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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도구의‥발명과‥기술의‥혁신은‥사회의‥패러다

임‥변화의‥핵심‥요인으로‥작용하며,‥실제로‥농

업‥사회,‥산업‥사회,‥정보‥사회로의‥구분되는‥역

사상‥커다란‥사회‥변화는‥혁명적인‥기술의‥등장

에서‥비롯된다고‥볼‥수‥있다.‥일례로,‥1990년대‥

이후‥인터넷‥발달로‥인한‥촉발된‥정보‥통신‥기

술의‥발달은‥정보의‥전달이‥실시간으로‥전‥세계

로‥이동‥할‥수게‥되면서,‥농업‥사회,‥산업‥사회‥

이후의‥새로운‥패러다임으로‥정보‥사회가‥도래

하게‥하였다.‥최근에는‥더욱‥발전하여‥사물‥인

터넷‥(IoT),‥만물‥인터넷으로의‥(IoE)‥확장으로‥

초연결‥사회로‥진화되고‥있다고‥할‥수‥있다.‥이

러한‥발전은‥바로‥다양한‥정보를‥입력,‥저장,‥연

산,‥출력,‥통신까지‥처리하는‥전자‥기기들의‥비

약적인‥발전과‥더‥나아가‥그‥기기들의‥스마트‥

화라고‥할‥수‥있는데,‥그‥핵심‥요소‥기술은‥바로‥

반도체‥소재‥및‥이를‥기반으로‥하는‥반도체‥소

자‥기술의‥발전이라고‥할‥수‥있다.

실리콘은‥대표적인‥반도체‥소재로,‥1960년대‥

상용화가‥이루어진‥이래,‥인류‥발전에‥가장‥큰‥

역할을‥한‥놀라운‥물질이라고‥할‥수‥있다.‥현재‥

사용하는‥있는,‥컴퓨터를‥비롯한‥각종‥전자‥기

기의‥CPU,‥메모리‥등‥핵심‥전자‥부품은‥물론,‥

디스플레의‥화소‥구동‥소자까지‥실리콘‥반도체‥

소재/소자가‥응용되지‥않은‥영역을‥찾기‥힘들‥

정도이다.‥그러나‥실리콘‥기반의‥반도체‥산업은‥

현재‥기술적‥포화상태로써‥(예:scale‥down)‥큰‥

한계에‥직면하고‥있으며‥이러한‥문제점을‥타개

하기‥위해서‥미국‥IBM에서는‥“Beyond‥7‥nm,‥

Beyond‥Silicon”‥이라는‥구호로‥실리콘‥기술적‥

문제점을‥해결하고,‥실리콘의‥뒤를‥이를‥새로운‥

반도체‥기술을‥개발하

고자‥향후‥5년간‥30억‥

달러를‥투자키로‥발표

하였다.

현재‥실리콘‥반도체

의‥뒤를‥이어‥수많은‥반

도체‥물질이‥연구‥개발

되고‥있는데‥그‥중,‥초

고속,‥고성능의‥특성을‥

가지는‥반도체로써‥2차그림 1. 다양한 2차원 원자막 소재 예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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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원자막‥소재인,‥Van‥der‥Waals형‥반도체

