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4 한국전자통신연구원                                                   43  

 

 

2014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44  전자통신동향분석 제29권 제6호 2014년 12월  

Ⅰ. 서론  

이차원 소재는 한 층 내에서의 원자들 간에는 공유결

합으로 매우 강한 결합력을 가지고 있고, 그 층들은 서

로 약하게 결합하고 있어, 층층이 쌓여있는 형태로 존재

한다. 그래서 특징적으로 이차원 소재들은 기계적으로 

단일 층 또는 수 층의 극초박막으로 쉽게 박리되는 특징

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그래파이트로부터 쉽게 박리

되는 가장 친숙한 이차원 소재인 그래핀은 전하 캐리어

들이 질량이 없는 Dirac 페르미온으로 묘사되며, 많은 

새로운 물리적 현상 연구를 가능케 했다[1][2]. 그래핀

은 열적, 전기적 전도율, 전하 이동도 등이 매우 우수하

고, 또한 놀라운 분자적 장벽 특성과 기계적 강도를 가

지고 있다. 그래핀의 이동도는 실온에서 10
5
 cm

2
/V·s

에 이른다[3]. 

2004년 처음 그래핀의 놀라운 특성을 보고한 영국 

맨체스터 대학의 가임 교수와 노보셀레프 교수는 그래

핀 연구 공적을 인정받아서 2010년에 노벨상을 받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그 후 많은 연구가 진행되면서 그래

핀은 제로 밴드갭의 특성 때문에 반도체로 활용하기에 

부적합하며, 밴드갭을 증가시키기 위해 도핑, 미세 구조 

개질 등을 시도할 경우 이동도가 급격히 저하되는 등 우

수한 반도체 특성을 얻는 데에 한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

다. 이에 따라 새로운 이차원 반도체 소재들을 모색하던 

중, 2011년 전자 이동도 200 cm
2
/V·s 이상, on/off 전

류비 10
8
의 우수한 특성을 나타내는 이황화몰리브덴

(MoS2) 박막 트랜지스터가 스위스 EPFL의 연구 그룹에 

의해 보고되었다[2]. 이 결과는 이차원반도체 연구를 크

게 자극하여, 국내외의 많은 연구 그룹들이 MoS2, 

WSe2 등의 전이금속 칼코겐화합물 반도체에 대한 연구

에 집중하기 시작하였다. 

본고에서는 이차원반도체 연구의 중심에 있는 MoS2

를 비롯한 이차원 반도체들의 특성, 제조기술, 소자 연

구 개발동향과 해결해야 할 문제점, 시장전망 등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Ⅱ. 이차원 TMD 소재의 특성과 제조기술  

1. 이차원 TMD 반도체 소재의 특성 

이차원 소재들로는 그래핀 외에 전이금속 산화물, 황

화물, 셀렌화물 등의 전이금속 칼코겐 화합물과 질화붕

소(BN) 등이 있다. 전이금속 칼코겐화합물(TMD: Tran-

sition Metal Dichalcogenides)은 MX2의 화학식으로 나

타내는데, M은 전이금속원소(d-orbital에 전자가 존재

하는 원소를 통칭, 주기율표 3~12 족), X는 칼코겐 원

소(주기율표 16 족)로서 서로 공유 결합을 하고 있다. 

TMD 소재들은 구성 원소에 따라 금속, 초전도, 또는 반

도체 특성을 나타내며, 그 중 반도체 특성을 나타내는 

소재들은 황화물과 셀렌화물, 텔루륨화물 등이다. 

(그림 1)에 대표적인 이차원 TMD 소재인 MoS2의 구

조적 특징을 잘 보여주는 화학적 구조도를 소개하였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성 원자 간에 매우 강한 

공유결합을 유지하는 각 층들이 층 간에는 약한 반데르

발스 결합을 하는 층상구조를 가지고 있다[2]. 

