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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xciton is an electron hole bound state in semiconductors and plays an important role
in opto-electronic devices such as light-emitting diode. Therefore, a desire exists to control the
exciton formation energy, which is closely related to characteristics of optoelectronic applications.
Here, we report formation energy of ground exciton states in a MoS2 twisted bilayer measured
by using photoluminescence spectroscopy. By varying the twist angle, we found that the exciton
formation energy was tunable within the energy range roughly between 1.87 eV at about 0◦ and
60◦ twist angles and 1.90 eV at about a 30◦ twist angle. The exciton formation energy is directly
related to the band gap energy, and the band gap of a bilayer MoS2 becomes smaller than that
of a MoS2 monolayer due to interlayer coupling. Our results can be explained by the fact that
the interlayer distance is smaller and the interlayer coupling is larger at 0◦ and 60◦ twist angles
than at 30◦ twist angle. The twist angle dependence of the exciton formation energy can also be
qualitatively explained by the twist-angle-dependent direct band-gap energy from first-principles
calculations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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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층의 이황화몰리브데늄에서 비틀린 각도에 따른 바닥 엑시톤 에너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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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시톤은 반도체에서 존재하는 하나의 전자와 하나의 홀이 결합된 입자이다. 엑시톤은 발광다이오드와
같은 광전소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다. 특별히 엑시톤 에너지는 발광하는 빛의 파장과 밀접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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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되어 있는데, 이 에너지를 제어하는 것은 광전소자 응용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광발광
분광학 실험을 통해서 두 층 MoS2 의 비틀린 각도에 따른 바닥 상태 엑시톤 에너지 변화에 대해 연구하였다.
비틀린 각도가 0도와 60도 근처에서는 약 1.87 eV, 30도 근처에서 약 1.90 eV 를 보이며 엑시톤 에너지가
비틀린 각도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변하는 것을 관찰하였다. 엑시톤 에너지는 밴드갭 에너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두 층 MoS2 에서 층과 층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한층 MoS2 에 비해서 밴드갭이 줄어들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비틀린 각도가 0도 또는 60도일 때 30도일 때에 비해서 층간 간격이 짧고
결합이 강해지게 되므로 밴드갭이 더 작아지게 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현상으로 우리 실험 결과를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이 결과는 제일원리 계산 결과를 통해서 보고된 층 MoS2 의 비틀린 각도에 따른 직접천이
밴드갭의 변화와 정성적으로 일치한다.
Keywords: 비틀린 두층의 이황화몰리브데늄, 라만 분광학, 엑시톤, 광발광 분광학