가‥가장‥주목받고‥있다.‥2차원‥Van‥der‥Waals

형‥반도체는‥단결정의‥구조를‥가지며,‥구조적

으로‥단일층‥또는‥다층형태의‥나노시트를‥구

성할‥수‥있기‥때문에‥전자소자‥및‥광소자‥연

구에‥적합하다.‥이러한‥2차원‥원자막‥반도체

를‥대표하는‥물질로써‥그래핀,‥Transition‥

Metal‥Dichalcogenide‥ (TMDC),‥ Black‥

Phosphorus‥ (BP,‥흑린)‥등과‥같은‥재료들

이‥있다‥(그림‥1).‥이중에서‥그래핀은‥실리콘

의‥100배‥빠른‥처리‥속도를‥가지며,‥구리보

다‥100배‥우수한‥전기전도도를‥가지고,‥강철

보다‥200배‥이상의‥강한‥기계적‥강도를‥가지

는‥물질로써‥응용가능‥범위가‥무궁무진한‥재

료로‥각광‥받았으나,‥에너지‥밴드갭‥(energy‥

bandgap)이‥존재하지‥근본적인‥한계점을‥가

지고‥있어‥트랜지스터,‥태양전지,‥발광다이

오드와‥같은‥전자‥및‥광전자소자의‥반도체‥활

성층으로‥사용하기‥어려운‥제한이‥따른다.‥이

러한‥그래핀의‥한계점을‥극복할‥수‥있는‥대표

적인‥후보‥소재로,‥가시광선,‥근적외선‥영역

의‥에너지‥갭을‥갖는‥2D‥Transistion‥Metal‥

Dichalcogenide‥ (TMDC)‥물질이‥주목받고‥

있으며‥(그림‥2),‥다양한‥TMDC‥소재군에서‥

전자소자,‥광소자의‥응용적인‥관점에서‥전‥세

계적으로‥각광받는‥물질로는‥MoS2와‥WSe2를‥

들‥수‥있다.‥가장‥최근에‥발견된‥흑린의‥경우‥

그래핀과‥같이‥단원계‥원소로‥구성된‥새로운‥

Van‥der‥Waals형‥반도체‥재료로써‥실리콘보

다‥10배‥우수한‥전기적‥특성을‥가지며,‥그래핀

과‥달리‥에너지‥밴드갭을‥가지고‥있어‥현재‥전‥

세계적으로‥활발히‥연구되고‥있다.

본고에서는‥차세대‥반도체‥소재로‥각광‥받

고‥있는,‥2차원‥원자막‥소재에‥관한‥연구‥현황

을‥TMDC‥및‥BP를‥중심으로‥분석해보고,‥이

러한‥2차원‥원자막‥소재의‥scale‥up에‥가장‥중

요한‥합성법에‥관한‥연구‥결과,‥그리고‥전자소

자,‥광소자,‥최근‥연구되고‥있는‥전기‥화학‥소

자에‥관한‥응용‥연구‥결과를‥소개하려한다.

2. 2차원 원자막 소재 기술 동향

2.1  Transition Metal Dichalcogenides 

(TMDC)

‥TMDC는‥화학식으로‥MX2의‥형태로‥M은‥

Mo,‥We과‥같은‥전이‥금속을‥나타나고,‥X는‥

칼코겐‥(S,‥Se,‥or‥Te)‥화합물을‥지칭한다.‥이

와‥같은‥물질들은‥한‥개의‥금속‥원자층과‥두‥

개의‥칼코겐‥원자층으로‥구성되어‥X-M-X‥형

태의‥단위‥층을‥기반으로‥적층‥구조를‥이루

고‥있는데,‥그‥대칭성에‥따라서,‥육각형‥대칭‥

(2H),‥마름모계‥대칭‥(3R),‥그리고‥정방정계‥

대칭‥(1T)로‥나눌‥수‥있다‥(그림‥3).

TMDC‥소재의‥경우,‥동일‥평면상에서는‥강

한‥결합력을‥갖고‥있으나,‥층간의‥상호‥결합력

은‥반데르발스‥(van‥der‥Waals)‥결합력이라

는‥약한‥결합‥상태를‥갖고‥있어‥층상간의‥분리

가‥용이하며,‥원자막‥층수에‥따라서‥물리적인‥

특성이‥변화하게‥된다.‥대표적인‥예로,‥원자‥

층수가‥감소할수록‥에너지‥배드갭이‥증가하

는‥특성을‥나타내며,‥극단적으로‥단일층을‥형

그림 2. 2차원 원자막 소재의 에너지 밴드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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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는‥경우,‥간접천이형‥(indirect)‥에너지‥갭‥

