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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차원 소재들은 구성 원소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가 존재한다 (그림 1). 단일 원소로 구성된 

2차원 소재는 대표적으로 준금속(semi-metal) 

특성을 보유한 그래핀(graphene, Gr)과 반도체 

(semiconductor) 특성을 갖는 흑린(black 

phosphorus, BP)이 가장 널리 알려져 있다 [1-

4]. 이종 원소로 구성된 소재로는 부도체 특성

을 갖는 육방정계 질화붕소(hexagonal boron 

nitride, hBN)와 금속, 반도체, 초전도체 등의 

특성을 갖는 전이금속 칼코겐화합물(transition 

metal dichalcogenides, TMdCs)이 존재하며, 

현재까지 소재 자체의 물리적인 특성 및 다양

한 응용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5-7].

hBN의 경우 그래핀과 동일한 육각형의 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탄소 원자의 위치에 질

소와 붕소 원자들이 존재하며 약 6 eV의 밴드

갭을 보인다. 따라서 그래핀과 hBN의 두께는 

원자 하나의 크기인 약 0.3 nm 이다 [8]. 이종 

원소로 구성된 대표적인 2차원 소재인 TMdCs

는 다양한 전이금속 원소들(Mo, W, V, Ti 등)

과 칼코겐 원소들(S, Se, Te)의 조합에 따라 금

속, 반도체, 초전도체, 자성체 등의 다양한 특

성들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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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TMdCs의 2차원 소재 특성이 발견된 

지 약 10여년이 지난 지금도 다양한 TMdCs 소

재들이 갖는 고유한 특성들에 대한 연구가 활

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면, 2차원 소재들은 높은 투과도, 우

수한 기계적 강도, 낮은 전자 유효 질량 등 벌

크 물질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물리적, 화학

적 특성들을 갖는 것으로 밝혀졌다 [5]. 각각의 

2차원 소재들이 갖는 독특한 특성들을 기반으

로, 최근에는 2차원 소재들을 “레고(Lego)”처

럼 적층하여 반데르발스 혼성구조를 형성하였

을 때 발생하는 새로운 물리적 현상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림 2) [9].

각 층에 존재하는 전하 입자들 간의 상호작

용에 의해 발생하는 쿨롱 드래그 현상, 전자 구

조로 인해 형성되는 양자 우물에 의한 양자 제

한 효과 등과 같은 새로운 물리적 현상들뿐만 

아니라, 이를 응용한 광소자, 터널링 소자, 유

연전자 소자 등의 응용 연구들도 함께 진행되

고 있다 (그림 3) [10].

이렇게 반데르발스 혼성구조를 제작하는 방

법으로는 1) 2차원 소재들을 물리적으로 적층

하는 전사 방법과 2) 2차원 소재 표면에 다른 2

차원 소재를 직접 합성하는 합성 방법들이 알

려져 있다. 전사 방법의 경우, 적층 시 계면에 

발생하는 불순물 문제와 각 2차원 소재들의 결

그림 2 ▶  2차원 소재 혼성 구조의 모식도.

그림 3 ▶  2차원 혼성구조로 인해 가능한 새로운 물리적 현상들과 

응용 분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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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  주기율표와 각 구성 원소들로 구성된 다양한 2차원 소

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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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방향성 문제가 있어 직접 합성하는 방법이 

반데르발스 혼성구조를 제작하는 가장 이상적

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11].

본고에서는 다양한 합성 방법들 중에서 화학 

기상 증착법(chemical vapor deposition: CVD)

을 이용한 단일 2차원 소재 및 반데르발스 혼

성구조의 다결정, 단결정 성장 연구 동향에 대

해 소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단일 2차원 소

재 및 반데르발스 혼성 구조의 CVD 성장 연구

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2.  2차원 단일구조의  

성장기술 동향

그림 4는 2004년, 스카치 테이프를 이용해 

흑연(Graphite)으로부터 단일층 그래핀을 발

견한 이래로 단일 2차원 소재들의 CVD 성장 

연구 동향을 나타내는 그림이다 [12]. 먼저, 다

결정 박막 성장 연구를 살펴보면, 2008년에 

구리(Cu)를 촉매 기판으로 활용하여 단일층

의 다결정 그래핀 박막 성장이 보고 되었으

며, 니켈(Ni) 촉매 기판을 활용하여 수 층의 다

결정 그래핀 박막이 성장 가능함이 보고되었

다 [13,14]. 이를 필두로 다른 2차원 소재들 합

성에 관한 연구들이 시작되어 2012년에 산화

몰리브덴과 황 분말을 전구체로 활용하여 단

일층 다결정 이황화 몰리브덴(MoS2) 박막의 

CVD 성장이 보고되었으며, 그래핀과 유사하

게 구리를 촉매 기판으로 활용할 경우, 단일

층 hBN의 CVD 성장이 가능함이 보고되었다 

[15,16].

2015년에는 금속-유기 화학 기상 증착법 

(metal-organic chemical vapor deposition)을 활

용하여 4인치 웨이퍼 크기로 균일한 단일층 두

께를 갖는 다결정 MoS2와 WS2 박막 합성에 성

공하였다 [17]. 같은 연도에 붕소(Boron, B)와 

질소(Nitrogen, N)원자에 대해 매우 높은 용해

도를 갖는 철(Fe)을 촉매 금속 기판으로 활용

하여, 고온에서 B, N 원자들을 용해시킨 뒤, 온

도를 낮추며 석출하는 방식을 통해 다층의 대

면적 hBN 박막 성장이 가능함이 보고되었다. 

석출 과정에서 성장이 진행되므로 석출 속도

(=쿨링 속도)를 제어하여 hBN의 두께를 조절

할 수 있음을 보였다 [18].

