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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구진, 원자층 두께 다강성
반데르발스 물질 최초 발견
- 다기능성 이차원 나노소자 구현 가능성 개척
□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 총장 김기선) 물리‧광과학과 이종석 교수와 서

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박제근 교수 연구팀은 강유전성과 반강자성이
동시에 나타나는 다강성 상태를 원자층 두께 반데르발스 물질에서 세
계 최초로 발견하였다.
∘ 연구팀은 원자층 두께 수준으로 얇은 반데르발스 물질 NiI2에서 강유전
성과 반강자성 정렬이 공존하는 다강성 상태가 발현됨을 제2차 고조파
생성 기술을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 반데르발스 물질계는 인접층 사이의 약한 결합력으로 인해 2차원 물리
현상을 살펴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양자 전도 현상, 강유전성, 자성
등의 다양한 물성을 기반으로 한 전자소자로서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물질계이다.
□ 반데르발스 물질계의 가장 큰 장점 중의 하나는 다양한 성질을 가지는
여러 물질들을 원자층 단위로 적층함으로써 다기능성 나노소자를 구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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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강성 물질은 강유전성, 반강자성이 하나의 물질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런 성질을 이용하면 차세대 전자소자로 개발하
는 것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이러한 다강성을 반데르발스 물질계 특히
원자층 두께에서 구현할 수 있게 된다면 다기능성 나노소자를 구현하
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 연구팀은 자성 반데르발스 물질인 NiI2 시료의 원자층 단위의 두께 조
절에 따른 물성 변화를 실험적으로 추적하여 이 물질에서 다강성이 원
차층 수준에서 존재하는 것을 보였다.
∘ 물리적 박리법을 이용하여 단원자층 두께까지 얇은 NiI2 시편을 준비하
였고, 펨토초 레이저를 이용한 제2차 조화파 검출법을 활용하여 강유
전성 상전이가 이원자층 두께까지 유지됨을 확인하였다. 특히, 자기장
인가를 통해 전기분극의 크기가 조절될 수 있음을 통해 다강성물질로
서의 자기전기효과를 입증했다.
□ 지스트 이종석 교수는 “이번 연구 성과는 원자층 수준의 얇은 반데르
발스 물질계에서 다강성을 보고한 첫 번째 연구 결과이며, 향후 반데
르발스 물질을 활용한 다기능 소자의 구현에 있어 소재 기술의 지평을
획기적으로 넓힐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 중견연구자 사업, 선도연구센터 사업, 리
더연구자 사업 등의 지원을 받아 미국화학회 저명 학술지인 ‘나노 레
터스(Nano Letters)’에 2021년 6월 7일 온라인 게재되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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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의 주요 내용
1. 논문명, 저자정보

（

-

저널명

: Nano Letters

년 기준)

-

논문명

: Possible Persistence of Multiferroic Order down to Bilayer Limit of

IF 11.238, 2019

van der Waals Material NiI2
-

저자 정보

:

주휘인 박사과정생 (제1저자, 지스트), 이유진 박사과정생 (제1저자,
서울대학교), 김광탁 박사과정생 (공저자, 서울대학교), 최인혁
박사과정생 (공저자, 지스트), 노창재 박사 (공저자, 지스트), 손수한
박사과정생 (공저자, 서울대학교), 박평재 박사과정생

공저자,

(

서울대학교), 김재하 박사과정생 (공저자, 연세대학교), 정택선
박사과정생 (공저자, 연세대학교), 김재훈 교수 (공저자,
연세대학교), 김기훈 교수 (공저자, 서울대학교), 박제근 (교신저자,
서울대학교), 이종석 교수 (교신저자, 지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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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설 명

[그림 1] NiI2 두께에 따른 강유전성 상전이 과정의 변화 결과.

[그림 2] 이원자층 NiI2에서의 스핀 정렬에 따른 전기 편극 형성과 자기장 인가에
의한 편극 회전에 대한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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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교수[교신저자] 이력사항

1. 인적사항

○소속
○전화

○

:

광주과학기술원 물리 광과학과

: 062-715-2222

E-mail : jsl@gist.ac.kr

2. 학력

○
○
○

1994 - 1988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학사

1998 - 2000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석사

- 2004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박사

2000

3. 경력사항

○
○
○

2005 - 2008

박사후 연구원

(Humboldt Fellow) BESSY, Berlin

2008

– 2010

박사후 연구원, 동경대 응용물리학과/JST-ERATO

2010

– 2011

동경대 응용물리학과, 특임조교수

○ 2011 – 현재

광주과학기술원, 물리･광과학과 조/부교수

○ 2017 – 2018

칼텍 물리학과, 방문교수

- 5 -

박제근 교수[교신저자] 이력사항
1. 인적사항

○소속
○전화

○

: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 02-880-6536

E-mail : jgpark10@snu.ac.kr

2. 학력

○
○
○

1984 - 1988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학사

1988 - 1990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석사

1990 - 1993

Imperial College, London

박사

3. 경력사항

○
○ 1994 – 1996
○ 1996 – 2001
○ 2001 – 2010
○ 2010 – 현재
○ 2012 – 2020
○ 2020 – 현재
1993 - 1994

박사후 연구원

CNRS, France

박사후 연구원/연구교수 Birkbeck College, Univ. Londo
인하대학교 물리학과 조/부교수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 부/정교수, 석좌교수 (SKKU Fellow)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교수
기초과학연구원(IBS) 강상관계물질 연구단 부연구단장
서울대 양자물질 연구단 단장

4. 기타 정보

○ 2008
○ 2009
○ 2015
○ 2016
○ 2017

영국물리학회 석학회원 (Fellow) 임명
성균관대학교 석좌교수 (SKKU Fellow) 임명
한국물리학회 학술상 수상
한국 과학상 수상
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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