I. 서 론
원자 한 층 또는 수 층의 두께를 갖는 이차원 물질들은
삼차원 구조를 갖는 물질에서는 볼 수 없었던 특유의 성질들
을 가지고 있다. 이 중에서 대표적으로 흑연에서 탄소 원자
한층을 떼어낸 그래핀 (Graphene) 은 흑연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질량이 없는 디락 페르미온을 갖고 있다 [1]. 탄소 원자
한 층의 그래핀은 놀랍게도 구조적으로 안정적이며 강도도
우수하기 때문에 응용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하지만 그
래핀은 밴드갭이 없기 때문에 반도체로서 활용 가능한 원자
수준으로 얇은 물질을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 그 대표적인 물질이 MoS2 와 같은 전이금속-칼
코겐화합물이다. MoS2 는 흑연과 같은 면상 구조로 되어
있고, 그 면과 면 사이가 약한 반데르발스 결합을 하고 있어
서, 면 한 층을 쉽게 분리할 수 있다. 단층 MoS2 는 약 2 eV
크기의 직접 천이형 반도체로서 전자소자 및 광전자소자로
응용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3].
최근에 이러한 원자 층 두 개를 비교적 작은 각도 차이를
두고 돌려서 쌓을 때 매우 특이한 현상을 갖을 수 있음이
밝혀졌다. 그래핀 두 층을 쌓을 때 두 층 사이의 비틀린
각도가 작은 영역에서 평평한 밴드 (flat band) 를 갖게 되
고, 전자-전자 상호작용에 의해서 절연체를 갖게 된다 [4,5].
그리고 비틀린 각도가 1.05 도의 특별한 각도에서 초전도
성질까지 갖게 됨이 실험적으로 증명되었다 [6]. MoS2 와
같은 전이금속-칼코겐화합물에서도 두 원자 층을 쌓아 올릴
때 그 각도가 매우 작은 영역에서 광학적으로 매우 특이한
성질을 갖을 수 있음이 밝혀졌다 [7–9]. 이것은 전자와 홀의
결합 상태인 엑시톤이 비틀린 두 층 전이금속-칼코겐화합물
에서 발생하는 무아레 구조에 영향을 받는 것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MoS2 두 원자 층을 돌려 쌓을 때 그 돌린 각도가 60
도까지 변하며 전자 구조 및 엑시톤 특성이 바뀐다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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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론적 실험적으로 진행되었다. 홀 하나와 전자 두개가
결합된 상태인 트라이온 (trion) 의 경우는 비틀린 각도에
따라서 트라이온 형성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크게 변하는
것이 실험적으로 명확히 밝혀졌다 [10]. 하지만 홀 하나와
전자 하나가 결합한 상태인 엑시톤의 형성 에너지는 비틀린
각도에 따른 변화가 트라이온에 비해서는 매우 작기 때문에
비틀린 각도에 따른 변화가 실험적으로 명확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이다 [11]. 우리는 MoS2 두 원자 층을 돌려 쌓은
구조의 물질에서 비틀린 각도에 따른 바닥 상태 엑시톤의
에너지를 명확하게 실험적으로 측정하고자 한다.
우리는 0도에서 60까지 여러 비틀린 각도를 갖는 모두
12 가지의 MoS2 두 원자 층 시스템에 대해서 광발광 분광
학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로부터 바닥상태 엑시톤에 의한
발광을 1.86 eV 에서 1.90 eV 사이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이 실험으로부터 비틀린 각도가 0도와 60도 근처에서는
1.870 eV 근처의 낮은 에너지를 갖고 30도 가까이에서는 약
1.895 eV 의 상대적으로 높은 에너지를 보이는 언덕 형태의
비틀린 각도 대 엑시톤 형성 에너지를 갖는 것을 명확하게
밝혔다. 이것은 각도에 따라 층과 층 사이의 전자의 전이
확률이 달라지게 되고 그에 따라 밴드갭 에너지가 달라지
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비틀린 각도가 30도 정도일 때
층과 층 사이의 전자의 전이 확률이 최소가 되고 단일 층일
때와 같은 큰 띠 간격과 큰 엑시톤 형성 에너지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이 결과는 두 원자층 전이금속-칼코겐화합물 시스
템에서 비틀린 각도에 따라서 띠 간격 크기와 엑시톤 형성
에너지를 체계적으로 조정할 수 있음을 실험적으로 보여준
다. 이 결과는 전이금속-칼코겐화합물을 이용한 광전소자
개발에 기초적인 결과를 제공한다.

