사실에‥착안하여‥Ti4+,‥Nb5+,‥

Ta5+와‥같은‥d‥오비탈이‥비어있는‥이온으로‥

이루어진‥금속산화물‥나노시트‥ (Ti2NbO7,‥

Sr2Nb3O10,‥Sr2Ta3O10‥등)를‥유전체로‥사용하

였다.‥이들은‥랑뮤어-블로젯‥방법을‥통해‥부

도체성‥금속산화물‥나노시트를‥고밀도로‥쌓

아‥20‥nm‥이하의‥두께에서‥200~300에‥달하

는‥유전율을‥보고하였다‥[11].‥또한‥이‥연구진

은‥2가지‥이상의‥다양한‥Ferroelectric‥또는‥

Ferromanetic‥나노시트를‥교대로‥적층하여‥

Multiferroics를‥제작할‥수‥있음을‥제안하였

다‥[11].‥

다섯번째‥예는‥에너지‥생산용‥광촉매로‥무

기소재‥나노시트가‥사용된‥연구이다.‥Ag3PO4,‥

CdS는‥빛을‥흡수하여‥물을‥분해하여‥산소와‥

수소를‥생산하는‥광촉매다.‥광촉매에서‥전자

와‥정공을‥더욱‥잘‥분리하여‥전자-정공의‥재

결합을‥막고‥광촉매‥효율을‥높이기‥위해‥고‥전

도성의‥그래핀을‥광촉매에‥복합화한‥연구가‥

이루어져왔다.‥최근‥이화여대‥연구진은‥소수

성의‥그래핀대신‥친수성의‥전도성‥금속산화물‥

나노시트를‥광촉매에‥복합화하여‥전자전도도

가‥향상된‥광촉매‥나노복합체를‥합성하였다.‥

RuO2,‥CoO2‥나노시트는‥금속산화물‥나노시

트‥가운데‥전기전도성이‥높은‥나노시트다.‥친

수성의‥RuO2‥나노시트를‥전도성‥첨가제로‥사

용하면‥친수성의‥광촉매‥소재와‥더욱‥강한‥화

학결합을‥이룰‥수‥있기‥때문에,‥광촉매를‥위한‥

전도성‥첨가제로‥그래핀을‥사용하는‥것보다‥

RuO2‥나노시트를‥사용하는‥것이‥더욱‥효과적

임이‥이화여대‥연구진의‥최근‥연구결과를‥통

해‥밝혀졌다.‥

7. 맺음말

지금까지‥금속산화물,‥금속수산화물,‥금속

칼코겐화물의‥무기소재‥나노시트가‥전기전자

재료로‥사용된‥사례들에‥대해‥살펴보았다.‥무

기소재‥나노시트를‥전기전자재료로‥사용하기‥

위한‥분야는‥여전히‥많이‥남았으며‥전기전자

재료로서‥무기소재‥나노시트의‥우수한‥성능

을‥구현하기‥위해‥개선해야‥할‥과제들‥또한‥많

이‥존재한다.‥무기소재‥나노시트의‥단일층으

로의‥박리화‥수율을‥높이기‥위한‥시도들이‥계

속‥되고‥있으며,‥특히‥금속칼코겐화물의‥경우‥

박리화된‥금속칼코겐화물‥나노시트의‥화학적‥

안정성을‥높이는‥것은‥매우‥도전적인‥연구라

고‥할‥수‥있다.‥또한,‥층상‥금속수산화물을‥제

외한‥대부분의‥무기소재‥나노시트는‥수용액에‥

분산되어‥있어서‥이를‥유기용매에‥분산시키기

가‥어려우므로,‥표면개질‥등을‥통해‥무기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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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h e m a

나노시트가‥유기용매에‥분산되도록‥한다면‥보

다‥다양한‥화학‥반응에‥무기소재‥나노시트를‥

이용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무기소재‥나

노시트를‥전기전자‥재료로‥사용하기‥위해서는‥

고순도의‥무기소재‥나노시트가‥필요하므로‥무

기소재‥나노시트‥외‥다른‥부산물을‥제거할‥수‥

있는‥정제기술‥개발‥또한‥필수적이다.‥더불어‥

다양한‥무기소재‥나노시트들의‥전자구조‥등에‥

대해‥이론과‥실험적으로‥밝혀진‥바가‥거의‥없

으므로‥이와‥같은‥후속‥연구들이‥수행된다면‥

2차원‥무기소재‥나노시트는‥차세대‥전기전자‥

소재로서‥그래핀‥이상의‥유용성을‥가질‥것으

로‥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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