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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 론

원자 한층으로 이루어진 그래핀이 2004년 실험적으

† Corresponding author: Hyun Ho Kim (kimhh@kumoh.ac.kr) 

로 발견된 이후 [1], 연구자들은 지난 16년간 기존 3차

원 물질들 내에서 관찰하지 못한 뛰어난 전기적 [2], 기

계적 [3], 광학적 [4] 특성들을 발견해왔으며, 이는 그래

핀이 갖는 디랙 콘(Dirac Cone)이라 불리는 독특한 전

자구조 [5]로부터 기인된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선형

적인 에너지-모멘텀 분산관계를 갖는 이 전자구조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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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원자층 두께의 전이금속 칼코겐화합물(transition-metal dichalcogenide, TMD) 기반 반도체 소재

는 그래핀과 비슷한 구조의 이차원구조를 지니는 소재로서 조절 가능한 밴드갭 뿐만 아니라 우수한 

유연성, 투명성 등 다양한 장점으로 인해 다양한 미래사회의 전자소자에 활용될 수 있는 소재로서 각

광받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TMD 소재들은 수분과 산소에 매우 취약하다는 단점 때문에 대기안정성

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핫픽업 전사기술을 이용하여 TMD 

반도체 소재 중 하나인 WSe2 와 이차원 절연체 h-BN와의 수직 헤테로 구조를 제작하여 WSe2의 대기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h-BN/WSe2 구조를 활용하여 WSe2 기반 고성능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 제작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제작된 소자의 전기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h-BN에 

의해 표면이 안정화된 WSe2 기반 소자는 대기안정성 뿐만 아니라 150 cm2/Vs의 상온 정공 이동도, 

3×106의 온/오프 전류비, 192 mV/decade의 서브문턱스윙 등 우수한 전기적 특성을 갖는다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Abstract: Recently, the atomically thin transition-metal dichalcogenide (TMD) semiconductors have attracted 
much attention owing to their remarkable properties such as tunable bandgap with high carrier mobility, 
flexibility, transparency, etc. However, because these TMD materials have a significant drawback that they are 
easily degraded in an ambient environment, various attempts have been made to improve chemical stability. In 
this research article, I report a method to improve the air stability of WSe2 one of the TMD materials via 
surface passivation with an h-BN insulator, and its application to field-effect transistors (FETs). With a 
modified hot pick-up transfer technique, a vertical heterostructure of h-BN/WSe2 was successfully made, and 
then the structure was used to fabricate the top-gate bottom-contact FETs. The fabricated WSe2-based FET 
exhibited not only excellent air stability, but also high hole mobility of 150 cm2/Vs at room temperature, 
on/off current ratios up to 3×106, and 192 mV/decade of subthreshold swing.

Keywords: transition-metal dichalcogenide, WSe2, vertical heterostructure, field-effect transistors



김현호

접착 및 계면 제21권 제3호, 2020년

108

에서 그래핀 내 전자는 질량이 없는 디락입자 (massless 

Dirac fermion)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매우 높은 전하이

동도를 갖는 등 전기적 특성 면에서 유리한 장점을 갖

지만, 밴드갭이 없는 준금속 (semimetal) 특성을 지닌 

그래핀을 스위칭 소자와 같은 반도체 기반 전자산업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두 층 그래핀 도핑에 관한 연구[6]와 그래핀 나노리본 

합성 연구[7] 등 그래핀의 밴드갭 형성을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져왔으나 이러한 방법들은 그래핀의 

우수한 특성을 저하시키는 문제가 있었다. 이로 인해 

반도체특성을 갖는 새로운 이차원 소재에 대한 관심이 

현재까지 증가되어 왔으며 MoS2의 연구를 시작으로 

다양한 전이금속 칼코겐화합물 (TMD)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왔다.