II. 시료 및 실험 방법
화학기상증착법(chemical vapor deposition, CVD)을 통
해 제작된 [12]) 단층 MoS2 에 Poly(methyl methacry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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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MA, C4, MicroChem) 용액을 도포한 뒤 (3000 rpm,
1 min), PMMA/MoS2 층과 합성 시에 사용한 기판을 분리
시키기 위해 증류수에 밀어넣었으며, 이 과정에서 분리된
PMMA/MoS2 층을 미리 제작해 놓은 마커기판으로 전사하
였다. 전사 후, PMMA층을 아세톤-아이소프로필 알코올로
제거하였고, 같은 과정을 반복하여 임의의 각도로 적층된 이
른바 난층구조 (turbostratic) 의 MoS2 구조를 제작하였다.
준비된 다양한 비틀린 각도를 갖는 두층 MoS2 , 단층
MoS2 , 두층으로 길러진 MoS2 에 대해서, 인천대학교 물리
학과에 갖추고 있는 고분해능 마이크로 라만 분광 장비를
이용하여, 광발광 분광학 실험과 라만 분광학 실험을 수행
하였다. 모든 실험은 상온에서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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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과 및 분석
Figure 1(a) 은 우리가 제작하고 측정한 시료를 광학 현
미경으로 본 이미지이다. 삼각형들이 산화실리콘 표면 위에
있는 MoS2 한층의 시료의 모양을 보여준다. CVD 기법으
로 MoS2 를 기를 때 그림과 같이 정삼각형 모양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는 황 원자로 모서리가 마감될 때 그 구조 에너지
가 가장 최소화되기 때문이다 [13]. Figure 1 (b), (c), (d)
의 점선이 정삼각형 형태의 MoS2 단층 조각에서 모서리의
방향을 보여준다. 빨간색 삼각형으로 표시된 시료와 검은
색 삼각형으로 표시된 시료가 서로 겹치는 면에 두층 MoS2
가 형성되고, 이 부분에 입사광을 집속하여 광발광 분광 스
펙트럼과 라만 분광 스펙트럼을 얻었다. 빨간색 삼각형과
검은색 삼각형의 상대적으로 돌아간 각도를 각 이미지에
기록하였는데, 이 각도가 바로 두 층의 비틀린 각도이다.
돌아간 각도가 0도 근처에서 60도 근처에 이르기까지 12
가지 서로 다른 비틀린 각도를 갖는 두층 MoS2 시료를 준
비하였다. Figure 1(b), (c), (d)는 각각 두층 MoS2 의 상대
적으로 돌아간 각도가 0도, 30도, 60도일 때의 결정 구조를
보여준다. 0도와 60도에서 층과 층 사이의 거리가 최소가
되고 30도에서 층과 층 사이의 거리가 최대가 된다 [10].
Figure 2(a) 는 Fig. 1(a) 에 보여준 다양한 각도를 갖는
비틀린 두층 MoS2 시료의 라만 분광 스펙트럼을 보여주
고 있다. 비교를 위하여 단층 MoS2 와 처음부터 두층으로
길러진 MoS2 시료에 대해서도 동일한 실험을 수행하여,
이 시료들로 부터 얻은 라만 분광 스펙트럼을 함께 넣었다.
라만 분광학은 MoS2 와 같은 2차원 물질 시료 상태를 확인
하는 기본적인 실험으로 활용되고 있다 [14,15]. 먼저 515
cm−1 근처에 보이는 큰 봉우리는 실리콘 기판에 의해서
나오는 실리콘의 포논 모드에 의한 것이다. 이 봉우리가
비틀린 각도에 상관 없이 같은 위치에 일치되어 나오는 것

Fig. 1. (Color online) (a) Twisted bilayer MoS2 sample
images. Two triangles are the monolayer MoS2 flakes.
Twist angles are indicated on each sample image. All
the data is taken from the overlap part. (b), (c), (d) Top
views of atomic structure of the twisted bilayer MoS2 .
The twisted angles are indicated. Dashed lines indicate
the sample edge directions.
을 볼 수 있다. 그리고 400 cm−1 근처에 두 개의 봉우리를
볼 수 있는데, 이것들이 두층 MoS2 시료에서 나온 것이다.
낮은 파수 쪽에 있는 것이 E2g , 높은 에너지 쪽에 있는 것이
A1g 모드이다. 비틀린 각도에 따른 두 봉우리의 위치를
Fig. 2(b) 에 나타내었다. E2g 모드에 의한 봉우리 위치가
384.5 cm−1 를 중심으로 하여 최대 ± 1 cm−1 범위 안에서
비틀린 각도에 따라 특별한 규칙성 없이 흩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A1g 모드에 의한 봉우리 위치는 404.2 cm−1
를 중심으로 하여 ± 0.5 cm−1 범위 안에서 비틀린 각도에
따라 특별한 규칙성 없이 흩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것은 E2g 와 A1g 모드의 에너지가 두 층의 비틀린 각도에
의한 효과보다는 여러 가지 제어 되지 않은 요소들에 의한
영향이 훨씬 큰 것을 말해준다. 우리 실험에서 제어 되지
않는 요소 중에 E2g 와 A1g 모드의 에너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는 다음과 같다. 시료 제작 과정에서 표면에 흡
착되어 남아 있을 수 있는 분자들이나 공기중에서 흡착되는
분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기술한 것과 같이 비틀린
각도에 따라서 모드 에너지가 특별한 규칙성 없이 일정한
구간 안에서 분산되어 있기는 하지만, E2g 는 단층 MoS2 의
그것에 비해서 낮은 파수를 갖고 있고, A1g 의 경우는 단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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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lor online) (a) Raman spectra of twisted bilayer MoS2 , monolayer MoS2 (ML) and normal bilayer
MoS2 (BL). Raman peak at about 520 cm−1 originates
from the Si substrate. (b) Peak positions of E2g and A1g
modes at a function of twisted angles. The horizontal
dashed lines indicate the E2g and A1g mode energies of
monolayer MoS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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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lor online) (a) Photoluminescence spectra of
twisted bilayer MoS2 , monolayer MoS2 (ML) and normal
bilayer MoS2 (BL). The peak at about 1.88 eV originates
from the ground state exciton. (b) The formation energies of ground state exciton as a function of the twisted
angle.
이터로부터 바닥 상태 엑시톤 형성 에너지의 비틀린 각도