한 층 또는 수 층 이내의 극초박막 형태의 이차원 반

도체는 기존의 두꺼운 층 또는 벌크 형태의 반도체들과 

구별된다. 원리적으로 구성 원자들과 이차원적인 상호

작용만 하므로 캐리어들의 수송이 통상적인 박막이나 



 

윤선진 외 / 이차원 전이금속 칼코겐화합물 반도체 소재 및 소자 기술개발 동향 45 

벌크와는 매우 달리 탄도 수송 양상을 나타내며, 이로부

터 기대되는 특성이 고이동도, 고속, 저전력 등이다. 특

히 고이동도와 저소비전력 반도체 소자로서 만이 아니

라 반도체 층의 두께가 수 nm 이내이므로 투명하고 유

연한 특성이 큰 장점이 될 수 있다. 또한, 벌크 또는 통

상적인 두께의 박막 상태에서 간접천이 특성을 나타내

던 소재가 단일 층 또는 수 층 이내의 두께로 제조하면 

직접천이 특성을 나타내며, 광반응성이 우수하여 광전

소자에의 활용성도 동시에 기대되고 있다. 그래서 일각

에서는 MoS2을 비롯한 TMD 소재들이 차세대 전자소자

에 크게 활용되고, 궁극적으로 실리콘 반도체를 대체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대표적인 TMD 소재인 MoS2는 두꺼운 막 또는 벌크 

상태로 존재할 때 간접천이 특성을 가지며 밴드갭이 

1.2~1.3 eV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단일 층~다

섯 층 정도로 얇아지면 직접천이 특성을 나타내며. 밴드

갭은 단일 층일 때 1.8~1.9 eV, 층수가 증가함에 따라 

벌크 상태의 밴드갭으로까지 점차적으로 감소한다

[3][4]. 벌크 MoS2와 단일층 MoS2가 각각 간접천이(Eg= 

1.2 eV), 직접천이(Eg=1.9 eV)를 하는 개념을 보여주는 

밴드 구조도를 (그림 2)에 소개하였다[5]. 빨간색 점선

은 페르미 에너지 준위를 나타낸다. 층 수가 달라짐에 

따라 밴드 구조가 달라지는 이유는 quantum confine-

ment 효과와 그로 인해 S 원자의 pz 궤도와 Mo 원자의 

d 궤도 간의 혼성에 변화가 생기기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다[6][7].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MoS2 bulk 소

재는 Γ-point에서 화살표로 묘사한 바와 같은 간접천이

를 한다. K-point에서의 전도밴드 상태는 S-Mo-S의 

상태로 가운데에 위치한 Mo 원자의 d 궤도에 의한 것으

로 층 수에 영향을 거의 받지 않지만, S 원자의 anti-

bonding pz 궤도와 Mo 원자의 d 궤도의 상호작용에 관

련된 Γ-point 근처의 state들은 강한 층 간 커플링 효과

를 갖게 되어 층 수에 보다 큰 영향을 받게 된다. 그래서 

층수가 감소함에 따라 Γ-point에서의 간접천이 특성이 

직접천이로 변화해가는 것이다[8][9]. 

최근 큰 관심을 끌고 있는 TMD 소재들의 밴드갭 에

너지 특성을 <표 1>에 소개하였다. <표 1>에서 보는 바

와 같이 두께에 따른 밴드갭의 변화는 대부분의 TMD 

반도체 소재들에 대해서 계산치 또는 실험치로 보고되

고 있다. 또한,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TMD 이차원 반

도체 소재들의 밴드갭은 전계효과 트랜지스터 등 반도

체 소자에 적용하기에 매우 용이한 1~2 eV 사이의 값

을 가지고 있다. 참고로 결정질 Si은 1.12 eV, 비정질 Si

은 1.8~1.9 eV의 밴드갭 에너지를 가진다. 

대표적인 TMD 이차원 반도체 소재인 MoS2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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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Kaasbjerg 그룹은 이론적 계산에 의해 이동도가 실

온(300K)에서 약 410 cm
2
/V·s, 100K의 저온에서 약 

2,500 cm
2
/V·s까지 얻어질 수 있을 것이며, 다른 이차

원 TMD 소재들의 경우에도 유사한 값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다[15]. 

2. 이차원 반도체의 제조기술 현황 

이차원 TMD 반도체 소재 제조기술의 요구사항은 다

음과 같다. 첫째, 대구경 기판에 균일하게 제조 가능하

여야 하며, 둘째, 소자 제조용 기판 위에 바로(in-situ) 

합성할 수 있어야 하며, 셋째, 이차원 TMD 반도체 소재

들의 활용도를 고려할 때 유리, 얇은 금속 포일, 더 나아

가 플라스틱 기판 위에 제조할 수 있을 정도로 저온에서 

증착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이차원 TMD 반도체 기술개발에서 가장 

큰 문제는 원자층 단위의 극초박막을 우수한 품질로 균

일하게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어 있지 않다는 것

이다. 최근 보고되고 있는 고이동도, 우수한 광전 특성

을 나타내는 TMD 소자들은 모두 단결정 자연석으로부

터 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기계적으로 박리한 단층 또는 

다층 플레이크들을 이용하여 제조한 것들이다. 이 결과

들은 궁극적으로 얻을 수 있는 단결정 TMD 소재의 우

수한 특성을 확인시켜 주는 연구성과들에 불과하며, 실

제로 대량생산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은 아닌 것이다. 

