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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ngsten ditelluride (WTe2 ) has attracted increasing attention because of its unique properties,
such as its relatively narrow bandgap and large carrier transport, which depend on its phases. A
mechanically exfoliated ultrathin WTe2 flake was transferred on to a SiO2 /Si substrate. A transferred WTe2 flake with a thickness of 10 – 40 nm was determined by using Atomic force microscopy
(AFM). We systematically investigated the thickness-dependent optical properties of the WTe2
flakes. The dominant Raman A31 , A41 , A71 andA91 peaks were observed. Strong photoluminescence
emission peaks with a band gap of 1.83 eV were observed for flakes with thicknesses of 10 nm, possibly because of a radiative transition. We note that the radiative transition efficiency was enhanced
with decreasing number of WTe2 flake layers.
PACS numbers: 81.07.−b, 81.15.−z, 81.15.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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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적으로 박리한 초박막 (ultrathin) WTe2 플레이크 (flake) 를 SiO2 /Si기판에 전사하였다. 원자간
력현미경 (Atomic force microscopy, AFM) 을 이용하여 전사된 WTe2 가 10 – 40 nm 두께를 갖는 것을
확인하였다. 시료 두께 (10 – 40 nm) 에 따라서 주요 라만 봉우리들 A31 , A41 , A71 , A91 의 세기와 위치의
변화를 분석하였고, 678.14 – 707.23 nm의 파장에서 두드러진 광발광 (Photoluminescence, PL) 봉우리를
형성하는 것을 광발광 측정을 통해서 확인하였다. 이는 다원자층 (10 – 40층) 2H상의 WTe2 가 약 1.83
eV의 밴드갭 에너지 (Eg) 를 가진 것을 나타내며 또한, 두께가 얇아질수록 광효율이 증가되는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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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microscope, OM)과 한국표준과학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of Standards and Science, KRISS)에서 자체 개

그래핀의 수많은 이점 발견 이후 [1], 고유한 값의 밴드

발한 저잡음을 가지는 원자간력현미경 (Atomic force mi-

갭을 갖는 전이금속 디칼코게나이드계 (Transition metal

croscopy, AFM) 을 통해 단차를 분석하였다. 시료의 광학

dichalcogenides, TMDs) 물질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

적 특성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Korea Basic Science

행되고 있다. 이러한 이차원 구조 (two-dimensional, 2D)

Institute, KBSI)의 Nanofinder 30 (Tokyo Instrument)을

물질은 매력적인 다양한 전기적, 광학적 특성으로 인하여

통해 라만 및 광발광 측정으로 평가하였다. 라만 및 광발광

많은 과학자들이 지난 수십년간 연구해왔고, 현재도 연구가

에 사용된 레이저의 파장은 488nm의 파장을 사용하였고,

진행중이다. 특히, 전이금속 디칼코게나이드계 물질중의 하

실온에서 실험이 진행되었다.

나인 WTe2 는 고유의 낮은 밴드갭 에너지 및 우수한 전기적
특성으로 인하여 다양한 전자 및 광전자장치에 응용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있다 [2]. 더 나아가 WTe2 는 1Td , 1T’,

III. 결과 및 논의

2H 등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상으로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2–10], 그 중 단원자층 2H-WTe2 는 상대적으로 낮

원자간력현미경 측정결과 2H-WTe2 플레이크가 10 – 40

은 밴드갭 에너지 (– 0.7 eV) 를 갖는 반도체로 알려져 있다

nm의 두께를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단원자층

[2]. 이러한 전이금속 디칼코게나이드계 물질은 반데르발스

WTe2 가 약 – 1 nm수준의 두께를 갖는다는 기존의 연구

(Van der Waals, VdW) 힘에 의해 적층된 구조로, 강한 내

결과를 기반으로 [4], 10 – 40 정도의 원자층을 가진다고 볼

부적 (in-plane) 결합과 약한 외부적 (out-of-plane) 결합을

수 있다. 기존의 실험에서는 WTe2 의 물성을 단원자층에

가지는 특성을 이용하여 단일층의 2차원 구조를 가지도록

가까운 매우 얇은 수준에 대한 측정이 이뤄졌으나 [4], 본 연

박리할 수 있다 [3]. 이차원 구조 물질에 대한 물리적 특성

구에서는 덩어리 (Bulk) 에 가깝지만 원자층들이 확연하게

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라만 분석법 및 광발광 측정법은. 물

구분되는 샘플에 대한 측정이 이뤄졌다.

질에는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물질에 대한 특성을 파악할

Figure 1에서 여러 위치 (1 – 4번) 순서로 각각 10 – 40

수 있는 매우 유리한 점을 갖고 있다 [4, 10]. 본 연구에서

nm의 두께 구성에 따른 다른 대비(constant)를 갖는 WTe2

이러한 비-파괴적인 실험 및 측정을 통해 WTe2 가 가지는

플레이크 샘플의 광학현미경 사진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고유의 광학적 특성을 알아보았다. 라만 측정을 통해 나타

1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형성되어 있는 층에 대한 단차를

나는 봉우리가 물질의 고유한 인식표와 같은 역할을 하여

확인하기 위해 Fig. 2 와 같이 원자간력현미경을 측정하여

물질을 확인해주고, 광발광 측정을 통해 물질이 가지는 광
학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원자력간현미경을 통해
형성된 물질의 표면 및 두께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었다.

