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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ing density functional theory calculations, we study the Schottky barrier (SB) change in a
two-dimensional (2D) lateral heterostructure consisting of semiconducting 2H-MoS2 and the ferromagnetic metal 2H-VS2 by applying a uniaxial tensile strain from 0% to 10%. We find that the
SB for holes is much smaller than that for electrons and that SB height decreases monotonically
under increasing tensile strain. In particular, we find that a critical strain where the spin-up SB for
holes is abruptly reduced to zero exists near a strain of 8%, implying that only the spin-up holes
are allowed to flow through the MoS2 -VS2 lateral heterostructure. Our results provide fundamental information and can be utilized to guide the design of 2D lateral heterostructure-based novel
rectifying devices by using strain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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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장변형에 따른 이차원 수평접합 쇼트키 장벽 제일원리 연구
황휘현 · 이재광∗
부산대학교 물리학과, 부산 46241, 대한민국
(2018년 11월 6일 받음, 2018년 11월 13일 게재 확정)

반도체 특성을 가지는 이차원 전이금속 칼코겐 화합물 MoS2 와 강자성이면서 금속성을 가지는 VS2
로 이루어진 수평접합 구조를 기반으로 해서, 0%부터 10%까지 2% 간격으로 변형에 따른 쇼트키 장벽
(Schottky Barrier) 변화를 밀도 범함수 이론 계산을 통해 연구하였다. 그 결과, 홀의 쇼트키 장벽이 전자의
쇼트키 장벽에 비해 훨씬 작고, 홀의 쇼트키 장벽 높이가 변형에 따라 선형적으로 감소함을 발견하였다.
특히, 8% 이후의 변형에서 홀의 스핀 업 쇼트키 장벽의 높이가 0에 가까워지는 임계 변형값이 존재함을
발견하였고, 이 임계 변형값 이상에서는 스핀 업 성분의 홀이 MoS2 /VS2 수평접합구조를 통해 쇼트키
장벽 없이 쉽게 흐르게 됨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향후, 변형을 통한 이차원 전이금속 칼코겐
수평 접합구조 기반 소자 특성 최적화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이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PACS numbers: 73.40.Kp, 73.20.At, 73.20.-r
Keywords: 이차원 물질, 쇼트키 장벽, 인장 변형, 밀도 범함수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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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서로 다른 전기적 특성을 가지는 전이금속 칼코겐 화
합물을 접합하여 다양한 소자 구현에 대한 연구가 보고 되고
있다 [1,2].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이 수직 접합 구조에 집
중되어 있다 [3–6]. 수직 접합 구조의 경우 이차원 물질들이
광범위한 영역에서 접합을 이루는 장점이 있지만, 두 물질
간 결합력이 약한 반데르발스 (van der Walls) 결합력으로
이루어져 있어 안정된 접합 구조를 구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특히 실험 조건과 환경에 따라 두 물질간 매우 다양한
상대적 수직 결합구조에 따라 다양한 모아레 무늬 (Moiré
Pattern) 가 나타나기도 한다 [7]. 이러한 다양한 국소적인
최소 (local minimum) 수직 접합구조들은 전기적 특성이
다르기에 재현성이 안정적으로 확보가 되어야 하는 소자 구
현에는 큰 어려움이 있다. 이에 반해 수평접합의 경우 약한
반데르발스 결합이 아닌 강한 공유결합이나 이온결합으로
접합이 이루어져 있어서 안정된 구조를 형성하게 되어 큰
재현성이 확보될 수 있어 소자 구현에 큰 장점을 가지고 있
다 [8–12]. 삼차원 물질에 비해 이차원 물질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특성 중에 하나는, 외부에서 가해지는 변형에 매우
다른 반응을 가진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삼차원 물질의
경우 3 - 4% 이상의 변형 이상에서는 물질의 안정성을 잃
어버리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차원 물질의
경우 10% 이상의 변형에서도 물질의 구조를 잃어버리지
않고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3]. 이에 따라 최근
들어 변형을 통한 이차원 물질의 물리적 특성 변화 연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14–18].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이차원 전이금속 칼코겐 화합
물 중에서 반도체 특성을 가지는 MoS2 물질과 금속이면
서 자기적 특성을 가지는 VS2 물질 [19]로 이루어진 측면
수평접합 구조에, 10%까지 변형을 가하여 금속과 반도체
접합에서 형성되는 쇼트키 장벽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밀도
범함수 이론 계산을 통해 연구하고자 한다 [20]. 특히 VS2
의 경우 자기적 특성을 가지기에 전자와 홀이 스핀업과
스핀다운 성분에 따라 서로 다른 쇼트키 장벽 값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 값들이 변형에 따라 서로 다르게 반응함을
소개하고자 한다. 우리의 이러한 연구 자료는 변형을 통한
이차원 전이금속 칼코겐 수평 접합구조 기반 반도체 소자
특성 최적화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이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II. 계산 및 방법
모든 계산은 밀도 범함수 이론에 기반한 Vienna ab initio
package (VASP) 을 이용해서 수행되었다 [21–23]. 7개의

Fig. 1. (Color online) (a) Top-view of 2H-MoS2 , (b) sideview of 2H-VS2 atomic structure, and (c) top-view of
MoS2 -VS2 lateral heterostructure. The violet, green and
yellow ball represents Mo, V and S atom, respectively.
