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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ungsten disulfide(WS2) thin films were directly deposited by direct-current(DC) sputtering and annealed by rapid 

thermal processing(RTP) to materialize two-dimensional p-type transition metal dichalcogenide (TMDC) thin films 

on soda-lime glass substrates without any complicated exfoliation/transfer process. WS2 thin films deposited at 

various DC sputtering powers from 80 W to 160W were annealed at different temperatures from 400 ℃ to 550 ℃ 

considering the melting temperature of soda-lime glass. The optical microscope results showed the stable surface 

morphologies of the WS2 thin films without any defects. The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XPS) results and the 

Hall measurement results showed stable binding energies of W and S and high carrier mobilities of WS2 thin fil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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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최근 차세대 반도체 물질로2차원(2D) 구조의 전이금속 

디칼코제나이드 (trsnsition metal dichalcogenide, TMDC) 물질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1]. TMDC 는 MX2 (M은 전이금속 

4~6 족 원소, X 는 칼코겐 원소에 해당됨) 의 화학식 구조

를 가지고 있으며, 2D 형태의 서로 다른 두 개의 칼코겐 

원자층 사이에 단일 2D 구조의 전이금속 원자층으로 구

성된 스택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황화몰리브덴 

(MoS2), 몰리브덴 디셀레나이드 (MoSe2), 텅스텐 디셀레나

이드 (WSe2), 이황화 텅스텐 (WS2) 등이 대표적인 TMDC

물질이며, 전이금속 원자층과  칼코겐 원자층이 서로 반

데르발스 힘 (Van der Waals force) 에 의해 결합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2D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 또한, 밴드갭이 없는 
                                                                                                          
†
E-mail: es.cho@gachon.ac.kr 

2차원 물질인 그래핀이 반도체 특성을 가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것과는 달리, 2D TMDC 의 에너지 밴드 갭이 전

체 박막의 두께 및 여러 변수에 의하여 제어될 수 있기 

때문에, 우수하면서도 반도체에 적합한 캐리어 이동도 및 

농도값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하여 2D 

TMDC 물질은 광학, 화학, 공학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으며, 특히 차세대 전자 소자의 채널층으로 

기대되어 여러 그룹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2-7]. 

TMDC 물질 중 보다 널리 연구되어 온 MoS2 등의 TMDC 

물질과는 달리 p-type 물질인 WS2 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

으로 큰 주목을 받지 못한 점도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보다 낮은 제조 비용으로 p-type 2D TMDC 의 일종인 WS2 

박막을 기판상에 직접 형성하기 위하여 소다라임 기판상

에 2D WS2 박막을 DC 스퍼터링 공정으로 직접 증착하였

다. 증착된 WS2 박막의 열처리는 급속 열처리 공정 (rapid 

thermal processing, RTP)을 600 ℃ 이하에서 진행하였고,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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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퍼터링 파워 및 어닐링 온도의 변화시킴으로써 형성된 

WS2 박막의 표면 및 구조, 전기적 특성에 대한 공정 변수

의 영향을 광학적, 전기적으로 관찰 및 분석할 수 있었다. 

 

2. 실험 방법 
 

2.1. WS2 DC 스퍼터링 
 

 

 

Fig. 1. Schematic configurations of the In-line sputter 

system for WS2 DC Sputtering.  

 
그림 1 은 실험에 사용된 최대 2G (370×470) 크기의 기

판 적용이 가능한 인라인 스퍼터 시스템의 구조를 보여

주고 있다 [8]. WS2 박막의 DC 스퍼터링을 위하여 4인치 

직경을 가지고 순도가 99.5% 인 WS2 타겟을 음극 소스로 

사용하였으며, 기판으로 76 mm × 26 mm × 1 mm 크기의 

소다라임 글라스를 탈 이온수(de ionized water)로 세척한 후 

N2 가스로 건조시켰다. 세척된 기판을 그림 1과 같이 인

라인 스퍼터의 지그 시스템 상에 소다라임 글라스가 부

착된 새도우 마스크를 수직으로 고정시킨 후 스퍼터의 

load-lock 챔버를 거쳐서 process 챔버 내로 이동하였다. 프

로세스 챔버의 진공도를 1.0 × 10-5 Torr 이하로 펌핑시킨 후, 

불활성 Ar 가스를 4 mtorr 의 압력과 20 sccm 의 유량으로 

주입시켰다. 박막을 증착하기 전에 80 W 의 DC 파워로 

WS2 타겟을 10분 동안 예비 스퍼터링(Pre-sputtering)을 한 

후, 80, 120, 160 W의 다양한 스퍼터링 파워에서 소다라임 

글라스상에 WS2 박막을 증착하였다. 스퍼터링 시간은 30 

초로 고정시켰다.  

 

 

 

 

 

 

2.2. 증착된 WS2박막의 어닐링 공정 
 

 

Fig. 2. RTP temperature profiles in the annealing process. 

 

스퍼터링 된 WS2 막을 RTP시스템의 홀더에 장착한 후 

어닐링 챔버를 5.0 × 10-3 Torr로 펌핑시켰다. 챔버의 상부 및 

하부에 위치한 두 히터를 동시에 가동시켜서 박막이 위

치한 샘플의 상부, 기판이 위치한 하부 둘 다 어닐링 공

정시 히팅 가능하도록 다. 그림2는 RTP 공정시 온도 프로

파일을 보여주고 있는데, 프로세스 히터의 온도를 200 ℃ 

에서 5분간 유지하여 안정화 시킨 후, 샘플 별로 각각 

400 ℃, 450 ℃, 500 ℃ 및 550℃의 온도에서 3분간 어닐링을 

하였다. 어닐링시 N2가스를 주입하여 챔버의 압력을 0.1 

Torr로 유지하였다.  

