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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특집

이차원 헥사고날 보론 나이트라이드 합성 및 응용

김수민, 이주송(한국과학기술연구원 복합소재기술연구소 양자응용복합소재연구센터)

1. 서 론

붕소와 질소가 1:1 원자 비율로 구성된 보론 나이트

라이드는 결합 구조에 따라서 4가지의 동소체가 존재한

다. sp3 결합 구조로 이루어진 3차원 결정 형태로 cubic 

BN(c-BN), wurzitic BN(w-BN)가 있으며 다른 보론 

나이트라이드 동소체에 비하여 경도가 우수하다는 특징이 

있다. 한편 sp2 결합 구조를 갖는 BN은 rhombohedral 

(r-BN)과 hexagonal boron nitride(h-BN: 헥사고날 

보론 나이트라이드)가 있으며 그래핀과 같이 판상 구조

를 갖지만 각각의 적층 형태는 각각 ABC, AA’로 구분이 

된다[1]. 여러 동소체는 주위 환경(온도, 압력 등)에 따라

서 안정된 결정형태가 결정이 된다[1]. 4가지 결정 중 상

온 상압에서 안정한 헥사고날 보론 나이트라이드는 우수

한 열적 및 화학적 안정성, 그리고 높은 열전도도를 갖는

다. 전기적으로 금속성 특성을 보이는 그래핀과는 달리 

에너지 밴드갭이 6eV이기 때문에 부도체 특성을 보인

다. 이러한 물리적, 화학적 성질을 기반으로 윤활제, 투

명한 절연 박막 형태를 띈 보호 코팅막으로 사용되거나, 

5.7 ~ 6.0eV 수준의 광학적 밴드 갭으로 낮은 파장대의 

자외선 방출기로도 응용이 가능하다[2-7]. 최근에는 

h-BN을 기존의 산화실리콘 절연막(SiO2) 기판을 대체하

여 사용하면 이차원 전자 소재의 전기적인 성능을 개선

하는 장점이 있어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8-11].

[그림 1]은 (a) 헥사고날 보론 나이트라이드와 (b) 그

그림 1. (a) 헥사고날 보론 나이트라이드 (b) 그래파이트(그래
핀)의 결정 구조[23]

래파이트(그래핀)의 유사한 결정 구조를 보여준다[23]. 

헥사고날 보론 나이트라이드는 그래핀과 유사하게 sp2 

결합을 하지만 그래핀과는 다르게 AA’적층 구조를 띄

며 층과 층 사이에는 약한 반데르 발스 힘이 작용한다. 

이차원 헥사고날 보론 나이트라이드는 붕소와 질소 2

개의 원자로 구성된 물질로, 고결정성을 갖는 헥사고날 

보론 나이트라이드를 합성하기 위해서 붕소와 질소의 화

학량비가 1:1에 맞는 전구체가 사용된다. 지금까지 헥사

고날 보론 나이트라이드를 합성하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가 제시되었지만[12-15], 균일하고 결정성이 높은 대면

적 헥사고날 보론 나이트라이드를 만들기 위해서 화학 

기상 증착법(Chemical Vapor Deposition)을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다[16-22].

본 원고에서는 Borazine(B6N6H6)과 Ammonia borane 

(H3NBH3)과 같은 전구체를 사용하여 초고진공 화학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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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증착법(UHVCVD), 저압 화학 기상 증착법(LPCVD)

을 통해 헥사고날 보론 나이트라이드 박막 합성 방법과 

잠재적 응용 방안에 대한 최근 연구 동향을 다루고자 

한다. 2절에서는 화학 기상 증착법으로 대면적 성장이 

가능한 헥사고날 보론 나이트라이드의 합성법, 그리고 

3절에서는 헥사고날 보론 나이트라이드의 응용 방안에 

대해서 소개하였다.

2. 화학 기상 증착법을 이용한 

헥사고날 보론 나이트라이드의 합성 방법

2.1. 초고진공 화학 기상 증착법(UHVCVD)

초고진공 화학 기상 증착법은 CVD 챔버 내의 압력을 

10-7 ~ 10-9mtorr 정도의 초고진공, 고온의 상태에서 

니켈(111)[24-26], 팔라듐(111)[27], 백금(111)[28,29], 

루테늄(0001)[30], 로듐(111)[31] 등과 같은 단결정 금

속 촉매를 사용하여 헥사고날 보론 나이트라이드를 성

장시키는 방법이다. [그림 2]와 같이 초고진공 상태에서 

온도를 800℃ 정도로 가열 된 단결정 금속 촉매에 전

구체(Borazine, B3N3H6)를 공급하여 단 한 층의 헥사

고날 보론 나이트라이드가 에피텍셜 성장이 된다[28]. 