구조에서‥직접천이형‥(direct)‥에너지‥갭‥구조

를‥전환되는‥특이한‥특

성을‥가지고‥있다.‥대

표적인‥2차원‥TMDC‥

소재인‥MoS2의‥경우‥

범밀도함수‥이론을‥통

한‥계산으로‥이러한‥특

성을‥잘‥설명하고‥있으

며‥(그림‥4),‥국내‥대학

의‥연구진은‥단일,‥이

중,‥삼중층의‥MoS2‥원

자막‥트랜지스터를‥제

작, ‥ 빛에‥ 의한‥ 문턱

전압‥ 이동현상을‥ 이

용한‥ Photoexcited‥

charge‥ collect ion‥

s p e c t r o s c o p y‥

(PECCS)‥분석을‥이용

하여‥에너지‥밴드갭을‥

실험적으로‥측정하였

다‥(그림‥5).

2차원‥TMDC‥소재

의‥표면은‥ dangling‥

bond가‥존재하지‥않지‥

않아,‥ 결정학적이나,‥

물리적으로‥서로‥상이

한‥물질‥간에도‥이종

접합‥구조를‥임의적으

로‥제조할‥수‥있을‥뿐

만‥아니라‥원자‥수준으

로‥매우‥깨끗한‥계면을‥

가진‥이종‥접합을‥형성‥

할‥수‥있다‥(그림‥6).‥이

는‥기존의‥실리콘이나‥

화합물‥반도체처럼‥ 3

차원‥결정‥구조를‥가지

고‥있는‥소재에서는‥나

타나지‥않는‥특성으로,‥

기존의‥결정구조,‥격자‥상수에‥차이에‥제약이‥

사라졌다고‥할‥수‥있다.

그림 5.  단일, 이중, 삼중층의 MoS2 트랜지스터 및 광반응을 통한 에너지 
갭 유추 [5].

그림 4.  원자막 층수에 따른 밴드갭 변화 (a) 및 에너지 갭 구조의 변화 
(b)[3].

그림 3.  TMDC 소재 전기적 특성 및 구조적 특성 [3,4].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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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한‥TMDC‥소재의‥구조를‥보면,‥완벽

한‥육각‥벌집‥(honeycomb)‥구조를‥가지고‥있

는‥그래핀과‥달리,‥TMDC에서‥금속‥원자층과‥

칼코겐‥원자층이‥이루는‥육각‥벌집‥구조의‥경

우‥반전‥대칭‥(inversion‥symmetry)이‥깨지

게‥된다.‥또한‥TMDC‥소재의‥경우‥강한‥spin-

orbit‥coupling을‥갖는다고‥보고되고‥있다.‥이

러한‥두가지‥특성‥때문에‥최근‥TMDC‥소재를‥

적용한‥밸리트로닉스‥구현이‥가능할‥것으로,‥이

에‥대한‥연구가‥진행되고‥있으며,‥MoS2,‥WS2,‥

WSe2에‥대한‥연구가‥보고되고‥있다‥[6-8].