그래서 TMD 극초박막을 합성하는 공정기술이 많이 연

구되고 있지만, 아직 실용적인 공정기술 수준이 아니며, 

특성 또한 실용 소자의 특성 요구치와 큰 차이가 있다.   

현재 연구개발되고 있는 이차원 TMD 반도체 제조기

술은 다음과 같이 크게 박리방법과 증착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가. 박리방법 

단결정 덩어리로부터 단층 또는 다층 이차원 소재를 

기계적 또는 화학적으로 박리하여 사용하는 방법이다. 

박리방법들 중 테이프를 이용하여 기계적 박리를 하는 

방법은 가장 결정성이 좋은 TMD 소재를 얻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박리한 직경 수 마이크로미터 내외 

크기의 TMD 단결정 플레이크는 절연층, 금속층 등을 

조합하여 소자를 구성하고 그 특성을 연구하는 목적으

로 많이 사용되어 왔다. 플레이크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초음파, 마이크로웨이브 등을 이용한 

액상 박리방법이다[16]. 단결정 덩어리로부터 고농도로 

박리해낸 플레이크들은 다른 유기 또는 무기 소재들과 

혼합하여 잉크젯프린팅 방법이나 스프레이 코팅 등의 

방법으로 막을 형성하여 이용하는 특정한 응용분야에 

활용할 수 있지만, 넓은 면적에 균일한 두께의 막을 요

구하는 응용분야에는 활용하기 어렵다. 여러 종류의 

surfactant들을 이용한 초음파 액상박리방법은 그래핀

의 생산에도 많이 활용되어왔는데, MoS2 등 TMD의 경

우에도 유사하게 적용할 수 있다. 특히 TMD 단결정 덩

어리를 리튬 이온을 포함한 용액에 담가 리튬이온이 층

간에 intercalate되도록 한 후 물에 노출시키면 물과 리

튬 간의 급격한 반응이 일어나는 현상을 이용한 박리방

법이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17]. 

나. 증착방법 

자연석 등의 단결정으로부터 결정성이 유지된 TMD 

층들을 박리해내는 방법과는 달리, 증착방법은 기판 위

에 TMD 소재를 합성하는 방법을 말한다. 기판 위에 대

면적으로 균일한 막을 형성하는 증착방법은 다시 두 종

류로 분류할 수 있는데, 소자를 제조할 기판 위에 직접 

막을 형성하는 in-situ 제조방법과 다른 기판에 TMD 

막을 형성한 후 소자를 제조할 기판에 전사하여 사용하

는 방법이다. 그래핀의 경우 금속 기판 위에 화학기상증

착법(CVD: Chemical Vapor Deposition)을 이용하여 단

일 층 또는 수 층을 증착하거나 SiC 단결정 기판 위에 

에피 성장하는 기술들이 개발되었다. 단일 층 또는 수 

층의 그래핀막은 촉매작용을 하는 Cu, Ni 등의 특정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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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기판 위에 증착이 잘 되기 때문에 그 위에 그래핀을 

성장한 후 소자를 제조할 기판 위에 전사하는 공정을 주

로 사용되고 있다. 그래핀을 기판 전사를 할 때 손상이 

적도록 하기 위하여 통상 poly(methyl methacrylate) 

(PMMA), Ploydimethylsiloxane(PDMS) 등의 고분자막

을 지지물질로 이용하는데, 이러한 방법들은 TMD 소재

에도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다. 

MoS2의 경우에 CVD 방법으로 절연성 기판 위에 원

자층 단위의 막을 성장한 결과가 보고되었다[18]-[20]. 