이와 같이 다결정 합성에 관한 연구는 2008년

에 시작되어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단결

정 합성을 위한 기술 개발은 6년이 지난 2014년

에야 처음으로 보고되었다.

2014년 세계 최초로 hydrogen-terminated 

germanium (110) 표면을 기판으로 활용하여 

동일한 결정 방향으로 그래핀이 성장되도록 

하여 세계 최초로 웨이퍼 크기의 단일층, 단결

정 그래핀 박막을 합성하는데 성공하였다 [19]. 

이를 기점으로 2015년에는 구리 (111) 표면을 

기판으로 활용한 단결정 그래핀 박막 합성법

이 보고되었다 [20].

단일 원소로 구성된 그래핀과는 달리, 다른 

2차원 소재들인 TMdCs, hBN 등은 이종 원소

로 구성되어 있어 단결정 그래핀 합성 방법인 

에피탁시 성장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에 어

려움이 있었다. 2018년에 액상의 금을 기판으

로 활용하여 2차원 부도체 소재인 hBN을 단일

층 두께로 대면적 단결정 박막 합성이 세계 최

초로 보고되었다. 기존 고체 기판 위에서의 에

피탁시 성장법을 탈피한 새로운 방법을 도입

하였다. 액상 촉매 금속 기판 표면에서 원형으

로 성장된 hBN 그레인 사이에 발생하는 정전

기적 상호작용에 의해 동일한 결정 방향으로 

정렬되는 “Self-collimation” 원리를 통해 대면

적의 단결정 hBN이 성장되었다. 또한, 이렇게 

성장된 대면적의 단결정 hBN을 기판으로 활용

하여 단결정 그래핀/hBN 혼성구조 박막 및 대

면적 WS2 단결정 박막 성장에 성공하였다 [21].

위와 같이 단일 2차원 소재들에 대한 전반적

인 연구 동향은 단일층 그레인 성장, 대면적 다

결정 박막 성장, 대면적 단결정 박막 성장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까지 그래핀, 

hBN, WS2 소재의 단결정 대면적 성장은 보고

되었으나, 다른 2차원 소재들인 BP, TMdCs의 

단결정 대면적 박막 성장 및 다층의 hBN 단결

정 박막 성장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남

아있다.

2.1 다결정 그래핀 성장

 앞서 설명한 것처럼 준금속 특성을 갖는 그

래핀을 합성하기 위한 대표적인 기판으로는 

촉매 역할을 하는 금속들인 구리와 니켈이 널

리 알려져있다 (그림 5) [13,14].

단층 또는 다층의 그래핀 성장은 촉매 금속 

기판의 탄소 용해도에 기인한다. 낮은 탄소 용

해도를 갖는 구리 기판의 경우, 공급되는 탄화

수소 분자들이 표면에 흡착되면 (i) 촉매 효과

를 통해 원자 단위로 분해되고, 분해된 탄소 원

자들은 구리 기판 내부로 용해되지 못하기 때

문에 표면에서만 이동, 확산이 가능하게 된다. 

그림 4 ▶  단일 2차원 소재들의 CVD 성장 연구 동향.

그림 5 ▶  (a) 구리 금속 촉매와 (b) 니켈 금속 촉매를 기판으로 활

용한 그래핀 성장 메커니즘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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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방향성 문제가 있어 직접 합성하는 방법이 

반데르발스 혼성구조를 제작하는 가장 이상적

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11].

본고에서는 다양한 합성 방법들 중에서 화학 

기상 증착법(chemical vapor deposition: CVD)

을 이용한 단일 2차원 소재 및 반데르발스 혼

성구조의 다결정, 단결정 성장 연구 동향에 대

해 소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단일 2차원 소

재 및 반데르발스 혼성 구조의 CVD 성장 연구

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2.  2차원 단일구조의  

성장기술 동향

그림 4는 2004년, 스카치 테이프를 이용해 

흑연(Graphite)으로부터 단일층 그래핀을 발

견한 이래로 단일 2차원 소재들의 CVD 성장 

연구 동향을 나타내는 그림이다 [12]. 먼저, 다

결정 박막 성장 연구를 살펴보면, 2008년에 

구리(Cu)를 촉매 기판으로 활용하여 단일층

의 다결정 그래핀 박막 성장이 보고 되었으

며, 니켈(Ni) 촉매 기판을 활용하여 수 층의 다

결정 그래핀 박막이 성장 가능함이 보고되었

다 [13,14]. 이를 필두로 다른 2차원 소재들 합

성에 관한 연구들이 시작되어 2012년에 산화

몰리브덴과 황 분말을 전구체로 활용하여 단

일층 다결정 이황화 몰리브덴(MoS2) 박막의 

CVD 성장이 보고되었으며, 그래핀과 유사하

게 구리를 촉매 기판으로 활용할 경우, 단일

층 hBN의 CVD 성장이 가능함이 보고되었다 

[15,16].

2015년에는 금속-유기 화학 기상 증착법 

(metal-organic chemical vapor deposition)을 활

용하여 4인치 웨이퍼 크기로 균일한 단일층 두

께를 갖는 다결정 MoS2와 WS2 박막 합성에 성

공하였다 [17]. 같은 연도에 붕소(Boron, B)와 

질소(Nitrogen, N)원자에 대해 매우 높은 용해

도를 갖는 철(Fe)을 촉매 금속 기판으로 활용

하여, 고온에서 B, N 원자들을 용해시킨 뒤, 온

도를 낮추며 석출하는 방식을 통해 다층의 대

면적 hBN 박막 성장이 가능함이 보고되었다. 

석출 과정에서 성장이 진행되므로 석출 속도

(=쿨링 속도)를 제어하여 hBN의 두께를 조절

할 수 있음을 보였다 [18].