2.2  Black Phosphorous (BP, 흑린)

2014년에‥그래핀과‥같은‥단원계‥원소로‥구

성된,‥Black‥phosphorous‥(BP,‥흑린)이‥발

견되며,‥ 2차원‥원자막‥소재의‥다양성은‥더

욱‥넓어지게‥되었다.‥BP의‥경우,‥그래핀과‥달

리‥밴드갭을‥가지고‥있어,‥반도체‥소재로‥최

근‥각광받으며‥지난‥2년‥동안‥전‥세계적으로‥

활발하게‥연구가‥진행되고‥있다.‥BP의‥구조

를‥살펴보면,‥완벽한‥honeycomb‥구조가‥아

닌,‥puckered‥honeycomb‥구조를‥가지고‥있

고,‥일반적인‥2차원‥원자막‥소재의‥특징인‥두

께에‥따른‥에너지‥밴드갭이‥변하는‥특성을‥나

타내고‥있다‥(그림‥7).‥계산‥방법에‥따라‥차이

가‥있으나,‥단일층일‥경우에‥최대‥2.0‥eV‥정도

의‥에너지‥밴드갭을‥보이며,‥bulk의‥경우‥0.3‥

eV‥정도로‥감소한다.‥따라서‥BP의‥경우‥가시

광은‥물론,‥근적외선‥영역까지‥확장하여‥광전

소자에‥응용‥가능성을‥가지고‥있으며,‥열화상‥

이미징‥(thermal‥ imaging)까지도‥가능한‥것

으로‥보인다.‥BP는‥그래핀을‥제외한,‥현재‥2

차원‥원자막‥소재‥중‥가장‥높은‥이동도‥(1,000‥

cm2/Vs)를‥보이며,‥100에서‥100,000‥사이의‥

뚜렷한‥on/off‥전류‥점멸비를‥나타내고,‥p형‥

반도체‥특성과‥n형‥반도체‥특성이‥동시에‥나

타나는‥ambipolar‥특성을‥보이고‥있다.‥

전술한‥BP의‥puc-kered‥ honeycomb‥

구조는‥기존의‥그래핀이나,‥ TMDC‥소재

그림 6. 2차원 원자막 소재 이종접합 구조 [1]. 

그림 7.  BP 결정 구조, 에너지 밴드갭 계산, 원자층수에 
따른 에너지 밴드갭의 변화 [9].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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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다르게‥ in-plane‥방향에서도‥이등방성

(anisotropic)의‥특징을‥가지고‥있고,‥BP‥소

자의‥이동도는‥in-plane‥방향에서도‥각도의‥

의존성이‥크게‥나타나게‥되는데,‥armchair‥방

향으로의‥이동도‥또는‥

전기전도도가,‥zigzag‥

방향도가‥높은‥것으로‥

알려져‥있다‥[9].‥또한‥

전기적인‥특성뿐만‥아

니라,‥광학적인‥특성,‥

기계적인‥특성‥역시‥이

등방성의‥특징을‥나타

낸다‥(그림‥8).

3. 2차원 원자막 
전자 소재 합성법 

3.1  Top down 

method

일반적으로,‥고품질

의‥2차원‥원자막을‥얻는‥손쉬운‥방법은‥Bulk

의‥단결정‥덩어리에서‥접착‥테이프를‥이용하

여‥기계적으로‥박리하는‥것이다.‥전술한대로,‥

2차원‥원자막‥소재의‥경우‥층간의‥약한‥반데

르발스(van‥der‥Waals)‥결합‥상태를‥갖고‥있

어‥층상간의‥분리가‥용이하게‥일어나,‥단일

층,‥이중충,‥삼중층‥등‥고품질의‥단결정‥조각

을‥얻을‥수‥있다.‥따라서‥2차원‥원자막‥소재

의‥연구는‥먼저‥기계적‥박리에서‥얻어진‥조각

에서부터,‥물리·화학적인‥특성을‥분석하고,‥

전자‥소자‥또는‥광소자를‥제작하는‥것으로‥시

작된다.‥그러나‥이러한‥기계적‥박리‥방법의‥

경우,‥조각의‥크기뿐만‥아니라,‥실제‥응용‥소

자‥제작‥시‥조각의‥위치를‥조절할‥수‥없는‥한

계를‥가지고‥있다.‥국내‥연구진에서는‥기존의‥

접착테이프가‥아닌‥Polydimethylsiloxane‥

(PDMS)‥스탬프를‥이용하여‥기계적‥박리는‥

물론,‥얻어진‥조각을‥원하는‥위치로‥직접‥전

사하는‥기법을‥발표하기도‥하였다‥(그림‥9).

기계적인‥박리‥방법과‥달리,‥화학‥용액을‥이

용하는‥액상‥분리‥방법을‥적용하여‥TMDC를‥

그림 8.  B P 의  전 도 도 ,  o p t i ca l  e x t i nc t i o n , 
photoluminescence, yougs modulus의 이
등방성 

그림 9.  PDMS 스탬프를 이용한 MoS2 직접 전사 기법 및 이 방법으로 제
작된 트랜지스터 소자 모식도 [10]. 