여기서 CVD는 기상에서 전구체들의 분해를 통해 막이 

증착되는 일반적인 CVD 공정보다 넓은 의미로 증기의 

화학적인 반응이 관여하는 공정을 의미한다. MoS2를 비

롯한 TMD 제조공정으로는 (그림 3 (a))와 같이 전이금

속산화물(예, MoO3) 분말과 황 분말을 고온으로 가열, 

증발시켜서 증기가 인접하게 위치한 기판에 닿아 황화

물이 증착되도록 하는 방법, Mo 등의 전이금속막에 황 

증기를 공급하여 황화하는 방법, 그리고 (그림 3 (b))와 

같이 기판에(NH4)2MoS4 용액 등을 dip-coating 한 후 

황 증기하에서 가열하여 황화막을 제조하는 방법 등이 

보고된 바 있다[18]-[20]. 하지만, (그림 3)에 소개한 두 

방법과 금속 박막 증착 후 황화시키는 방법 모두 

1000℃ 이상의 고온이 필요하며, 기판 위에 단결정이 

성장한 영역과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영역이 혼재하는 

등 두께가 균일한 막을 형성한 결과를 아직 보고하지 못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공정들은 균일한 막을 성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공정 온도가 매우 높아서, 그래핀의 경우와 유사

하게 고분자막으로 지지하여 소자 제조용 기판에 전사

한 후 소자를 제조하는 방법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

다. 아직 CVD 공정을 이용하여 제조한 이차원 소재들

은 단결정에서 박리한 것에 비해 특성이 매우 미흡한 수

준이나, 장기적으로 기판 위에 대면적, in-situ 방법으

로 제조할 수 있는 공정기술 개발의 전 단계로 도움이 

되는 결과들을 제시할 것이라는 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MoS2와 MoSe2를 화학합성하는 방법도 보고된 적이 

있는데, 수용액에 고온과 고압을 가하여 hydrothermal 

합성에 의해 단일층의 단결정 플레이크를 성장하였다

[21][22]. 그 외에 단일층을 선택적으로 합성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지만, 몰리브덴 및 텅스텐의 산용액과 

thiourea나 selenourea 등과 고온에서 반응을 시켜서 

WS2, MoS2, WSe2, MSe2 플레이크를 수~수십마이크로

미터 크기로 합성한 결과도 보고된 바 있다[23]. 

Ⅲ. TMD 이차원 소재 기반 소자 개발동향  

MoS2를 비롯한 이차원 반도체의 가장 큰 장점은 높

은 이동도와 에너지 밴드갭의 변화 및 직접천이의 특성

을 가지는 것으로서, 전자소자 및 광소자에 유용하게 사

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표적인 전자소자로의 응

용은 전계효과 트랜지스터(FET: Field-Effect Tran-

sistor)인데, SiO2 게이트절연막에 MoS2 반도체를 이용

한 트랜지스터의 이동도는 0.5~3 cm
2
/V·s 정도의 낮

은 값을 보여 기대에 미치지 못했지만, 2011년 스위스 

EPFL (École polytechnique fédérale de Lausanne) 연

구진에 의해 HfO2를 게이트 절연막으로 사용하였을 때, 

200 cm
2
/V·s 이상의 높은 이동도가 얻어졌음이 보고

되어 큰 주목을 받았고, 전자소자로의 응용 가능성이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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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되었다[2].  

(그림 4)는 높은 이동도를 얻은 소자의 단면구조와 

transfer 곡선을 보여 주고 있다. 채널 층의 높이는 

MoS2 단일층 두께인 0.65 nm였으며, 이 소자로부터 전

류의 on/off 비 10
8
 이상, sub-threshold slope(S.S.)은 

74 mV/dec 로 매우 우수한 특성을 얻었다. 낮은 S.S는 

직접천이 갭이 형성되어 interband 터널 트랜지스터로

서의 가능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MoS2와 같이 단일 

층 또는 수십층 이내의 극초박막 반도체는 인접한 박막

과의 상호작용이 기존의 두꺼운 박막 반도체들보다 훨

씬 중요하므로 우수한 특성의 전자소자를 위해서는 결

함의 passivation이 매우 중요한데, 고유전율 절연막이 

scattering을 줄이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WSe2 단일층을 채널로 사용한 p-type FET에

서 고유전막을 top-gate로 사용하였을 때 실온에서 이

동도 ~ 250 cm
2
/V·s, on/off 전류비 ~ 10

6
, SS~ 60 

mV/dec가 보고되었으며[24], 액상 박리한 이차원 TMD 

소재들에 대해서도 비슷한 수준의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투명하고, 유연한 이차원 반도체 소자 응용을 위

해 기계적 박리 또는 액상 박리한 이차원 소재들을 이용

하여 플라스틱 기판 위에서 소자를 제조하는 연구들도 

많이 수행되고 있다.  

