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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개요

적용분야

■ 밀도와 크기가 제어된 신기능성 영차원 나노 입자 합성 원천기술 개발

■ 첨단 소재와 공정기술의 접목으로 감지 기능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광대
역 광센서는 군사, 민간, 우주산업 전 분야에 걸처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

■ 이차원 면소재와 영차원 나노입자 소재 집적공정 개발을 통하여 이차원
하이브리드 나노구조체 소자 구현

■ 신수종 산업(IoT 기반 로봇, 자동차, 모바일)에 적극 활용되는 핵심 소재
및 소자 기술

■ 기존 이차원 단일소재 대비 우수한 광대역(Visible – IR), 광검출도 및 광
감도(R: 5×103 A/W, D*: 3×1012 jones), 양자효율 및 응답시간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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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사례

■ 기존 이차원 소재의 장점인 우수한 투명성과 기계적 유연성은 유지하면

■ 논문

서, 광대역 응답 특성과 우수한 광검출도 및 감광도를 구현하기 위해 영차

- Nanoscale, 7, 1688 (2015)

원 형태의 나노 입자를 합성하고, 이차원 면소재에 집적하는 하이브리드

- ACS Nano, 9, 8729-8736 (2015)

나노구조체 집적공정 개발

- IEEE Trans. Nanotech., 14, 238-242 (2015)
- Nanoscale, 8, 16995 (2016)
- Chem. Mater., 29, 3143-3151 (2017)
- Small, 1703065 (2017)
■ 특허 : 국내출원 3건
- 층 수 제어가능한 이황화몰리브덴, 10-2015-016000 (2015)

■ 표면처리, 공정 온도 및 위치 등 공정 변수를 조절하여 밀도/두께/크기가

- 비휘발성 메모리 소자, 10-2017-0057884 (2017)

제어된 다양한 특성의 영차원 나노입자 합성

- 다기능성 단일 채널 흑린 기반, 10-2017-0094933 (2017)

■ 이차원 면소재의 광 흡수, 이차원 면소재와 나노입자 사이의 광전하 전달,
전자 정공 쌍의 재결합 억제를 통한 광특성 향상
미래소재연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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