위의 경우와는 다르게 [그림 3]과 같이 금속 촉매를 은

(111)[32]으로 사용하게 되면 은(111)격자와 헥사고날 

보론 나이트라이드의 격자 간의 미스매치율이 크기 때

문에 랜덤한 방향을 갖는 다결정 헥사고날 보론 나이트

라이드가 성장 된다. 

그림 2. (a) 백금(111) 표면에서 성장 된 헥사고날 보론 나이트
라이드의 LEED 패턴. 전자 빔의 에너지는 68eV이며, 
검은색 원으로 표시되었다. (b) 백금(111) 표면 위에서 
성장 된 헥사고날 보론 나이트라이드의 모식도[28]

그림 3. (a)는 은(111) 표면의 결정구조와 Boronitrene 층과
의 미스매치 비교 (b)는 은(111)의 LEED 패턴과 (c)는 
은(111) 표면에서 성장 된 다결정 형태의 헥사고날 보
론 나이트라이드의 LEED 패턴[32]

2.2. 저압 화학 기상 증착법(LPCVD)

저압 화학 기상 증착법은 UHVCVD 방식에 비하여 상

대적으로 낮은 진공도 환경과 1000℃ 가량의 고온에서 

헥사고날 보론 나이트라이드를 성장한다[33-38]. 이 조건

에서 전구체로써 Borazine(B6N6H6) 혹은 Ammonia 

borane(H3NBH3)을 주로 사용하며, 두 전구체의 특징을 

[표 1]에 요약하였다[23].

Borazine(B3N3H6)은 불포화 보론 나이트라이드의 

일종으로 녹는점 –58℃, 끓는 점 162℃으로 상온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하며 공기 중에 노출되면 불안정한 성

질이 있다. 

표 1. Borazine과 Ammonia borane 전구체의 비교

Property Borazine Borazane

Chemical structure

B3N3H6 BH3NH3

Melting point
-58℃

(Liquid at RT)
104℃

(Solid at RT)

Boiling point 162℃ Decomposed

Stability in air at 
room temperature

Unstable Stable

반대로 Ammonia borane(BH3NH3)은 녹는점이 10

4℃으로 상온, 공기 중에서 안정한 고체 상태로 존재하지

만 녹는점 이상의 온도에서 Hydrogen(H2), Borazine 

(B3N3H6), Aminoborane(BH2NH2) 등 다양한 가스를 발

생시키기 때문에 두 가지 전구체 특성에 맞는 CVD를 설

정을 해야 한다.

Borazine(B3N3H6)을 전구체로써 사용 할 경우, [그

림 4]가 보여주는 것처럼 증기압이 상온에 영향을 미치

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 되도록 냉각기가 설치 된 버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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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시스템을 이용한다[22]. 영하의 온도에서 Borazine

은 쉽게 기화가 되지 않으므로 관을 통해 수소를 주입

하여 희석 된 상태의 Borazine을 기체 상태로 만들어 

사용한다. 전구체 및 캐리어 가스의 유량은 Mass Flow 

Controller(MFC)로 조절한다. LPCVD 방법은 진공 상

태를 유지하기 위해 펌프를 사용한다. 사용하는 펌프는 

크게 오일 펌프와 스크롤 펌프가 있다. 오일 펌프의 경

우 진공상태에서 오일의 역류가 발생하여 CVD 챔버 내

의 탄소의 오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스크롤 펌프가 

주로 사용된다. 하지만 전구체가 CVD 챔버 내에서 반

응이 끝나거나 반응이 끝나지 않은 잔여물이 스크롤 펌

프로 들어가게 되면 공기 중에서 잔여물이 산화하여 펌

프의 손상, 성능 저하를 일으키게 된다. 이와 같은 문제

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CVD 챔버와 스크롤 펌프 사이에 

액체 질소를 담은 cold trap을 설치하여 잔여물을 고체

화시켜 펌프의 손상을 최소화 한다[16].