이와 같이 다결정 합성에 관한 연구는 2008년

에 시작되어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단결

정 합성을 위한 기술 개발은 6년이 지난 2014년

에야 처음으로 보고되었다.

2014년 세계 최초로 hydrogen-terminated 

germanium (110) 표면을 기판으로 활용하여 

동일한 결정 방향으로 그래핀이 성장되도록 

하여 세계 최초로 웨이퍼 크기의 단일층, 단결

정 그래핀 박막을 합성하는데 성공하였다 [19]. 

이를 기점으로 2015년에는 구리 (111) 표면을 

기판으로 활용한 단결정 그래핀 박막 합성법

이 보고되었다 [20].

단일 원소로 구성된 그래핀과는 달리, 다른 

2차원 소재들인 TMdCs, hBN 등은 이종 원소

로 구성되어 있어 단결정 그래핀 합성 방법인 

에피탁시 성장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에 어

려움이 있었다. 2018년에 액상의 금을 기판으

로 활용하여 2차원 부도체 소재인 hBN을 단일

층 두께로 대면적 단결정 박막 합성이 세계 최

초로 보고되었다. 기존 고체 기판 위에서의 에

피탁시 성장법을 탈피한 새로운 방법을 도입

하였다. 액상 촉매 금속 기판 표면에서 원형으

로 성장된 hBN 그레인 사이에 발생하는 정전

기적 상호작용에 의해 동일한 결정 방향으로 

정렬되는 “Self-collimation” 원리를 통해 대면

적의 단결정 hBN이 성장되었다. 또한, 이렇게 

성장된 대면적의 단결정 hBN을 기판으로 활용

하여 단결정 그래핀/hBN 혼성구조 박막 및 대

면적 WS2 단결정 박막 성장에 성공하였다 [21].

위와 같이 단일 2차원 소재들에 대한 전반적

인 연구 동향은 단일층 그레인 성장, 대면적 다

결정 박막 성장, 대면적 단결정 박막 성장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까지 그래핀, 

hBN, WS2 소재의 단결정 대면적 성장은 보고

되었으나, 다른 2차원 소재들인 BP, TMdCs의 

단결정 대면적 박막 성장 및 다층의 hBN 단결

정 박막 성장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남

아있다.

2.1 다결정 그래핀 성장

 앞서 설명한 것처럼 준금속 특성을 갖는 그

래핀을 합성하기 위한 대표적인 기판으로는 

촉매 역할을 하는 금속들인 구리와 니켈이 널

리 알려져있다 (그림 5) [13,14].

단층 또는 다층의 그래핀 성장은 촉매 금속 

기판의 탄소 용해도에 기인한다. 낮은 탄소 용

해도를 갖는 구리 기판의 경우, 공급되는 탄화

수소 분자들이 표면에 흡착되면 (i) 촉매 효과

를 통해 원자 단위로 분해되고, 분해된 탄소 원

자들은 구리 기판 내부로 용해되지 못하기 때

문에 표면에서만 이동, 확산이 가능하게 된다. 

그림 4 ▶  단일 2차원 소재들의 CVD 성장 연구 동향.

그림 5 ▶  (a) 구리 금속 촉매와 (b) 니켈 금속 촉매를 기판으로 활

용한 그래핀 성장 메커니즘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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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regation (iii) Precip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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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표면에서 이동하던 탄소 원자들이 비

교적 낮은 에너지를 갖는 부분에 강하게 흡착

되게 되고, 이를 기점으로 다른 탄소 원자들이 

추가로 결합하여 (ii) 핵을 형성한다. 형성된 핵

의 가장자리 부분에 추가 공급되는 탄소 원자

들이 2차원 평면을 따라 (iii) 확장되어 박막으

로 성장된다 (그림 5(a)) [13].

반면 높은 탄소 용해도를 갖는 니켈 금속의 

경우, 흡착된 탄소 원자들이 고온에서 쉽게 니

켈 내부로 침투하여 고용체를 만들 후, 온도가 

다시 낮아지게 되면 탄소 용해도도 함께 낮아

지게 되어 기판 표면으로 탄소 원자들이 석출

된다. 석출되는 탄소 원자들이 서로 결합하여 

그래핀이 성장되는데, 이 때 표면에 흡착되는 

탄소 원자들보다 월등히 많은 양의 탄소 원자

들이 용해되었다가 석출되므로 다층의 그래핀 

박막이 성장된다 (그림 5(b)) [14].

2.2 다결정 TMdCs 의 성장

TMdCs의 CVD 합성은 기판 소재뿐만 아니

라 전구체도 매우 중요한 요소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의 전이금속 화합물들과 칼코겐 화합물

들은 상온에서 고체상태로 존재하여 현재까

지 대부분의 연구들이 고체 상태의 전구체들

을 기화시켜서 공급하는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

다. 이와 같이 고체 상태의 전구체들을 기화시

켜 공급하는 경우, 기화량의 제어가 어려우며 

전구체가 소진되는 경우 추가 공급이 불가능

하다는 문제가 있다 [6]. 따라서 TMdCs 소재들

의 CVD 성장 연구는 기판 소재와 전구체 개발 

연구가 주로 진행되었다 [17,22]. 그림 6은 TM-

dCs 성장을 위한 기판, 전구체에 관한 대표적  

연구 결과들이다. 2012년에 최초로 산화실리

콘(silicon dioxide, SiO2)기판에 산화몰리브덴

(molybdenum oxide, MoO3)과 황(sulfur, S) 