(a) (b)

(c) (d)

(a) (b)

(c) (d)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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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p e c i a l 
T h e m a

박리하는‥방법이‥보고

되고‥있다.‥리튬‥삽입

을‥이용하여‥액상‥분리

하는‥방법이‥소개되어‥

있으나,‥리튬의‥가격이

나‥안정성을‥고려해볼‥

때‥적절한‥방법은‥아닌‥

것으로‥사료되고,‥최근

에는‥적절한‥유기‥용매

와‥소음파‥진동을‥이용

한‥박리‥방법이‥발표되

고‥있다.‥액상‥분리‥방

법으로‥분리된‥TMDC‥

분산‥용액의‥경우‥기존

의‥용액‥공정으로‥사용되는‥잉크젯‥방식‥또는‥

스프레이‥코팅‥방식에‥적용될‥수‥있어‥대량‥생

산의‥가능성도‥가지고‥있다.

‥

3.2 Bottom up method

차세대‥반도체‥소재로‥전자‥소자‥및‥광소자

에‥적용되며‥상용화되기‥위해서는‥균일한‥대

면적‥합성법‥개발이‥반드시‥필요하게‥되는

데,‥2차원‥원자막‥반도체‥소재에‥적용되는‥가

장‥일반적인‥성막‥방법은‥화학‥기상‥증착법‥

(Chemical‥vapor‥deposition,‥CVD)이다.‥

CVD‥증착을‥위해서는‥성막하려는‥물질의‥적

절한‥고상,‥액상,‥기상의‥전구체‥(precursor)

를‥적절히‥선정하는‥것이‥중요하다.‥대표적

인‥TMDC,‥MoS2의‥경우‥MoO3,‥황의‥고체‥

source를‥이용하여,‥고온에서‥증착하는‥방

법,‥Mo‥금속‥박막‥증착이후‥기체‥황‥source를‥

불어넣어주며‥반응을‥일으켜서‥증착하는‥방

법,‥기판에‥(NH4)2MoS4‥용액을‥Dip‥coating

을‥통해‥도포한‥뒤‥기화된‥황으로‥열처리를‥통

해‥증착하는‥방법‥등‥다양한‥CVD‥방법들이‥

연구되고‥있다‥(그림‥2).‥또한‥Atomic‥ layer‥

depostion‥(ALD)‥증착법‥역시,‥최근‥TMDC‥

원자막‥성막에‥많이‥이용되고‥있다.

4. 2차원 원자막 전자 소재 응용 사례

4.1 전자 소자

반도체‥소재를‥적용한‥전자‥소자‥응용‥중‥

가장‥중요한‥소자가‥바로‥전계효과트랜지

스터‥(Field‥effect‥ transistor,‥FET)라‥할‥

수‥있으며,‥현재‥사용되고‥있는‥실리콘‥기반‥

CPU,‥메모리,‥구동‥회로‥등은‥대부분은‥FET

로‥제작되고‥있다.‥2차원‥원자막‥소재의‥경우‥

역시‥FET‥구조로‥전자‥소자를‥제작하고‥있

다.‥그래핀의‥경우‥전술한‥대로‥에너지‥밴드

갭이‥존재하지‥않기‥때문에,‥그래핀‥활성층

그림 10.  (a) 고체 source를 이용한 가스상 반응 합성법 [11], (b) 기체 
황 source와 Mo 금속박막 이용한 반응 합성법 [12], (c) Dip-
coating 방법으로 precursor 증착 후 기체 황 source를 이용한 
반응 합성법 [13].