Ammonia borane을 전구체로 사용 할 경우 [그림 

5]에서 나타낸 것처럼 Ammonia borane의 기화온도

가 CVD 내의 성장 온도(~1000℃)에 비하여 상대적으

로 낮아 챔버 입구 부분에 전구체 Ammonia borane을 

넣고 챔버 입구 주변을 발열 벨트로 감싸 일정한 온도

로 승화시키는 방법을 사용한다[16]. 하지만 승화된 전

구체는 정확한 유량을 조절하기 어렵고 다양한 생성물

그림 4. Borazine 전구체를 사용하는 저압 화학 기상 증착법의 
구조[22]

그림 5. (a) Ammonia borane을 사용하는 저압 화학 기상 증
착법 구조와 (b) Ammonia borane이 60~180℃의 
온도에서 열분해를 통해 Hydrogen, Borazine, 
Aminoborane 물질 생성[16]

로 인하여 불순물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다. 상압 화학 

기상 증착법(APCVD)에서 Ammonia borane 전구체를 

사용하면 이 전구체만으로 확산 속도가 매우 느리기 때

문에 아르곤 또는 질소와 같은 캐리어 가스를 주입하면

서 성장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다만 저압 화학 기상 증

착법(LPCVD)에서는 로터리 펌프에서 내부의 기체를 빨

아들이기 때문에 캐리어 가스 없이도 전구체를 충분히 

확산 시켜서 성장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전구체를 이용하여 구리와 백금 기판 위에 

대면적으로 헥사고날 보론 나이트라이드를 성장하였으나, 

대부분 단일층 혹은 결정성이 낮은 다중층 헥사고날 보론 

나이트라이드가 성장되는 단점이 있어, 여러 응용에 제한

이 된다[16,19,22].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최근에는 철 기판 위에 결정성이 매우 우수하며, 다중층 

헥사고날 보론 나이트라이드 필름을 성공적으로 성장하였

다[39]. 하지만, 다중층의 두께를 균일하게 제어하는 부분

이 미흡하여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3. 이차원 헥사고날 보론 나이트라이드의 응용

이차원 헥사고날 보론 나이트라이드는 [그림 6]에서 

보여주듯이 물리적, 전기적, 광학적, 구조적 특성으로 

분류하여 다양한 방면에서 응용 할 가능성이 크다[23]. 

헥사고날 보론 나이트라이드는 표면에 dangling bond

가 없어 전자 트랩을 발생시키지 않는 특징과 평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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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헥사고날 보론 나이트라이드의 다양한 응용 분야[23]

그림 7. SiO2 기판과 헥사고날 보론 나이트라이드 기판에서의 
그래핀 소자 특성 비교 (a) 게이트 전압-전도도 특성 
비교 (b) 그래핀 전하 이동도 값 비교

그림 8. 헥사고날 보론 나이트라이드의 절연 특성을 이용한 그
래핀 소자 특성 그래프 (a) SiO2 층과 헥사고날 보론 
나이트라이드 절연 층의 I-V curve 비교 (b) Dirac 
point 변화 비교, inset은 SiO2 기판에서의 Dirac 
point[11]

이차원 박막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림 7]과 같

이 그래핀 전자 소자 및 이차원 반도체 소자에서 기판으

로 응용이 가능하다[39]. 이처럼 헥사고날 보론 나이트

라이드를 기판으로 사용하면 기존에 사용하던 실리콘 류

의 기판에서 그래핀으로 전자가 이동하는 ‘전자 트랩’을 

방지 하여 그래핀 고유의 전기적 물질 특성을 구현 시킬 

수 있다. 또한 [그림 8]에서 보여주듯이 헥사고날 보론 

나이트라이드를 절연막 역할로 그래핀 소자에 응용 된 

바가 있다[11]. 헥사고날 보론 나이트라이드가 기존

그림 9. 헥사고날 보론 나이트라이드를 이용한 발광 소자 (a) 
발광 소자 사진 (b) 발광 소자 모식도[40]

의 실리콘 산화물 보다 절연 특성이 우수하지 않으나, 좀 

더 심화된 연구를 통해 이와 같은 단점을 개선하고 투명, 

유연한 특징을 살린다면 실리콘 산화물의 대체 절연막으

로 사용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림 9]에서 헥사고날 

보론 나이트라이드의 높은 광학 밴드 갭(5.7 ~ 6.0eV) 