분말을 활용한 단일층 MoS2 성장이 보고되었

다 [6]. 그림 6(a)는 SiO2 기판에 성장된 단일층 

MoS2 그레인들의 광학현미경 이미지이다. 앞

서 언급하였듯이, 분말 상태의 전구체들을 활

용하여 성장된 MoS2 그레인의 밀도가 위치에 

따라 상이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4년에

는 TMdCs 성장을 위한 새로운 기판 소재로 금

(Au)을 활용할 수 있음이 제안되었다 [23]. 그

림 6(b)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다결정 WS2 박

막이 약 3 cm 크기의 대면적으로 성장되었으

며, 표면에서만 전구체 분자들의 흡착 및 확

산이 진행되어 단일층으로 균일한 두께를 갖

는 WS2가 성장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렇게 

TMdCs의 CVD 합성을 위한 기판 소재는 지속

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전구체 개발 연

구는 상대적으로 늦게 보고되었다. 2015년 기

존의 고상 전구체들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

는 새로운 전구체 개발에 관한 연구 결과가 보

고되었다 (그림 6(c)) [17].

몰리브덴, 텅스텐 유기화합물과 황 유기화합

물들을 버블러에 담은 뒤, 캐리어 가스를 24시

간 이상 공급하여 웨이퍼 크기의 대면적 다결

정 MoS2, WS2 박막 성장이 가능함이 보고되었

다. 하지만 결정 구조가 동일한 방향으로 정렬

되지 않은 다결정 박막으로 성장되어, 결정립

계(grain boundary)와 같은 구조적 결함 등의 

문제가 남아있다. 따라서, 동일한 결정 방향성

을 갖는 단결정 박막의 합성 방법을 개발할 필

요가 있다.

2.3 단결정 그래핀 성장

그래핀의 경우, 비교적 쉽게 단결정 성장 기

술이 개발되었다. 육각형의 단위 셀이 탄소 원

자들로만 구성된 그래핀의 경우, 60o만 회전

시키면 동일한 결정 방향을 갖게 된다. 이를 

이용하여 2015년에 구리 (111) 표면에서 그래

핀 그레인들이 하나의 방향으로 성장되어 합

쳐지게 되면, 대면적으로 단결정 그래핀 박막

을 성장할 수 있음이 보고되었다 (그림 7(a)) 

[20]. 결정 방향이 다른 그레인들이 만나는 경

우 결정립계가 발생하게 되고, 결정립계 아래

에 존재하는 구리가 쉽게 산화되는 반면, 구리 

(111) 표면에서 동일한 결정 방향으로 성장된 

그래핀 그레인 사이에는 산화가 발생하지 않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구리 (111) 표

면에서 성장되는 그래핀의 경우, 결정립계가 

존재하지 않는 단결정 박막임이 확인되었다. 

이 후, 구리 (111) 표면을 대면적으로 제작하

는 방법이 개발되면서 더 넓은 면적의 단결정 

그래핀 합성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그림 

7(b)) [24].

그림 6 ▶  (a) SiO2 기판, (b) 금(Au) 기판에 성장된 TMdCs의 광학현

미경 이미지, 사진 및 SEM 이미지 (c) 4인치 웨이퍼 크기

의 fused silica 기판에 MOCVD를 활용하여 성장된 MoS2.

a b

c

그림 7 ▶  (a) 구리 (111) 표면에 단결정 그래핀의 성장 과정 모식

도, (b) 대면적 구리 (111) 사진 및 성장된 단결정 그래

핀의 광학이미지.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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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표면에서 이동하던 탄소 원자들이 비

교적 낮은 에너지를 갖는 부분에 강하게 흡착

되게 되고, 이를 기점으로 다른 탄소 원자들이 

추가로 결합하여 (ii) 핵을 형성한다. 형성된 핵

의 가장자리 부분에 추가 공급되는 탄소 원자

들이 2차원 평면을 따라 (iii) 확장되어 박막으

로 성장된다 (그림 5(a)) [13].

반면 높은 탄소 용해도를 갖는 니켈 금속의 

경우, 흡착된 탄소 원자들이 고온에서 쉽게 니

켈 내부로 침투하여 고용체를 만들 후, 온도가 

다시 낮아지게 되면 탄소 용해도도 함께 낮아

지게 되어 기판 표면으로 탄소 원자들이 석출

된다. 석출되는 탄소 원자들이 서로 결합하여 

그래핀이 성장되는데, 이 때 표면에 흡착되는 

탄소 원자들보다 월등히 많은 양의 탄소 원자

들이 용해되었다가 석출되므로 다층의 그래핀 

박막이 성장된다 (그림 5(b)) [14].

2.2 다결정 TMdCs 의 성장

TMdCs의 CVD 합성은 기판 소재뿐만 아니

라 전구체도 매우 중요한 요소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의 전이금속 화합물들과 칼코겐 화합물

들은 상온에서 고체상태로 존재하여 현재까

지 대부분의 연구들이 고체 상태의 전구체들

을 기화시켜서 공급하는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

다. 이와 같이 고체 상태의 전구체들을 기화시

켜 공급하는 경우, 기화량의 제어가 어려우며 

전구체가 소진되는 경우 추가 공급이 불가능

하다는 문제가 있다 [6]. 따라서 TMdCs 소재들

의 CVD 성장 연구는 기판 소재와 전구체 개발 

연구가 주로 진행되었다 [17,22]. 그림 6은 TM-

dCs 성장을 위한 기판, 전구체에 관한 대표적  

연구 결과들이다. 2012년에 최초로 산화실리

콘(silicon dioxide, SiO2)기판에 산화몰리브덴

(molybdenum oxide, MoO3)과 황(sulfur, S) 