MoS2 와 7개의 VS2 를 접합하여 총 14개 층으로 이루어진
측면 이종구조로 이루어진 초격자를 계산에 이용하였다.
측면 이종구조간 상호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접합구조 수
직 방향으로 28 Å의 진공을 추가하여 계산하였다. 그리고
수평 접합 구조 계면에 수직한 방향으로 0%에서 8%까지
2% 간격으로 인장 변형 (tensile strain) 을 가하며 MoS2 와
VS2 접합에서 형성된 쇼트키 장벽의 변화를 계산하였다.
가해진 인장 변형에 의한, 인장 변형의 수직방향으로의 격
자상수 수축 정도를 에너지 계산을 통해 최적화하여 고려하
였다. 모든 수평 접합 구조 계산에 대해서 격자완화 (lattice
relaxation) 가 고려되었고, 평면파 기저의 운동 에너지 컷
오프는 550 eV까지 고려하였다. 에너지 차이가 1 × 10−5
eV, 그리고 각각의 원자에 가해지는 최대의 힘이 1 × 10−2
eV/Å보다 작을 때 계산을 마치도록 하였다.

III. 계산 결과
Fig. 1(a), (b) 는 2H-MoS2 의 평면 원자구조와 2H-VS2
의 측면 원자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보라색 원자가 Mo,
녹색 원자가 V, 노란색 원자가 S를 나타낸다. 계산의 용이
성을 위해 계면구조를 y 방향으로 구현하기 위해, 육각형이
아닌 직사각형 형태의 cell을 기반으로 7개의 MoS2 와 7개의
VS2 로 이루어진 측면 이종구조 (Fig. 1(c)) 를 구현하였다.
육각형 단위 세포를 기준으로 2H-MoS2 의 격자 상수는 3.12
Å, 그리고 2H-VS2 는 3.09 Å로 두 물질간의 격자 상수 차이
는 대략 0.96%로 실험적으로 측면 이종구조를 구현하기에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전이금속 칼코겐 화합물은 2H 상 외에도, 1T나 1T′ 과
같이 다양한 상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4,25]. 1TMoS2 의 경우는 금속 특성을 가지며 상이 불안정하고, 1T′
상의 경우는 밴드 갭이 매우 작아, 본 연구에서는 2H-Mo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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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lor online) 2D contour plot of lateral 2HMoS2 /2H-VS2 heterostructure for spin-up component
under (a) zero, (b) 4%, (c) 8% strain, and 2D contour
plot for spin-down component under (d) zero, (e) 4%,
(f) 8% strain, respectively. Dashed lines represent the
interface region between 2H-MoS2 and 2H-VS2 .
Fig. 2. (Color online) Electronic band structures and
density of states of (a) 2H-MoS2 and (b) 2H-VS2 . The
red and blue color in Figure 2(b) represents spin up and
down component respectively.
와 2H-VS2 로 이루어진 측면 이종구조만 고려하였다. 또한,
측면 이종구조의 경우, 두 물질의 접합 방향에 따라 지그재
그 (zigzag), 안락의자 (armchair) 형태의 계면 원자구조가
가능하다. 하지만 안락의자 계면 보다 지그재그 계면을 갖는
이종 구조가 이론 및 실험적으로 더욱 안정하다고 보고되어
있어, 지그재그 계면 구조만을 고려하였다 [26].
Fig. 2(a)-(b) 는 각각 2H-MoS2 와 2H-VS2 의 밴드구조
및 상태밀도를 나타낸다. 2H-MoS2 의 경우 K 포인트에서
1.89 eV의 직접적인 밴드 갭 (direct band gap) 을 가지는
반도체 특성을 가지며, 2H-VS2 의 경우는 강자성이면서
도체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2]. 빨간색이 스핀 업 성분에
해당하고 파란색이 스핀 다운 성분에 해당한다. 페르미
에너지 근처에서 상태밀도 분포를 통해, 2H-VS2 의 경우,
스핀 다운이 다수성분임을 알 수 있다.