실험 후 광학 현미경을 사용하여 WS2 박막의 표면 상

태를 관찰 하였다. XPS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를 사

용하여 형성된WS2 박막의 화학적 구조를 분석하였고, Hall 

(ECOPIA, HMS-3000R) 측정 시스템을 사용 하여WS2 박막

의 캐리어 이동도 및 농도를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토의 
 

WS2 박막의 두께는 표면 프로파일러 (KLA TENCOR, 

alpha-step 500)를 사용하여 측정되었고, 결과는 각각 80 W, 

120 W, 160W에서 13.4 nm, 24.2 nm, 34.9 nm로 DC power 가 증

가함에 따라 WS2 박막이 더 큰 두께가 얻어진다. 이러한 

현상은 높은 전력에서 스퍼터링 가스의 이온화 속도가 

증가하므로 WS2 막의 두께가 점차적으로 증가함을 확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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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3. Optical microscope images of the WS2 films 

deposited with a DC power of (a) 80, (b) 120, and (c) 

160 W before annealing process. 

 

 

 

 

 

 

(a)                     (b) 

 

 

 

 

 

          (c) 

Fig. 4. Optical microscope images of the WS2 films 

deposited with a DC power of (a) 80, (b) 120, and (c) 

160 W after annealing process. The RTP temperature 

was 550 ℃.  

 

그림 3 과 4는 RTP 공정 전 과 후에 DC 스퍼터링 된 

WS2 박막의 광학 현미경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WS2 박막

은 어닐링 후에도 균열이나 표면 결함 없이 어닐링 전과 

동일한 매끄러운 표면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이 

경우는 사파이어 글라스 등의 기판에서 보다 높은 온도

에서의 어닐링 후 표면 상태 확인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그림 5(a) 와 (b) 는 그림 4(a)와 (c) 의 WS2 박막을 구성

하는 텅스텐(W) 원자의 4f 결합상태분포와 황(S) 원자의 

2p 결합상태분포를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5(a) 와 표 1에서와 같이W 4f5/2 와 W 4f7/2 피크 모두 높은 

 
(a) 

 
(b) 

Fig. 5. XPS spectra of the WS2 films deposited with a DC 

power of 80 W and 160 W and annealed at 550 ℃ 

(a) W 4f5/2 and W 4f7/2 peaks and (b) S 2p1/2 and S 

2p3/2 peaks. 
 
DC 스퍼터링 파워에서 W 원자의 결합 에너지 peak 

position 및 반 파장 반치폭 (FWHM) 값이 증가하였다. 그

림 5 (b) 와 표 2 에서도 S 2p1/2 와 S 2p3/2 피크 모두 높은 DC 

스퍼터링 파워에서 S 원자의 결합 에너지peak position 및 

FWHM 또한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 및 2에서의 

WS2 박막 표면에서의 W 및 S 원소의 성분비를 확인해본 

결과, 타겟 성분과는 달리 W가 S 의 2배에 가까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RTP 공정시 S 성분이 상당히 유실

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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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W 4f peak positions of the binding energies and 

FWHMs of Fig 5(a) 

 

W 
(Atomic

%) 

W4f7 Peak 
position 

(eV) 

W4f5 

Peak 
position 

(eV) 

W4f7 

Peak 
FWHM 

(eV) 

W4f5 

Peak 
FWHM 

(eV) 

80W 71.13 35.51 37.63 1.19 1.25 

160W 65.47 35.53 37.65 1.3 1.32 

 

Table 2. S 2p peak positions of the binding energies and 

FWHMs of Fig 5(b) 

 

S 
(Atomi

c%) 

S2p3 

Peak 
position 

(eV) 

S2p1 

Peak 
position 

(eV) 

S2p3 

Peak 
FWHM 

(eV) 

S2p1 

Peak 
FWHM 

(eV) 

80W 28.88 163.07 164.27 1.45 1.4 

160W 34.52 163.15 164.35 1.57 1.6 

 

 
(a) 

 
(b) 

Fig. 6. Hall measurement of the WS2 films on soda-lime 

glass substrates for various DC sputtering powers 

and annealing temperatures (a) mobility, (b) 

carrier density. 

소다라임 글라스 상에DC 스퍼터링 및 RTP 로 형성된 

WS2 박막의 홀 측정 결과를 그림 6에 나타내었다. 그림 

6(a) 로 부터 어닐링 전에도 WS2 박막의 높은 이동도를 확

인할 수 있으며, 어닐링 시 150~200 cm2/V·s 범위에서 형성

되었다. 그림 6(b)에서와 같이 1015~1016 cm-3 범위에서 얻어

진 캐리어 농도는 어닐링 온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

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W 와 S 의 상대적인 성분비를 

유지할 수 있다면 반도체 채널층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

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 결  론 
 

2차원 TMDC WS2 박막을 보다 저렴하게 대량 생산하기 

위하여 소다라임 기판상에 DC 스퍼터링으로 직접 증착

하고 이를 RTP 프로세스를 이용하여 600 ℃ 이하에서 어

닐링 공정을 진행하였다. 형성된 WS2 박막을 분석한 결

과, 저온 어닐링 후 표면 결함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

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XPS 분석 결과 600 ℃ 이

하의 온도에서의 어닐링으로부터 W 4f 및 S 2p 피크를 관

찰할 수 있었으나, W 및 S 의 성분비가 기존 CVD 등으로 

형성된WS2 박막과는 다르게 관찰됨으로써,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반도체 채널층으로의 적용을 위한 본 연

구의 중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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