분말을 활용한 단일층 MoS2 성장이 보고되었

다 [6]. 그림 6(a)는 SiO2 기판에 성장된 단일층 

MoS2 그레인들의 광학현미경 이미지이다. 앞

서 언급하였듯이, 분말 상태의 전구체들을 활

용하여 성장된 MoS2 그레인의 밀도가 위치에 

따라 상이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4년에

는 TMdCs 성장을 위한 새로운 기판 소재로 금

(Au)을 활용할 수 있음이 제안되었다 [23]. 그

림 6(b)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다결정 WS2 박

막이 약 3 cm 크기의 대면적으로 성장되었으

며, 표면에서만 전구체 분자들의 흡착 및 확

산이 진행되어 단일층으로 균일한 두께를 갖

는 WS2가 성장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렇게 

TMdCs의 CVD 합성을 위한 기판 소재는 지속

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전구체 개발 연

구는 상대적으로 늦게 보고되었다. 2015년 기

존의 고상 전구체들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

는 새로운 전구체 개발에 관한 연구 결과가 보

고되었다 (그림 6(c)) [17].

몰리브덴, 텅스텐 유기화합물과 황 유기화합

물들을 버블러에 담은 뒤, 캐리어 가스를 24시

간 이상 공급하여 웨이퍼 크기의 대면적 다결

정 MoS2, WS2 박막 성장이 가능함이 보고되었

다. 하지만 결정 구조가 동일한 방향으로 정렬

되지 않은 다결정 박막으로 성장되어, 결정립

계(grain boundary)와 같은 구조적 결함 등의 

문제가 남아있다. 따라서, 동일한 결정 방향성

을 갖는 단결정 박막의 합성 방법을 개발할 필

요가 있다.

2.3 단결정 그래핀 성장

그래핀의 경우, 비교적 쉽게 단결정 성장 기

술이 개발되었다. 육각형의 단위 셀이 탄소 원

자들로만 구성된 그래핀의 경우, 60o만 회전

시키면 동일한 결정 방향을 갖게 된다. 이를 

이용하여 2015년에 구리 (111) 표면에서 그래

핀 그레인들이 하나의 방향으로 성장되어 합

쳐지게 되면, 대면적으로 단결정 그래핀 박막

을 성장할 수 있음이 보고되었다 (그림 7(a)) 

[20]. 결정 방향이 다른 그레인들이 만나는 경

우 결정립계가 발생하게 되고, 결정립계 아래

에 존재하는 구리가 쉽게 산화되는 반면, 구리 

(111) 표면에서 동일한 결정 방향으로 성장된 

그래핀 그레인 사이에는 산화가 발생하지 않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구리 (111) 표

면에서 성장되는 그래핀의 경우, 결정립계가 

존재하지 않는 단결정 박막임이 확인되었다. 

이 후, 구리 (111) 표면을 대면적으로 제작하

는 방법이 개발되면서 더 넓은 면적의 단결정 

그래핀 합성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그림 

7(b)) [24].

그림 6 ▶  (a) SiO2 기판, (b) 금(Au) 기판에 성장된 TMdCs의 광학현

미경 이미지, 사진 및 SEM 이미지 (c) 4인치 웨이퍼 크기

의 fused silica 기판에 MOCVD를 활용하여 성장된 MoS2.

a b

c

그림 7 ▶  (a) 구리 (111) 표면에 단결정 그래핀의 성장 과정 모식

도, (b) 대면적 구리 (111) 사진 및 성장된 단결정 그래

핀의 광학이미지.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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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단결정 hBN 성장

앞서 그래핀의 경우, 60°를 회전시켰을 때 동

일한 결정 방향성을 갖는 반면, 이종 원소로 구

성된 hBN, TMdCs의 경우 120°를 회전시켜야 

동일한 결정 방향을 갖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

서 구리 (111) 기판에 hBN을 성장하더라도, 60°

의 차이가 나는 두 방향의 hBN 그레인들이 함

께 성장되어 hBN 단결정 성장은 해결하기 어

려운 문제로 남아있었다.

2018년, 세계 최초로 웨이퍼 크기의 단결정 

hBN 성장이 보고되었다 [21]. 연구진은 기존에 

널리 알려져 있는 에피탁시 성장법을 탈피하

여 액체 상태의 금(Au)을 기판으로 활용하여 

결정 방향의 정렬 문제를 해결하였다. 액상 기

판을 사용할 경우, 액체 상태의 금 위에서 hBN 

그레인들이 빙하처럼 자유롭게 이동 및 회전

이 가능하였고, 이를 통해 결정 방향을 정렬시

키고자 하였다. 고온에서 텅스텐(W) 기판 위

에 금을 녹인 뒤, 전구체인 보라진(borazine)을 

주입하여 원형의 hBN 그레인을 성장하였다. 

성장된 hBN 그레인은 성장 조건에 따라 균일

한 크기를 갖게 되었으며, 성장 시간을 증가시

켰을 때 크기는 유지되는 반면 hBN 그레인의 

개수가 점차 증가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액상

의 금 기판 위를 가득 채운 원형의 hBN 그레인

들은 밀집구조 (close-packed structure)를 형성

하게 되는데, 이 때 그레인 바깥 부분에 위치한 

붕소, 질소 원자들의 전기적 극성으로 인한 상

호작용을 통해 동일한 방향으로 자가정렬(self-

collimation) 되는 것을 규명하였다. 이렇게 동

일한 결정 방향으로 정렬된 밀집구조의 hBN 

그레인들은 전구체의 추가 공급을 통해 단결

정 hBN 박막으로 결합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

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3 × 3 cm2 크기의 단결

정 hBN 박막을 성장하였다 (그림 8).