TMD 이차원 소재의 화학식은 MX2 (M=전이금속원

소, X=칼코겐원소)로 나타낸다. TMD소재는 그래핀과 

비슷한 구조의 이차원구조를 지니는 소재로서 화합물

을 이루는 원자의 종류 및 결정구조를 조절함에 따라 

우수하면서 독특한 특성을 보이는 다양한 소재의 개발

이 가능한 장점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전이금속과 

칼코겐 원소의 다양한 조합을 통해 반도체 (MoS2 [8], 

WSe2 [9]), 초전도체(NbSe2 [10]), 전하밀도파 (TaS2 

[11]), 강자성체(VSe2[12])등 다양한 물질이 존재하며, 

2H (2layers per hexagonal unit cell), 1T(1layer per 

trigonal unit cell) 등의 결정구조에 따라서도 다양한 물

성 변화 [13]를 가져올 수 있는 흥미로운 소재이다. 이 

중 TMD 기반 반도체 소재는 MoS2를 시작으로 다양한 

소재들이 개발됨에 따라 높은 전하이동도 뿐만 아니라 

조절 가능한 밴드갭, 우수한 유연성 및 투명성 등을 지

닌 소재로서 차세대 전자공학 및 광전자공학 분야의 

반도체 소재로서 주목 받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우수

한 특성을 지닌 흥미로운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대부

분의 TMD 소재들은 대기 중의 산소 및 수분에 의해 

쉽게 산화되는 특성 때문에 대기안정성에 취약하다는 

치명적인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14] 산업적으로의 

응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WSe2의 대기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열적/화학적 안정성을 지닌 육방정붕화질소 (h-BN) 절

연체와의 접합을 통해 h-BN/WSe2 수직 헤테로구조를 

제작하였으며, h-BN과 WSe2와의 정교한 계면 형성을 

위하여 핫픽업 전사 (hot pick-up transfer) 공정 [15]을 

이용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더 나아가, 원자층 봉지막 

h-BN을 절연층으로 사용함으로써 WSe2기반 상부게이

트 하부접촉 전계효과 트랜지스터 (FET)를 제작할 수 

있었으며, 대기 안정성뿐만 아니라 우수한 전기적 특

성을 갖는 것을 확인하였다. 

2. 실험 방법

2.1. 핫픽업 전사공정을 통한 h-BN/WSe2 수직 헤테로 구조 

제작

핫픽업 전사공정을 위해 1 μm 두께의 poly 

(bisphenol A carbonate) (PC)가 사용되었다. 1 g/ml 농

도 (chloroform 용매)의 PC 용액을 SiO2 (300nm)/Si 기

판 위 바코팅 방법을 이용하여 필름을 형성시켜준 뒤 

50 oC의 온도의 핫플레이트에서 약 5분간 건조시켜 주

었다. 그리고 Fig. 1과 같이 PC 박막을 실리콘 기판에

서 떼내어 Polydimethylsiloxane (PDMS) (PF-40/17- X4 

from Gel-Pak) 위에 전사 시켜 주었다. 

제작 공정 중 이차원 소재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 

픽업 및 전사 공정은 질소가 충전된 글러브 박스 (H2O, 

O2 < 0.1 ppm)에서 진행되었다. 이차원 h-BN/WSe2 수

직 헤테로 구조 제작을 위해 원자층 두께의 이차원 

h-BN 및 WSe2 단결정 (HQ Graphene)은 기계적 방법인 

스카치 테이프 방법 [1]을 이용하여 SiO2(300 nm)/Si 기

판 위에 박리시켰으며 10 nm 두께의 h-BN, 3 nm이하 

두께의 WSe2를 광학현미경 및 원자력현미경을 이용하

여 위치를 알아내고 두께를 측정하였다. 찾아낸 h-BN 

및 WSe2 조각을 광학현미경에 위치시킨 뒤, Fig. 2와 

같이 실리콘 기판 위 존재하는 h-BN을 PC/PDMS를 이

용하여 픽업해주고 h-BN/PC/PDMS를 이용하여 WSe2 

조각을 픽업해 주었다. 이차원소재의 픽업공정은 ‘결Figure 1. Preparation of PC/PDMS stamp for 

hot-pickup transfer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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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및 고찰’ 부분에서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2.2. WSe2 기반 전계효과 트랜지스터 제작 및 평가