MoS2 의 그것에 비해서 높은 파수를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결과는 Fig. 2(b) 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원래 두층으로 길러진 MoS2 의 E2g 는 단층 MoS2 의 E2g
에 비해 낮은 파수에, 그리고 A1g 는 높은 파수에 위치하고
있는 것과 상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두층 MoS2 에 존재하
는 층과 층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E2g 와 A1g 에 적색편이와
청색편이를 각각 일으키게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의존성을 명확하게 밝히고자 한다.
우리 연구 결과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앞서 기 연구된
비슷한 실험 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Huang 외 6인은 비
틀린 두층 MoS2 의 광발광 스펙트럼을 보면 약 1.86 eV에
위치한 바닥 상태 엑시톤 봉우리와 함께 약 1.80 eV에 트
라이온에 의한 봉우리가 보인다 [10,11]. 트라이온에 의한
광발광의 세기는 비틀린 각도가 0도 60도 일때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것은 0도와 60일 때, 두

이러한 결과는 기존에 두층 MoS2 의 라만 결과와 일치하는

층의 간격이 가장 짧고 층간 결합이 커지는 것으로 이해할

것으로서 두층 MoS2 가 잘 만들어졌음을 보여준다 [11,16].

수 있었다. Huang 외 6인의 연구에서는 광발광 스펙트럼

Figure 3(a)은 2.33 eV 레이저 광원을 두층 MoS2 에 쪼여

에서 트라이온에 의한 봉우리가 바닥 상태 엑시톤에 의한

주면서 샘플에서 방출되는 1.74 eV에서 1.97 eV 까지 발광

봉우리보다 더 크게 나타나므로 바닥 상태 엑시톤에 대한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다. 각 스펙트럼에서 하나씩의 큰

분석은 상대적으로 미비하였다. 우리 광발광 스펙트럼에

봉우리를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 연구에서 관심있게

서는 약 1.88 eV 근처에 하나의 봉우리만 보이는데 이것은

보고 있는 바닥 상태 엑시톤의 전자와 홀이 결합하면서 방

바닥 상태 엑시톤에 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Huang

출하는 빛에 의한 것이다. 이 빛의 에너지는 결국 바닥 상태

외 6인의 연구 결과에서 보였던 1.80 eV 근처의 봉우리는

엑시톤 형성 에너지로 볼 수 있다. 이 데이터에서 보여주는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우리 시료에는

에너지 구간 안에서 바닥 상태 엑시톤 보다 낮은 에너지 쪽

트라이온이 형성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트라이온은

에 트라이온이 측정되기도 한다 [10,11]. 트라이온은 전자

전하 주입에 의해 발생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MoS2 는

하나에 홀 두개 또는 전자 두개와 홀 하나가 모여서 만드는

황의 결핍 효과에 의해서 전자 도핑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준입자이다. 전자나 홀 전하 운반자가 주입되어 있는 경우