3.  2차원 혼성구조의 제작  

 기술 동향

앞서 설명하였듯이, 2차원 혼성구조를 제작

하기 위해 물리적으로 전사하는 방법과 직접 

성장하는 방법이 있다. 그림 9는 현재까지 진

행되고 있는 전사 및 성장 방법들을 활용한 2

차원 혼성구조 연구 동향을 나타낸 모식도이

다. 2010년 박리 방법을 통해 제작된 hBN 위

에 그래핀을 전사하여 Gr/hBN 혼성 구조를 제

작, hBN 위에서 그래핀이 갖는 특성을 분석하

였다. 그 결과, SiO2/Si를 기판으로 활용하였

을 때보다 hBN 기판 위에서 그래핀이 더욱 평

평하게 존재하며, 기판 소재에 의한 도핑 효과

를 받지 않아 우수한 전기적 특성을 보유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5]. 2013년에는 박리 방

법을 통해 얻은 hBN 위에 그래핀, 그 위에 다

시 hBN을 전사하여 전자 소자를 처음으로 제

작, 그래핀이 높은 전하 이동도를 갖는 것을 보

고하였다 [26]. 그로부터 2년 뒤인 2017년에 새

로운 전사 방법이 개발되어 계면이 깨끗한 웨

이퍼 크기의 WS2/MoS2 이종접합구조가 보고

되었다 [27]. 가장 최근인 2019년에는 기존에 

널리 사용되던 전사용 폴리머인 PMMA 대신 

VEPSL(viscoelastic polymer support layer)의 

유리전이온도(Tg)를 활용하여 요철이 있는 표

면에도 완벽히 접촉하는 새로운 전사법이 개

발되었다 [28]. 이렇게 2차원 소재들의 다양한 

혼성구조를 보다 완벽히 구현하기 위한 전사 

방법들의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까지 계면 및 표면의 불순물 문제와 전사 시 발

생하는 2차원 소재의 손상 등과 같은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2차원 혼성 구조 구현에 가장 이상적

인 방법인 직접 성장하는 방법은 2011년에 처

음으로 보고되었다.

2011년에 구리 촉매 기판위에 다결정 hBN 박

막을 성장한 뒤, 수 층의 다결정 그래핀을 직접 

그림 8 ▶  액상의 금 기판 위에 단결정 hBN이 성장되는 과정의 모식도 및 SEM 이미지들. 그림 9 ▶  2차원 소재 혼성 구조 제작 기술의 연구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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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보다 hBN 기판 위에서 그래핀이 더욱 평

평하게 존재하며, 기판 소재에 의한 도핑 효과

를 받지 않아 우수한 전기적 특성을 보유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5]. 2013년에는 박리 방

법을 통해 얻은 hBN 위에 그래핀, 그 위에 다

시 hBN을 전사하여 전자 소자를 처음으로 제

작, 그래핀이 높은 전하 이동도를 갖는 것을 보

고하였다 [26]. 그로부터 2년 뒤인 2017년에 새

로운 전사 방법이 개발되어 계면이 깨끗한 웨

이퍼 크기의 WS2/MoS2 이종접합구조가 보고

되었다 [27]. 가장 최근인 2019년에는 기존에 

널리 사용되던 전사용 폴리머인 PMMA 대신 

VEPSL(viscoelastic polymer support layer)의 

유리전이온도(Tg)를 활용하여 요철이 있는 표

면에도 완벽히 접촉하는 새로운 전사법이 개

발되었다 [28]. 이렇게 2차원 소재들의 다양한 

혼성구조를 보다 완벽히 구현하기 위한 전사 

방법들의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까지 계면 및 표면의 불순물 문제와 전사 시 발

생하는 2차원 소재의 손상 등과 같은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2차원 혼성 구조 구현에 가장 이상적

인 방법인 직접 성장하는 방법은 2011년에 처

음으로 보고되었다.

2011년에 구리 촉매 기판위에 다결정 hBN 박

막을 성장한 뒤, 수 층의 다결정 그래핀을 직접 

그림 8 ▶  액상의 금 기판 위에 단결정 hBN이 성장되는 과정의 모식도 및 SEM 이미지들. 그림 9 ▶  2차원 소재 혼성 구조 제작 기술의 연구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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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하여 반데르발스 혼성구조를 합성해냈

다 [11]. 2014년에는 그래핀을 성장 후, 그 위에 

MoS2, WSe2, hBN을 직접 성장하는 방법이 보

고되었다. MoS2/Gr 혼성 구조를 기반으로 제

작된 광 소자가 뛰어난 응답속도를 갖는 것을 

보고하였다 [29].

2015년에는 성장된 hBN을 SiO2/Si 기판에 

전사한 뒤, 그 위에 MoS2를 성장한 MoS2/hBN 

반데르발스 혼성구조 합성이 보고되었다. 그

래핀과 유사하게 hBN을 기판으로 하였을 때, 

MoS2의 향상된 광 특성에 대해 보고하였으며, 

이를 통해 hBN이 다른 2차원 소재들을 위한 

이상적인 기판 소재임이 증명되었다 [30]. 비

교적 최근인 2018년에는 단결정 단일층 hBN 

박막 성장 후, 그래핀 직접 성장하여 단결정의 

Gr/hBN 반데르발스 혼성구조 성장에 성공하

였다 [21]. 하지만 여전히 기타 2차원 소재들의 

단결정 반데르발스 혼성구조 성장에는 성장 

과정에서 기판으로 활용되는 2차원 소재의 손

상 문제와 결정 방향성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2차원 소재들을 원하는 순

서로 적층하는 전사 및 합성 방법들이 여전히 

많이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전사 방법의 경우, 

계면의 불순물 문제와 전사 과정에서의 손상 

문제, 폴리머를 깨끗이 제거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합성 방법의 경우에

는 단일 소재 합성과 유사하게 대면적으로 단

결정의 초격자구조 성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

는 실정이다.