또한, 유연성 박막 트랜지스터에 Al2O3 게이트 절연막

을 사용하였을 때 30 cm
2
/V·s의 이동도와 82 mV/dec

의 S.S.를[26], 수 십층 정도의 다층 MoS2 박막 트랜지

스터에 Al2O3 게이트 절연막을 사용하였을 때 100 

cm
2
/V·s의 이동도가 보고되었다[27]. 이 저자들 역시 

계면에서의 하전된 결함들에 의한 캐리어들의 sca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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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이 SiO2 절연막에 비하여 Al2O3 게이트 절연막들에 

의해 더 효과적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에 높은 이동도가 

얻어진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특히 다층 MoS2 박막 트

랜지스터 특성을 보고한 논문은 MoS2가 단일층일 경우 

보다 다층일 때가 캐리어 수송면에서 더 유리하여 궁극

적으로 더 우수한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주장한다[27]. 

이와 같이 TMD 이차원 반도체를 이용하여 우수한 특

성의 트랜지스터를 얻은 결과들은 트랜지스터의 이력곡

선을 이용한 메모리 소자로써의 활용도 가능함을 보여 

주었다. (그림 5)는 MoS2와 graphene의 이종접합 구조

로 제조된 메모리의 특성을 나타낸 것으로 transfer 곡

선의 이력 현상과 시간에 따른 retention 능력을 보여 

주는 곡선이다[25]. 이력곡선은 15 V 이상의 전압차를 

보였고, 10
4
 이상의 on/off 전류비와 안정된 retention 

특성을 나타내었다.  

TMD 이차원 반도체는 광학적으로도 직접천이 밴드

갭의 특성을 나타내어 광흡수가 향상되는 특성을 보이

는데, 이를 이용하여 광트랜지스터로써의 응용에 가능

성을 보였다. (그림 6)은 WS2 반도체로 전계효과 트랜지

스터를 제조하여 630 nm 파장의 빛을 조사하기 전과 

후의 게이트 전압에 따른 전류의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28]. 약 10
2
~10

3
의 비로 전류가 증가함을 보여 주고 있

으며, 여기에서 제조된 반도체는 직접천이 갭으로 

1.9~2.3 eV의 밴드갭을 나타내었으며, 가시광선에 대

하여 0.27 A/W의 우수한 광반응성을 보여 주었다.  

또한, CVD로 MoS2를 성장시켜 광트랜지스터를 제조

하여 광 조사 전후의 on/off 전류비를 10
5
을 얻고, 광반

응도를 게이트 전압을 높이고 조사하는 빛의 전력을 매

우 높였을 때 상온 진공에서 2200 A/W까지 얻었으나, 

공기 중에서는 감소됨을 확인한 보고도 있었다[29]. 이 

결과들에 의하면, 적절한 조건에서 이차원 반도체는 매

우 우수한 광반응성을 나타내었고, 향후 광전소자로서

의 응용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가시광선에 대한 높은 광반응성은 photo-

detector로써의 활용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다만, 

1.8 eV 이상의 밴드갭을 갖기 때문에 630 nm 이하 파

장의 빛을 탐지만 가능하다. 향후, 보다 장파장의 빛을 

탐지하기 위해서는 다층이나 이종접합 구조의 제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현재까지 태양전지의 광

흡수층이나 창층으로써의 활용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높은 광반응성을 보이므로 이에 대한 활용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매우 얇으면서도 투명하

므로 차세대 투명 소자나 플랙시블 소자로의 적용에 유

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본 장에서 소개한 우수한 특성의 트랜지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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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 소자, 광트랜지스터 결과들은 모두 단결정으로

부터 박리하여 얻은 TMD 플레이크로 부터 얻은 것들이

다. 위의 제조방법에서 소개한 증착 또는 합성방법으로 

얻은 소재들은 아직 이동도가 박리방법으로 얻은 플레

이크 소재들의 1/100 이하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러므

로 실용화 가능한 대면적 제조법으로 유사한 결과를 얻

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

며, 결국 이차원 TMD 소재의 실용화 여부는 실용적인 

제조기술의 개발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Ⅳ. 차세대 전자소자의 시장규모  

MoS2 를 비롯한 이차원반도체는 단결정 소재에 준할 

만큼 우수한 특성을 in-situ 제조방법에 의해 대면적 공

정으로 얻어진다는 전제 하에 실리콘 반도체 시장을 대

체할 만큼 기술이 발전하고 시장을 점유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반도체 시장은 2010년 300조 정도로, 