본 연구에서는 WSe2 기반 상부게이트 하부접촉 FET

를 제작하였다. 소스/드레인, 게이트 전극 모두 전자빔 

리소그래피 공정 및 전자빔 증착기를 이용하여 제작하

였으며, 소스/드레인의 경우 이차원 물질과의 원활한 

접촉을 위해 얇은 두께의 Au(12 nm)/Ti(3 nm)를 증착

하여 주었고, 게이트 전극 및 컨택용 패드의 경우 

Au(45 nm)/Ti(5 nm)를 증착하여 주었다. 

FET 제작 공정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소스/드레인 

전극이 패턴된 SiO2(300 nm)/Si 위에 2.1에서 제작된 

WSe2/h-BN/PC/PDMS를 광학현미경을 보며 위치를 맞

추어 접촉시켜 준 뒤, 부착된 샘플 히터를 사용하여 

200 oC온도로 가열해주었다. 이 때, 유리전이온도 (147 
oC) 이상 가열된 PC가 Si기판 위에 밀착하여 접촉되면 

PC와 PDMS사이 접착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지기 때문

에 PDMS를 쉽게 제거할 수 있게 된다. 전사가 마무리 

된 후 chloroform 용매를 사용하여 PC를 제거시켜 주었

다. 그 후, 전자빔 리소그래피 공정을 이용하여 상부 

게이트 전극 및 컨택용 패드를 동시에 증착해 줌으로

써 FET 소자를 완성하였다. 

제작된 FET 소자의 전기적 특성 분석을 위하여 

Keithley 2450 소스미터를 사용하였으며, 온도에 따른 

전기적 특성 분석을 위하여 closed-cycle Montana 

cryostat system을 사용하였다.

3. 결과 및 토론

본 연구에서의 원자층 두께의 h-BN/WSe2 수직 헤테

로 구조 제작은 Fig. 2에서 보인 순서와 같이 진행되었

다. 첫번째 단계로 Fig. 1과 같이 제작된 PDMS 위 PC 

필름을 이용하여 h-BN을 접촉한 뒤 PC의 유리전이온

도(147 oC)보다 높은 온도로 가열함으로써 PC 고분자 

박막이 h-BN 조각 위에 등각접촉(conformal contact)을 

유도하여 주었다. 그 후 40 oC의 온도로 감소시켜주게 

되면 PC가 다시 굳게됨과 동시에 등각접촉된 h-BN이 

PC 박막 쪽으로 옮겨감으로써 픽업이 이루어지게 된

다. 이러한 과정은 Fig. 3을 통하여 자세히 나타내었다. 

PC 박막의 표면에너지의 경우 약 44mN/m[16]의 값으

로 SiO2의 표면에너지인 약 54mN/m[17] 보다 낮음에

도 불구하고 h-BN의 픽업 공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졌는데, 이는 SiO2와 h-BN사이 약한 판데르발스 인력 

보다 PC와 h-BN사이의 파이-파이 쌓임 (π-π 

stacking)에 의한 인력이 상대적으로 더 강하기 때문으

로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h-BN의 픽업공정이 이뤄진 

후 같은 공정을 반복하여 Fig. 2c-d와 같이 h-BN 위 

WSe2를 픽업해 줌으로써 PC 박막 위 h-BN/WSe2 수직 

Figure 2. A schematic illustration showing hot-pickup transfer 

technique.

Figure 3. A schematic illustration showing the 

mechanism of hot-pickup transfer tech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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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테로 구조를 완성시킬 수 있었다. 

핫픽업과정을 통한 소자의 제작과정을 광학 현미경

을 통하여 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Fig. 4에 나타내었다. 