3.1 다결정 혼성구조 성장

2차원 혼성구조의 합성 연구는 2차원 소재

들의 고유 특성을 관찰하기 위해 hBN을 기판

으로 활용한 TMdC/hBN, Gr/hBN 연구와 반

도체 이종접합 특성을 관찰하기 위한 TMdC/

TMdC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림 10). 

TMdC/TMdC의 경우 CVD를 활용하여 에피

탁시 성장이 보고되었으나, 그림 10(a)와 같이 

그 크기가 수십 마이크로미터에 해당하는 작

은 조각의 성장이 보고되었다 [31]. 대면적 합

성의 경우, 앞서 hBN 성장에서 언급하였던 60°

의 결정 방향성 차이를 갖는 조각들이 함께 성

장되는 문제가 남아있다.

TMdC/hBN 성장의 경우, 마찬가지로 박리

된 hBN 조각 위에 MoS2를 합성하였으나, 그림 

10(b)와 같이 두 가지 방향으로 성장되는 다결

정 문제가 남아있다 [32]. hBN 박막 위에 그래

핀을 직접 성장하여 대면적의 다결정 Gr/hBN

의 반데르발스 혼성구조 성장도 보고된 바 있

다(그림 10(c)) [33].

전술하였듯이, 2차원 소재들의 혼성구조 합

성에 관한 연구는 다결정 박막에서 발생하는 

특성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결정 합성

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3.2 단결정 혼성구조 성장

최근, 대면적의 단결정 hBN 박막 성장이 보

고되면서, 대면적 Gr/hBN 성장이 보고되었다. 

구리 (111) 기판과 유사하게, 단결정 hBN 박막 

위에서 성장된 그래핀도 동일한 결정 방향을 

갖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이를 통해 대면적의 

단결정 Gr/hBN 혼성구조의 합성이 보고되었

다 (그림 11) [21].

하지만 아직까지 Gr/hBN을 제외한 TMdC/

hBN, TMdC/TMdC의 대면적 단결정 합성은 여

전히 풀리지 않은 과제로 남아있다.

4. 맺음말

본고에서는 2차원 소재들에 관한 간단한 소

개와 2차원 단일 소재 및 혼성구조의 성장에 

관한 대표적인 방법 및 결과들에 대해 소개

하였고, 여러 소재들 중에서도 특히, 그래핀, 

hBN, TMdCs 단일 소재 연구들과 이를 활용한 

반데르발스 혼성구조에 관한 연구들에 대해 

정리해보았다.

2차원 단일 소재 합성의 경우, 전반적으로 

대면적의 단결정 성장법의 개발로 연구가 진

행되고 있으며, 반데르발스 혼성구조의 경우 

새로운 전사법의 개발과 동시에 단결정 초격

자구조 성장법의 개발 연구에 초점이 맞춰지

고 있다.

단결정 TMdCs 소재의 대면적 합성법, 균일

한 다중층 두께의 대면적 2차원 소재 성장 기

술이 단일 소재 합성 연구에서 과제로 남아있

으며, 이를 기반으로 단결정의 대면적 초격자

구조 성장 기술의 개발도 풀어야할 숙제로 남

아있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들로 인해 한계점들을 해

결해 나갔듯, 앞으로의 계속된 연구를 통해 현

재의 도전과제 또한 해결될 것이라 믿으며, 멀

지 않은 미래에 이상적인 2차원 소재 및 혼성구

조의 실제 상용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그림 10 ▶  (a) TMdC/TMdC, (b) TMdC/hBN, (c) Gr/hBN 성장  

 연구 결과들.

TMD/TMD

TMD/hBN

Graphene/hBN

(a)

(b)

(c)

a

b

c

그림 11 ▶  단결정 Gr/hBN 에피탁시 성장 모식도 및 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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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하여 반데르발스 혼성구조를 합성해냈

다 [11]. 2014년에는 그래핀을 성장 후, 그 위에 

MoS2, WSe2, hBN을 직접 성장하는 방법이 보

고되었다. MoS2/Gr 혼성 구조를 기반으로 제

작된 광 소자가 뛰어난 응답속도를 갖는 것을 

보고하였다 [29].

2015년에는 성장된 hBN을 SiO2/Si 기판에 

전사한 뒤, 그 위에 MoS2를 성장한 MoS2/hBN 

반데르발스 혼성구조 합성이 보고되었다. 그

래핀과 유사하게 hBN을 기판으로 하였을 때, 

MoS2의 향상된 광 특성에 대해 보고하였으며, 

이를 통해 hBN이 다른 2차원 소재들을 위한 

이상적인 기판 소재임이 증명되었다 [30]. 비

교적 최근인 2018년에는 단결정 단일층 hBN 

박막 성장 후, 그래핀 직접 성장하여 단결정의 

Gr/hBN 반데르발스 혼성구조 성장에 성공하

였다 [21]. 하지만 여전히 기타 2차원 소재들의 

단결정 반데르발스 혼성구조 성장에는 성장 

과정에서 기판으로 활용되는 2차원 소재의 손

상 문제와 결정 방향성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2차원 소재들을 원하는 순

서로 적층하는 전사 및 합성 방법들이 여전히 

많이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전사 방법의 경우, 

계면의 불순물 문제와 전사 과정에서의 손상 

문제, 폴리머를 깨끗이 제거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합성 방법의 경우에

는 단일 소재 합성과 유사하게 대면적으로 단

결정의 초격자구조 성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

는 실정이다.

3.1 다결정 혼성구조 성장

2차원 혼성구조의 합성 연구는 2차원 소재

들의 고유 특성을 관찰하기 위해 hBN을 기판

으로 활용한 TMdC/hBN, Gr/hBN 연구와 반

도체 이종접합 특성을 관찰하기 위한 TMdC/

TMdC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림 10). 