그 중 우리나라는 생산액 기준 세계 2위 수준을 유지하

고 있다. 2017년 반도체 시장은 약 400조에 이를 것으

로 전망되고 있지만, 아직 소자의 생산에 적용할 수 있

는 대면적 이차원 TMD 소재 제조기술이 개발되어있지 

않아서 반도체 시장의 대체 가능성을 논하기는 아직 이

르다. 오히려, TMD 이차원 소재는 투명성, 유연성을 필

요로 하는 차세대 전자소자에 먼저 활용될 것으로 보인

다. 대표적인 차세대 전자소자로는 유연 디스플레이, 터

치스크린 패널, 웨어러블 디바이스, 센서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차세대 전자소자 시장은 아직은 규모가 크지 

않지만, 그 평균 성장율은 2015년 54%, 2017년 72% 정

도로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같이 

투명, 유연성, 경량 등을 특히 요구하는 차세대전자 소

자의 시장 전망을 <표 2>에 소개하였다[30]. 일례로, 차

세대 전자소자들 중 가장 높은 특성을 요구하는 유연 유

기발광 디스플레이의 능동 구동을 위한 트랜지스터의 

경우, 이동도는 50 cm
2
/V·s 정도면 충분한 것으로 알

려져 있는데, 이 값이 이차원 TMD 반도체 소자가 대량 

생산이 가능한 제조기술로 수년 내에 달성해야 할 목표

치라고 할 수 있다. 

<표 2>에는 소재, 소자시장과 함께 장비시장을 예측

하고 있는데, 실용 소자에 적용될 수 있는 품질을 가지

도록 생산할 수 있는 새로운 TMD 이차원 소재 제조기

술이 개발될 경우 <표 2>의 예측치를 크게 상회하는 새

로운 장비시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원자층 단위의 극초박막인 이차원 TMD 반도체 소재

들은 스위칭 소자에 적용하기에 적합한 1~2 eV 의 밴

드갭 에너지를 가지며, 특히 전계효과 트랜지스터에 채

널층으로 적합한 고유한 특성들, 즉 이차원 소재이므로 

dangling bond가 없다는 점, 구조적 안정성, Si에 뒤지

지 않는 고이동도 등으로 인해 큰 관심을 끌고 있다. 그

리고 수 층 이내의 두께에서는 벌크와는 달리 직접천이 

특성을 나타내어 광전소자에의 응용도 크게 기대되고 

있다. 그래서 기계적 박리 및 용액 박리 등으로 얻은 우

수한 단결정성 TMD 이차원 플레이크를 이용하여 우수

한 소자 특성들과 로직회로를 구성한 결과들, 화학가스 

센서들을 제조한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고[31], 또

한 플라스틱 기판 위에 트랜지스터 등 소자를 제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 소재를 실용소자에 적용하는 데에 필

수적인 대면적 균일 박막 제조기술이 개발되어 있지 않

다. 현재 시도되고 있는 합성방법 들은 아직 실용성,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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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특성 면에서 대량생산에 적용할 수 있는 수준에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차원 TMD 반

도체 소재 소자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실용 소자로 제

조할 수 있는 제조기술의 개발이 선결되어야 한다. 그리

고 그 제조방법은 대면적, 균일성, 저온 성장, 소자용 기

판 위에 in-situ 성장 등의 요구조건을 만족하여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 소개한 이차원 TMD 반도체 소재들의 제조

기술이 성공적으로 개발될 경우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기술을 보유한 우리나라는 빠른 속도로 차세대 

전자소자 및 실리콘 반도체 대체 시장까지 점유할 수 있

을 것이므로, 이 소재에 대한 원천기술 확보와 기술 선

점이 매우 중요하다. 아직 민간기업이 이 기술개발에 투

자하기에는 다소 이른 감이 있으므로 국가 주도의 원천

기술 개발 연구가 매우 중요한 연구분야라 생각된다. 

약어 정리 

CVD Chemical Vapor Deposition 

EPFL École polytechnique fédérale de Lausanne 

FET Field-Effect Transistor 

TMD Transition Metal Dichalcogen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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