Fig. 4a는 실리콘 기판 위 기계적으로 박리된 세 층의 

WSe2의 광학현미경 사진이며, 이 WSe2 조각을 사전에 

PC 위에 픽업된 h-BN과의 접촉해주는 과정을 Fig. 4b

에 보였다. 이렇게 PC위에 픽업된 h-BN (10 nm)/WSe2

를 Au/Ti 전극이 패턴된 Si 기판 위에 전사시켜주는 과

정을 통하여 Fig. 4c와 같이 하부접촉 FET 구조를 제작

할 수 있었다. 여기서 h-BN/WSe2 수직 헤테로 구조와 

접촉되는 Au/Ti 전극의 두께를 얇게 증착(Au 12 nm, 

Ti 3 nm) 해주었는데 이는 전극 패턴의 가장자리 단차

에 의해 이차원 소재의 주름 형성을 최소화시키기 위

해서이다. 만약 50 nm 정도로 두꺼운 전극 패턴이 사용

될 경우 Fig. 5와 같이 그 위에 전사되는 이차원 소재들

의 주름이 형성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위의 실험결과에서 나아가 핫픽업 전사공정을 통해 

제작된 h-BN/WSe2 수직 헤테로구조를 이용 하여 FET 

소자를 제작하였다. 

비교적 높은 유전율을 갖는 원자층 두께의 절연체이

기 때문에, WSe2의 산화방지막 역할 뿐만 아니라 게이

트 절연층의 소재로도 사용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

을 기반으로 10 nm 두께의 h-BN을 절연체로 활용한 

상부게이트 하부접촉 WSe2 FET 소자를 제작할 수 있

었으며, FET 소자 제작을 위해 Fig. 4c의 단계에서 전

자빔 리소그래피 패터닝 공정을 통하여 Au(45 

nm)/Ti(5 nm)의 게이트 전극 및 소스/드레인 컨택용 패

드를 동시에 증착하여 주었다. 그리고 패터닝 공정 후 

전극 증착 전 샘플의 광학현미경 사진을 Fig. 6에 보여

주었다. 

이렇게 제작된 WSe2 기반 상부게이트 하부접촉 FET 

소자의 전기적특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FET 소자의 최

종 구조는 Fig. 7a에 나타내었으며, Fig. 7b-c를 통하여 

Figure 4. Optical microscope images of the fabrication 

procedure of h-BN/WSe2 heterostructure. (a) 3L-WSe2 flake 

mechanically exfoliated onto SiO2/Si substrate. (b) 3L-WSe2 

contacted with h-BN/PC/PDMS stamp (for pickup process). 

(c) transferred h-BN/WSe2 onto pre-patterned thin electrodes 

after PC removal.

Figure 5. An optical microscope image of WSe2

transferred onto the pre-patterned thick electrode.

Figure 6. Optical microscope images for showing the 

fabrication procedure of top-gate bottom-contact WSe2-based 

FET device. (left) h-BN/WSe2 hetero structure on the 

PC/PDMS stamp. (right) top-gate bottom-contact FET device 

before deposition of top-gate electrode and contact pads.



핫픽업 전사기술을 이용한 고성능 WSe2 기반 전계효과 트랜지스터의 제작

Journal of Adhesion and Interface Vol.21, No.3 2020

111

상온에서 게이트 전압에 의존하는 드레인 전류를 보여

주었다. 그 결과 측정된 FET소자는 양극성(ambipolar) 

트랜지스터의 특성을 보여주었으며, 모든 온도 구간에

서 전자 수송에 비해 정공 수송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에너지 밴드 다이어

그램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도핑이 되지 않은 진성 반

도체에 가까운 다층 WSe2의 경우∼3.7 eV의 전자 친화

도 및∼1.3 eV의 간접 밴드갭을 지닌 반도체 [18]이며, 

본 연구에서는∼5 eV의 일 함수를 갖는 금 전극을 사용

하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수한 정공 수송 성능을 보

였다고 분석할 수 있었다. FET 소자의 정공이동도는 선

형 동작 영역에서 아래의 식 (1)을 통하여 계산되었다.