TMdC/TMdC의 경우 CVD를 활용하여 에피

탁시 성장이 보고되었으나, 그림 10(a)와 같이 

그 크기가 수십 마이크로미터에 해당하는 작

은 조각의 성장이 보고되었다 [31]. 대면적 합

성의 경우, 앞서 hBN 성장에서 언급하였던 60°

의 결정 방향성 차이를 갖는 조각들이 함께 성

장되는 문제가 남아있다.

TMdC/hBN 성장의 경우, 마찬가지로 박리

된 hBN 조각 위에 MoS2를 합성하였으나, 그림 

10(b)와 같이 두 가지 방향으로 성장되는 다결

정 문제가 남아있다 [32]. hBN 박막 위에 그래

핀을 직접 성장하여 대면적의 다결정 Gr/hBN

의 반데르발스 혼성구조 성장도 보고된 바 있

다(그림 10(c)) [33].

전술하였듯이, 2차원 소재들의 혼성구조 합

성에 관한 연구는 다결정 박막에서 발생하는 

특성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결정 합성

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3.2 단결정 혼성구조 성장

최근, 대면적의 단결정 hBN 박막 성장이 보

고되면서, 대면적 Gr/hBN 성장이 보고되었다. 

구리 (111) 기판과 유사하게, 단결정 hBN 박막 

위에서 성장된 그래핀도 동일한 결정 방향을 

갖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이를 통해 대면적의 

단결정 Gr/hBN 혼성구조의 합성이 보고되었

다 (그림 11) [21].

하지만 아직까지 Gr/hBN을 제외한 TMdC/

hBN, TMdC/TMdC의 대면적 단결정 합성은 여

전히 풀리지 않은 과제로 남아있다.

4. 맺음말

본고에서는 2차원 소재들에 관한 간단한 소

개와 2차원 단일 소재 및 혼성구조의 성장에 

관한 대표적인 방법 및 결과들에 대해 소개

하였고, 여러 소재들 중에서도 특히, 그래핀, 

hBN, TMdCs 단일 소재 연구들과 이를 활용한 

반데르발스 혼성구조에 관한 연구들에 대해 

정리해보았다.

2차원 단일 소재 합성의 경우, 전반적으로 

대면적의 단결정 성장법의 개발로 연구가 진

행되고 있으며, 반데르발스 혼성구조의 경우 

새로운 전사법의 개발과 동시에 단결정 초격

자구조 성장법의 개발 연구에 초점이 맞춰지

고 있다.

단결정 TMdCs 소재의 대면적 합성법, 균일

한 다중층 두께의 대면적 2차원 소재 성장 기

술이 단일 소재 합성 연구에서 과제로 남아있

으며, 이를 기반으로 단결정의 대면적 초격자

구조 성장 기술의 개발도 풀어야할 숙제로 남

아있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들로 인해 한계점들을 해

결해 나갔듯, 앞으로의 계속된 연구를 통해 현

재의 도전과제 또한 해결될 것이라 믿으며, 멀

지 않은 미래에 이상적인 2차원 소재 및 혼성구

조의 실제 상용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그림 10 ▶  (a) TMdC/TMdC, (b) TMdC/hBN, (c) Gr/hBN 성장  

 연구 결과들.

TMD/TMD

TMD/hBN

Graphene/hBN

(a)

(b)

(c)

a

b

c

그림 11 ▶  단결정 Gr/hBN 에피탁시 성장 모식도 및 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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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웨어러블 스마트 소자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초저전력, 고유연 광소자 기술에 대한 

산업적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로 

인해 포스트 실리콘 시대의 핵심 소재로 각광

받고 있는 이황화몰리브덴(molybdenum disul-

fide, MoS2)과 같은 2차원 전이금속 칼코겐 화합

물(transition metal dichalcogenide, TMD)에 대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1]. 이황화몰

리브덴은 몰리브데늄(Mo)과 황(S)이 결합하여 

격자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흑연(graphite)과 

같이 원자간 공유결합과 층간 반데르발스(van 

der Waals) 결합의 층상구조를 지닌다. 또한, 단

일막의 두께가 6.5 Å으로 극초박막 구조를 지

니고 있으며, 반도체 특성을 지니는 물질이다. 

이러한 2차원 반도체 소재의 경우, 대표적 신소

재인 그래핀(graphene)의 반금속(semimetallic) 

밴드구조에 의한 차세대 반도체 소자 응용의 

한계를 극복함과 동시에 저차원 구조에서 기

인하는 혁신적인 물성으로 인해 다양한 분야

로의 응용 잠재력을 지닌 소재이다. 2차원 반

도체 소재를 기반으로 하는 광전자 소자의 경

우 2차원 소재의 구조적 장점으로 인해 초소형, 

고유연 소자 구현이 가능하며, 높은 광응답성

(photoresponsivity)으로 인해 기존 반도체 소재 

기반 광소자의 과다전력 소모 문제를 획기적으

로 극복하여 차세대 웨어러블 초저전력 광소

자 구현이 가능하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다양한 이슈들이 존재한다. 대표적 탄소 기

반의 저차원 나노소재인 탄소나노튜브(carbon 

nanotube), 그래핀의 경우 장기간 동안 한 가지 

소재에 대한 심층적이고 다각적인 연구를 통

해 상용화 측면에서 실현가능한 기술이 개발되

고 있으나, 2차원 TMD 반도체 소재의 경우 다

양한 구성원소를 지니는 소재들이 지속적으로 

보고되면서 현재까지 상용화를 위한 연구개발

로 발전하지 못하고 기초 연구에 머물러 있는 

2차원 반도체의 대면적 합성 및 
물성제어를 통한 광센서 응용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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