특성을 이용하여 자외선 방출기로 적용, 연구 한 결과가 

있다[40]. 위의 방법은 파우더 형태의 헥사고날 보론 나이

트라이드를 발광 층으로 사용하여 215 ~ 227nm 수준의 

자외선 파장을 발산 하였다. 하지만 헥사고날 보론 나이트

라이드의 밴드 구조에서 층 간 상호작용이 광학 밴드 갭 

차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헥사고날 보론 나이트라이드 

층이 많아질수록 광학 밴드 갭은 낮아지고 (5.7eV)[39], 

한 층의 헥사고날 보론 나이트라이드는 물질 고유의 광학 

밴드 갭을 나타낸다(6.0eV)[11].

최근에 헥사고날 보론 나이트라이드의 물리적 성질과 

강한 이온 결합을 띄는 성질을 이용해 다른 이차원 물

질(예: 그래핀, 이황화몰리브덴, 이황화텅스텐 등)들을 

성장하는 템플릿으로써 연구되고 있다[41-45]. 이에 대

한 결과를 [표 2]에 정리하였다. 연구 된 내용을 보면 

물리적 박리로 떼어낸 단 결정 형태의 헥사고날 보론 

나이트라이드 표면 위에서 그래핀 등 다양한 이차원 물

질을 성장 시켰으며, 특이한 점은 헥사고날 보론 나이트

라이드의 결정 방향에 따라 이황화 몰리브덴을 제외한 

성장 물질 또한 에피택셜 성장이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0]에서 각각의 성장 된 물질의 AFM, 

SEM 이미지를 보여준다[42-44]. 이처럼 헥사고날 보론 

나이트라이드를 기판으로 사용하여 성장된 이차원 소재

의 전기적인 특성은 매우 우수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현재 연구된 결과를 보면 물리적 박리를 통한

단결정 헥사고날 보론 나이트라이드를 사용하여 에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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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h-BN 템플릿에서 성장 된 물질 비교

Ref 기판 성장 물질 성장 메커니즘

41 h-BN flake Graphene Epitaxial

42 Exfoliated h-BN Graphene Epitaxial

43 Exfoliated h-BN WS2 Epitaxial

44 Exfoliated h-BN ZrS2 Epitaxial

45 Exfoliated h-BN MoS2 Random

그림 10. 헥사고날 보론 나이트라이드 템플릿에서 성장된 (a) 
그래핀 (b) WS, (c) ZrS2[42-44]

셜 성장을 확인 했지만 아직 극복해야 할 부분이 많다. 

물리적 박리를 통한 방법은 “Top-down” 방식으로 기

존 bulk 상태의 헥사고날 보론 나이트라이드를 쪼개거

나 떼어 내는 방식을 통해 만들기 때문에 고결정성을 

나타내지만 한정된 면적 크기, 그리고 그 형태를 조절하

기 매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고, 화학 기상 증착법

(CVD) 방법은 “Bottom-up” 방식을 통해 전구체와 금

속 촉매를 이용하여 기본 단위인 한 층의 헥사고날 보

론 나이트라이드를 만드는 공정으로, 단결정 금속 촉매

를 이용하여 헥사고날 보론 나이트라이드를 대면적, 균

일하게 성장 시킬 수 있지만, 단결정 금속 촉매의 크기

에 한정되고 실험 비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가장 

최적의 성장 방식을 찾기 위해서는 위의 두 방식을 참

고하여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거나, 새로운 방식으로 극

복해야 할(Break-through) 과제이다.

4. 결 론

본 원고에서는 이차원 헥사고날 보론 나이트라이드의 

합성 방법과 응용 방안에 대해서 소개하였다. 기존의 헥

사고날 보론 나이트라이드의 성장 방법의 문제점을 제

시하였으며, 새롭게 응용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 설명하

였다. 헥사고날 보론 나이트라이드는 이차원 형태의 물

질 중 유일하게 절연성을 띄기 때문에 이차원 전자 소

자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물질이다. 하지만, 헥사고날 

보론 나이트라이드를 다양한 응용에 있어서 꼭 필요한 

물질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대면적, 단결정 성장 및 층 

수 조절, 성장 재현성의 신뢰성 확보 그리고 최적의 성

장 환경 등 다양한 관점에서 꾸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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