이제 측면 이종구조의 계면에 수직한 방향으로 0% 에
서 8%까지 2% 간격으로 인장 변형을 가하며 2H-MoS2 와
2H-VS2 접합에서 형성된 쇼트키 장벽의 변화를 제일원리
계산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미세한 인장 변형에 따른 계
면근처 쇼트키 장벽의 변화를 보다 면밀히 계산하기 위해,
이종구조의 계면을 기준으로 2H-MoS2 7층 (layer) 그리고
2H-VS2 7층, 총 14개 층에 대한 상태밀도를 이차원 등고선
(contour) 그림으로 나타내었다 (Fig. 3). Fig. 3(a)-(c) 는

각각 0%, 4%, 8% 인장 변형이 가해진 2H-MoS2 /2H-VS2
측면 이종구조의 스핀업 성분에 대한 상태밀도를 이차원
등고선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Fig. 3(d)-(e) 는 스핀
다운 성분에 대한 상태밀도를 이차원 등고선으로 나타낸
것이다. 각각의 등고선 그림에서 점선은 2H-MoS2 와 2HVS2 의 경계를 나타낸다. 페르미 에너지는 0으로 맞추었다.
모든 등고선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가해진 인장 변형의
크기나 스핀 성분에 상관없이 전자의 쇼트키 장벽 (페르미
에너지와 MoS2 전도대의 맨 아랫부분의 에너지 차이) 이
홀의 쇼트키 장벽 (페르미 에너지와 MoS2 가전자대의 맨
윗부분의 에너지 차이) 보다 항상 큼을 알 수 있다. 이는
측면 이종구조의 페르미 에너지 위치가 2H-MoS2 의 가전
자대와 매우 가까이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전자의 쇼트기
장벽이 홀의 쇼트키 장벽보다 훨씬 커서, 전기장을 가할 때
2H-MoS2 /2H-VS2 측면 이종구조를 통해 흐르는 전류의
특성은 홀의 쇼트키 장벽에 의해 대부분 결정되므로, 인장
변형에 따른 홀의 쇼트키 장벽 변화에 주목하고자 한다.
2H-MoS2 의 전도대와 가전자대의 인장 변형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면, 두 스핀 모두에서 전도대 아래 부분은 페르미 에
너지 쪽으로 내려오고, 가전자대의 윗부분 또한 페르미 에
너지 쪽으로 올라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인장 변형을
가함에 따라 쇼트키 장벽의 크기가 전반적으로 작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4는 인장변형에 따른 홀의 쇼트키 장벽의 변화를
스핀 성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인장 변형을 가하지 않은
측면 이중 구조의 스핀 업과 스핀 다운의 쇼트키 장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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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lor online) Strain dependent SB change for
(a) spin-up and (b) spin-down components from zero to
10% strain.
크기는 약 0.2 eV이다. 6%까지 인장변형을 가할 때, 두 스
핀 모두 쇼트키 장벽의 높이가 단조롭게 낮아진다. 그러나,
Fig. 4(a)의 스핀 업의 경우 8% 인장변형으로 쇼트키 장벽의
크기가 -0.007 eV로 급격히 감소하며 10% 인장변형일 때는
장벽의 크기가 0.011 eV로 거의 0에 가깝다. 스핀 다운의
경우 인장변형을 가할수록 쇼트키 장벽의 크기는 단조롭게
감소하여, 10% 변형에서도 0.15 eV의 장벽을 가진다. 따라
서 스핀 업과 다운에서 6% 인장변형까지는 장벽의 크기나
변화가 비슷하지만, 8% 인장변형 이상에서는 스핀 업의
장벽이 급격히 감소해 두 스핀의 쇼트키 장벽은 0.1 eV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8% 이상의 인장
변형을 가하면 에너지 장벽 없이 스핀 업 전류만 흘러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근본적인 메커니즘에 대한 분석은 실험
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더 자세히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V. 결 론
격자 상수가 비슷하나 반도체 특성을 가지는 2H-MoS2
와 금속성을 가지는 2H-VS2 이차원 물질로 이루어진 측면
이종구조에서 인장 변형에 따른 쇼트키 변화를 제일원리
계산으로 연구하였다. 6% 까지는 스핀업 스핀다운 모두
단조롭게 쇼트키 장벽이 감소하다, 8% 인장변형 이상에
서는 스핀 업의 장벽이 급격히 감소해 두 스핀의 쇼트키
장벽은 0.1 eV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8% 이상의 인장 변형을 가하면 에너지 장벽 없이 스핀 업
전류만 흘러갈 수 있음을 의미한다. 향후, 실험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기본적인 메커니즘 규명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이차원 물질 측면 이종구조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소자들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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