그림 11. ALD 방법을 이용한 대면적 WS2 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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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적용한‥FET‥제작‥시,‥켜진‥상태와‥꺼진‥상

태의‥전류‥점멸비인,‥on/off‥점멸비‥차이가‥

거의‥나지‥않아,‥스위칭‥소자로‥사용할‥수‥없

게‥된다.‥그러나‥TMDC‥대표‥소재인,‥MoS2‥

및‥WSe2의‥경우‥105‥이상의‥on/off‥전류‥점

멸비를‥나타내고,‥일반적으로‥수십‥cm2/Vs‥

이상의‥이동도를‥나타내며,‥전극‥contact‥조

절‥또는‥도핑‥통해‥최대‥수백‥cm2/Vs의‥이

동도를‥갖는‥FET‥소자가‥보고되고‥있다‥(그

림‥12).‥일반적으로‥MoS2의‥경우‥n-형‥반도

체‥특성을‥나타내고,‥WSe2의‥경우‥p-형‥반

도체‥특성이‥지배적으로‥나타나,‥이‥두‥소재

를‥이용하면,‥디지털‥신호‥발생의‥기본‥요소

인,‥complementary‥ inverter‥소자를‥제작

할‥수‥있으며,‥이에‥대한‥연구도‥많이‥보고되

고‥있다.‥또한‥이를‥확장하여,‥logic‥gate‥소

자,‥ring-oscillator‥소자‥회로에‥까지‥응용이‥

가능하다.‥BP‥소재의‥경우‥일반적인‥TMDC‥

소재보다‥높은‥이동도,‥최대‥1,000‥cm2/Vs‥

이상의‥FET‥소자가‥보고되고‥있으며,‥BP‥기

반‥FET‥소자‥제작‥역시,‥전‥세계적으로‥활발

히‥이루어지고‥있다‥(그림‥12).‥

2차원‥원자막‥FET‥소자에‥메모리‥기능을‥

결합한‥비휘발성‥메모리‥트랜지스터에‥대한‥

연구도‥보고되고‥있다.‥국내‥연구진에‥의해‥

FET‥소자‥종류의‥비휘발성‥메모리는‥강유전‥

(ferroelectric)‥고분자‥소재인‥P(VDF-TrFE)‥

절연체를‥이용하고,‥위‥물질을‥MoS2‥또는‥BP‥

원자막과‥결합하여‥제작한‥ferroelectric‥FET

가‥보고된바‥있다.‥MoS2‥또는‥BP‥원자막‥반도

체를‥활성층으로‥사용하고,‥산화물‥또는‥그래

핀을‥charge‥trapping‥층으로‥이용하여‥플래

시‥메모리‥형태인,‥charge‥ injection‥메모리‥

트랜지스터‥역시‥보고된바‥있다.

4.2 광소자

2차원‥원자막‥소재의‥경우‥광소자로서도‥응

용이‥가능하다.‥스위스‥로잔‥연방대학의‥한그

룹에서는‥MoS2‥단일층을‥반도체‥활성층‥및‥

가시광‥광흡수층으로‥이용한‥포토트랜지스터

를‥보고하였다.‥MoS2‥단일층의‥경우‥직접천

이형‥에너지‥갭‥구조를‥가지고‥있기‥때문에‥광

흡수율이‥우수할‥것으로‥고려되어지고,‥최대‥

960‥A/W의‥광응답‥특성을‥보고하였다‥(그림‥

13).‥또한‥미국‥IBM의‥그룹에서는‥BP‥다층‥

원자막을‥이용하여,‥포토트랜지스터를‥제작,‥

1550‥nm‥파장의‥근적외선과‥550‥nm에서‥실

제‥이미징에‥성공하기도‥하였다‥(그림‥13).

전술한대로,‥2차원‥원자막‥소재의‥경우‥결

정학적이나,‥물리적으로‥서로‥상이한‥물질‥

간에도‥이종접합‥구조를‥임의적으로‥제조

그림 12.  MoS2, WSe2, BP 기반 전계효과트랜지스터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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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h e m a

할‥수‥있을‥뿐만‥아니

라‥원자‥수준으로‥매

우‥깨끗한‥계면을‥가

진‥이종‥접합을‥형성‥

할‥수‥있어,‥2차원‥원

자막‥소재간의‥이종‥

접합‥수광,‥발광‥다이

오드에‥관한‥연구가‥

활발하게‥일어나고‥있

다.‥일예로,‥국외‥하버

드‥연구진에의해‥그래

핀을‥양단의‥전극으

로‥사용하고,‥MoS2/

WSe2‥이종‥접합을‥이

용한‥광다이오드가‥보

고된바‥있으며‥ (그림‥

14),‥이러한‥수광‥소자‥

이외에도,‥ 최근에는‥

발광‥소자에‥관한‥연

구도‥보고되고‥있다.