여기서, gm은 전송 컨덕턴스(transconductance), W(L)

는 FET소자 채널의 폭(길이), COX는 절연층 h-BN의 커

패시턴스(capacitance), μlinear는 선형 이동도, 그리고 

VD는 드레인 전압을 의미한다. h-BN의 커패시턴스의 

경우 보고된 유전율(εr=3) [19]을 기반으로 10nm의 두

께에서 약 270nF/cm2의 값이 계산되었으며, W/L의 값

은 0.5의 값이 사용되었다. 계산 결과 WSe2 기반 FET 

소자의 정공이동도

 (1)

μlinear는 300 K의 온도에서 150 cm2/Vs 의 높은 이동

도를 갖는다는 것을 알아낼 수 있었으며, 192 mV/ 

decade의 서브문턱 스윙, 3×106의 온/오프 전류비 등의 

우수한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WSe2 FET 소자

의 정공이동도 μlinear의 온도에 따른 변화를 관찰해본 

결과, 상온의 온도에서 150 cm2/Vs의 정공이동도를 보

이는 WSe2 FET는 온도가 감소함에 따라 급격히 상승

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10 K의 온도에서 약 

350 cm2/Vs의 높은 이동도를 관찰할 수 있었다(Fig. 

7d). 

한편 온도에 따른 정공이동도 곡선을 통하여 정공 

수송에 대한 산란 메커니즘을 분석할 수 있었다. Fig. 

7d에서 보인 이동도의 온도의존성을 관찰해보면, 온도

가 25 K 이상일 때 μlinear∝T-γ의 관계를 관찰 할 수 

있었고, γ의 값은 기울기 계산을 통해 약 0.27의 값을 

얻어낼 수 있었다. 여기서 γ의 값이 1보다 크거나 같

게되면 광학 포논 산란 (optical phonon scattering) 혹은 

음향 포논 산란(acoustic phonon scattering)이 지배적인 

산란 메커니즘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20, 21], 본 연구

를 통해 얻어진 결과에 따르면 γ의 값이 1보다 작은 

값을 갖기 때문에 약 25 K의 온도에서 300K까지의 산

란 메커니즘은 동극 포논 퀜칭(homopolar phonon 

quenching)으로 분석 될 수 있다 [22]. 25 K 이하의 온

도에서는 350 cm2/Vs에 수렴하는 것을 보이는데, 이는 

쿨롱 산란 (Coulomb scattering) 혹은 결함에 의해 제한

된다고 분석될 수 있다 [20].

다음으로 WSe2 기반 FET 소자의 대기안정성을 확

인하기 위해 대기 노출 시간에 따른 이동도를 관찰하

였다. 비교군를 위해 h-BN으로 봉지시키지 않은 상부

접촉 WSe2와의 비교 측정을 수행하였으며, 이는 Fig. 

8에 나타내었다. 측정 결과 h-BN/WSe2 수직 헤테로 구

조를 갖고 있는 경우, 즉 WSe2의 표면이 화학적으로 

안정한 h-BN에 의해 봉지되어 있을 때 상대적으로 매

우 우수한 대기안정성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핫픽업 전사공정을 이용하여 이차원 

TMD 반도체 물질인 WSe2와 절연층 h-BN의 고품질 수

직 헤테로 구조를 제작하는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더 

나아가 이를 응용하여 우수한 대기안정성을 갖는 고성

능 WSe2 기반 FET 소자를 구현하였다. 이러한 소자제
Figure 8. The comparison of the time-dependent linear 

hole mobility between h-BN/WSe2 and WSe2 only.

Figure 7. Electrical characterization of fabricated WSe2-based 

FET device. (a) Schematic drawing for the device. (b, c) 

Transfer characteristics at room temperature. (d) Temperature- 

dependent linear hole mobility of the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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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방법은 전자소자뿐만 아니라 차세대 광전자소자, 

스핀소자 등 다양하게 응용이 가능할 것이라 여겨지

며, 최근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대면적 고품질 TMD 

물질 합성 연구와 함께 산업적으로 응용 가능한 기술

로 발전될 것이라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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