있고 Huang 외 6인에 의해서 발견된 트라이온도 전자 도핑

트라이온이 측정되게 되는데 [10,11], 우리 측정에서는 하

효과에 의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우리 시료에서 트라이온이

나의 봉우리만 측정되고 있고, 바닥 상태 엑시톤에서 오는

발생하지 않는 것은 우리 시료가 황 결핍이 훨씬 적기 때문

발광 스펙트럼을 깨끗하게 얻을 수 있었다. 우리는 이 데

인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의 광발광 스펙트럼에서 트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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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에 의한 봉우리가 나타나지 않는 이점을 이용하여 바닥
상태 엑시톤의 형성 에너지를 정확하게 연구할 수 있었다.
각 봉우리의 최고점에 해당하는 에너지와 두층 MoS2 의
비틀린 각도의 관계를 Fig. 3(b) 를 통해서 명확하게 볼 수
있다. 먼저 1.90 eV의 단층 MoS2 의 봉우리 최고점에 해당
하는 에너지와 비교할 때, 두층 MoS2 의 비틀린 각도에 상관
없이 대체로 낮은 에너지를 갖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으로
부터 층간 상호작용이 바닥 상태 엑시톤 형성에너지를 낮추
는 역할을 하는 것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 이것은 두층으로
길러진 MoS2 의 경우가 1.89 eV로 단층 MoS2 에 비해서 더
낮은 바닥 상태 엑시톤 형성에너지를 갖는 것과 상통한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주목할만한 점은 엑시톤 형성 에너지가
뚜렷한 비틀린 각도 의존성을 보인다는 것이다. 0도와 60도
근처에서는 약 1.87 eV의 바닥 상태 엑시톤 형성 에너지를
갖는 것을 볼 수 있고, 20도에서 40도 사이의 비틀린 각도를
갖는 두층 MoS2 에서는 대략 1.895 eV의 바닥 상태 엑시톤
형성 에너지를 갖는 것을 볼 수 있다.
두 층 MoS2 의 비틀린 각도에 따른 바닥 상태 엑시톤 형성
에너지의 이러한 변화는 일차적으로 직접 띠 간격의 비틀린
각도에 따른 변화로부터 이해할 수 있다. 몇몇 연구팀은
제일원리 계산으로부터 두층 MoS2 의 비틀린 각도에 따른
직접 띠 간격을 얻어냈다 [10, 11]. 엑시톤 형성에너지는
직접 띠 간격의 크기에 전자-홀 결합 에너지를 뺀 값이므로
직접 띠 간격이 일차적으로 엑시톤 형성 에너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계산 결과에 따르면 비틀린 각도가 0도일
때는 1.77 eV, 30도일때는 1.84 eV, 60도일 때는 1.80 eV
이다. 30도 일때 최대의 직접 띠 간격을 보이면서 0도와
60도에서는 상대적으로 작은 띠 간격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0도와 60도일 때 두 층 사이의 간격이 최소가
되고 층 간 전자의 전이 확률이 커지는 것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30도 근처에서는 층과 층 사이의
간격이 가장 커지게 되고 층과 층 사이 전자의 전이 확률이
작아지고 한 층 MoS2 의 전자 구조 상태와 비슷한 띠 간격
을 보이게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제일 원리
계산 결과로부터 두 층 MoS2 에서 엑시톤 형성 에너지의
비틀린각도에 따른 변화의 경향성을 이해할 수 있다 [10,
11]. 그러나 제일원리 계산 결과와 실험 결과와 분명한 차
이점도 존재한다. 그것은 제일원리에서 계산된 두 층 MoS2
의 직접 띠 간격이 실험적으로 측정된 바닥 상태 엑시톤의
형성 에너지보다 작다는 것이다. 엑시톤 형성에너는지는
직접 띠 간격 보다 전자-홀 결합 에너지 만큼 작아지기 때문
에 실제 직접 띠 간격은 우리 실험에서 측정된 엑시톤 형성
에너지보다 클 것이다.

1121

우리는 CVD 기법을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비틀린 각
도를 갖는 두층 MoS2 물질을 성공적으로 제작하였다. 이
물질에 대해서 광발광 분광학 실험을 수행하였고, 광발광
스펙트럼으로부터 바닥 상태 엑시톤 형성 에너지를 측정
하였다. 바닥 상태 엑시톤 형성 에너지가 비틀린 각도가 0
도와 60도 근처에서는 상대적으로 작고 30도 근처에서는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것을 명확하게 밝힐 수 있었다.
이 연구 결과는 MoS2 와 같은 전이금속-칼코겐화합물을 광
전소자로 활용하고자 할 때 기초적인 연구 자료를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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