그 단차를 확인하였다.
2H-WTe2 플레이크의 두께에 따른 라만과 광발광에 대한
측정이 진행되었고, 이에 대한 라만과 광발광 측정 결과가
Fig. 3과 Fig. 4에 나타나고 있다.
Figure 3a에서는 라만 봉우리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II. 실 험

측정된 데이터를 동일 선상에서 확인하는 그래프를 볼 수
있다. 두께가 다른 (10 – 40 nm) 모든 WTe2 플레이크에

2H-WTe2 플레이크는 원자측간의 반데르발스 (Van der

서 A31 (– 113.43 cm−1 ), A41 (133.92 cm−1 ), A71 (– 164.69

Waals, VdW) 힘에 의한 약한 결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cm−1 ), A91 (– 211.57 cm−1 ) 모드에서 라만 봉우리가 나타

테이프의 접착력을 이용하여 이차원 구조를 유지하며 박

남을 확인할 수 있다. A71 은 텅스텐 체인 방향으로 격자들이

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성질을 이용하여 본 연구에서 사

진동하며 발생하고, 나머지 A31 , A41 , A91 은 원자들이 제각각

용된 시료는 2H 상의 WTe2 플레이크를 기계적으로 박리

진동하며 생성되는 라만 봉우리이다 [4]. 이 결과는 WTe2

하여 SiO2 /Si 기판에 전사하여 제작하였다. 이 후 전사된
2H-WTe2 시료의 표면 형태 및 두께를 광학현미경 (Optical
∗ E-mail:

twkim@jbnu.ac.kr

플레이크가 2H 상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 중 A71 은 이차원
구조 WTe2 에서 원자층 두께 변화 (1 – 6층)에 따라 봉우리
위치가 변화가 없는것과 비슷한 결과로 [4], 10 – 40 nm
두께 변화에도 위치의 변화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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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lor online) (a) Layered-WTe2 Raman spectra (b) corresponding raman peak frequencies of layeredWTe2 .

Fig. 1. (Color online) Optical microscope image of
exfoliated-2H phase WTe2 .

Fig. 4. (Color online)(a) Layered-WTe2 Photoluminescence (b) Thickness dependence of optic properties.
봉우리의 경우 20 nm에서 10 nm로 시료의 두께가 얇아
질 때 2개의 봉우리 (211.57, 216.65 cm−1 ) 로 분열 (split)
이 관찰되었고, 40층을 넘어가면, 235.92 cm−1 에 새로운
봉우리가 나타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이전에
보고된 덩어리 (bulk) WTe2 에 대한 범밀도함수 (Density
Functional Theory, DFT) 계산값과 일치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4].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전이금속 디칼코게나이드계 물질은
다원자층에서 단원자층으로 두께가 감소함에 따라 광발광
세기가 두드러지게 증가하는 반면 bulk일 경우 두께 변화
에 따른 그 세기의 변화는 미미하다 [11]. Figure 4a는 10 –

Fig. 2. (Color online) (a) AFM image of exfoliated 2HWTe2 on a SiO2 /Si substrate (b) corresponding height
profile.

40nm 두께의 bulk WTe2 플레이크의 두께에 따른 광발광
특성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광발광 봉우리가 두께별로 678
– 707 nm 파장에서 발견되었고 이는 1.75 – 1.83 eV 크

이 외에 A31 , A41 , A91 의 경우에는 원자층 두께 변화 (1 – 6
층)에 따라 적색 이동 (red-shift) 현상이 일어나는 반면 [4],
본 측정결과에서는 봉우리의 위치가 가장 크게 이동되는
부분이 – 1 cm−1 수준의 미미한 변화만 보이고 있는 것을
Fig. 3b에서 확인할 수 있어, 10층 이상의 덩어리 (bulk)
WTe2 에서는 이동 (shifting) 현상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라만 봉우리의 이동현상으로 본 실험에 사용된
WTe2 플레이크의 두께 변화를 알 수 없지만, 두께가 증
가함에 따라 각 라만 봉우리의 세기가 증가하는 경향성을
통해 두께의 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이한 점은 A91 의

기의 밴드-투-밴드 결합 (band-to-band recombination) 에
기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결과 10 nm 두께의 2H-WTe2
는 최대 1.83 eV의 밴드갭 에너지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ure 4b에서 WTe2 플레이크는 두께가 얇
아짐에 따라 광발광 봉우리가 청색 이동 (blue-shift) 하며,
동시에 봉우리의 세기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반치폭 (full width at half maximum, FWHM) 의 계산을
통해 두께가 감소하면서 반치폭이 줄어들어 광특성 효율이
증가하는 현상을 Fig. 4b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한 명확한 규명을 위해서 10 – 40 nm 두께의 2H-WTe2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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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범밀도함수 (density functional theory) 이론 및 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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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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