4.3 전기 화학 소자

전자‥소자나‥광소자

에‥비해‥연구가‥아직

까지는‥활발히‥진행되

지‥않았지만,‥2차원‥원

자막‥소재를‥적용한‥새

로운‥응용‥소자로‥전기‥

화학‥소자를‥들‥수‥있

다‥(그림‥15).‥MoS2의‥

경우‥2차전지의‥음극

으로‥사용‥시,‥상용화

된‥흑연‥음극‥소재보다‥

3배‥이상의‥정전용량

을‥보인다는‥연구가‥보

고되면서‥2차‥전지의‥

새로운‥음극‥소재로‥각

광을‥받고‥있다.‥또한‥

그림 13.  MoS2  (상) 및 BP(하) 포토트랜지스터  [17,18].

그림 14. MoS2/WSe2 이종 접합 광 다이오드 [19]. 

그림 15. MoS2 기반 전기 화학 전지 응용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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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전지뿐만‥아니라‥슈퍼커패시터에도‥적용

이‥가능하고,‥화학‥센서‥소재로도‥적용이‥가능

하여‥기존의‥전자‥소자나‥광소자에‥더불어‥전

기‥화학‥소자‥부분에서도‥2차원‥원자막‥소재

를‥적용한‥응용‥분야가‥다양하게‥확장될‥것으

로‥생각되어진다.

5. 결 론

층상구조를‥갖는‥TMDC,‥흑연‥소재에‥관해

서는‥이미‥수십‥년‥전에‥알려져‥있었다.‥그러

나‥층상‥구조의‥소재의‥박리를‥통해,‥원자‥수

준의‥두께를‥갖는‥2차원‥원자막으로‥형성되었

을‥때‥나타나는‥흥미로운‥물리,‥화학적‥특성

은‥2차원‥원자막‥소재가‥새로운‥반도체‥소재로

서‥새‥지평을‥열었다고‥할‥수‥있다.‥2차원‥원자

막‥소재의‥경우‥전자‥소자의‥반도체‥활성층으

로‥적합하여,‥실리콘‥이후‥전자‥소자에‥적용하

는‥차세대‥반도체로서의‥가능성을‥충분히‥가

지고‥있다.‥또한‥두께를‥조절하여‥에너지‥갭을‥

조절할‥수‥있으며‥극단적인‥단일층‥형성시‥직

접천이형‥에너지‥갭‥구조로‥변형되고,‥2차원‥

소재간의‥이종접합‥구조를‥임의적으로‥제조할‥

수‥있을‥뿐만‥아니라‥원자‥수준으로‥매우‥깨끗

한‥계면을‥가진‥이종‥접합을‥형성‥할‥수‥있어,‥

광소자로서의‥응용‥역시,‥무궁무진하다고‥할‥

수‥있겠다.‥최근에는‥전기‥화학‥소자로의‥응

용‥가능성도‥높게‥나타내어‥2차원‥원자막‥소

재의‥활용‥가능성은‥점점‥더‥커질‥것으로‥사료

된다.‥그러나‥실리콘과‥같은‥wafer‥scale에서

의‥고품질‥단결정‥원자막을‥얻는‥데에는‥아직‥

기술적으로‥극복해야할‥장벽들이‥존재하는‥것

도‥사실이다.‥결론적으로,‥2차원‥원자막‥소재

에‥관한‥연구는‥기초적인‥물성부터,‥합성,‥응

용‥소자까지‥전‥영역에‥걸쳐서‥지속적이고,‥체

계적으로‥이루어저야‥할‥것으로‥보이며,‥물리·

화학·재료공학·전자공학‥등‥다양한‥학제간‥융

합을‥통해‥더욱‥발전해‥나갈‥것을‥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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