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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ing the cluster expansion methods and first-principles density functional theory calculations,
we studied the mixing energy of 1H MoS2−2x Te2x and 1T′ MoS2−2x Te2x binary alloys composed
of the two-dimensional transition-metal chalcogenides MoS2 and MoTe2 . For 1H MoS2−2x Te2x , a
phase separation is expected due to the positive mixing energies regardless of the relative S and
Te content. However, both MoS2 and MoTe2 can form solid solutions at temperatures above the
room temperature because the mixing energy is less than 10 meV. In contrast, the mixing energies
of 1T′ MoS2−2x Te2x , alloys are always negative, resulting in the formation of a solid solution. We
expect our theoretical studies to be utilized to guide the design of two-dimensional transition-metal
chalcogenide alloys-based novel de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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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원 전이금속 칼코겐 합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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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물리학과, 부산46241, 대한민국
(2021년 1월 11일 받음, 2021년 1월 29일 수정본 받음, 2021년 2월 15일 게재 확정)
이차원 전이금속 칼코겐 화합물 MoS2 와 MoTe2 로 이루어진, 1H MoS2−2x Te2x 와 1T′ MoS2−2x Te2x
이종 합금 (Binary Alloy) 의 섞임 에너지 (Mixing Energy) 를 클러스터 전개법 (CE, Cluster Expansion) 과 제일원리 밀도 범함수 이론 (Density Functional Theory) 계산을 이용하여 연구하였다. 1H
MoS2−2x Te2x 의 경우 S와 Te의 상대적인 함량에 상관없이 항상 양의 섞임 에너지를 가지게 되어 상분리
(Phase Separation) 가 예측되었다. 하지만10 meV 보다 작아 대략 상온이상에서는 고용체 (Solid
Solution) 합금으로 존재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에 비해1T′ MoS2−2x Te2x 의 경우 음의 섞임 에너지를
가지게 되어 모든 온도에서 고용체 합금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 연구 결과는 향후, 이차원 전이금속
칼코겐 합금을 이용한 소자 디자인에 이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Keywords: 합금, 섞임 에너지, 고용체, 상분리, 밀도범함수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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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새로운 물리적 특성을 발현하는 이차원 전이금속
칼코겐 화합물 연구가 각광받고 있다. 그 중에서도 서로
다른 이차원 전이금속 칼코겐 화합물들의 상호 조합을 통해
새로운 물성을 가지는 이차원 전이금속 칼코겐 합금 연구
가 많이 보고되고 있다 [1–8]. 예를 들어 띠틈 (Bandgap)
이 큰 1H WS2 이차원 물질과 띠틈 상대적으로 작은 1H
MoS2 이차원 물질로 이루어진 1H Mo1−x Wx S2 에서 Mo
와 W의 상대적인 양에 따라 띠틈이 거의 선형적으로 변화
되고 제어됨이 발표되었다 [9]. 이를 이용한 광학적 소자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광학적 특성 연구를 뛰어넘어, 새
로운 형태의 이차원 전이금속 칼코겐 합금인 Mo1−x Crx S2
와 W1−x Vx Se2 에서 강자성 특성이 보고되고 있다 [10,11].
최근에는 전이금속 원소들의 양을 달리한 기존 이차원 합금
연구와 달리 칼코겐 원소들의 양을 조절한 MoS2−2x Se2x
이차원 합금에 높은 촉매특성이 발표되었다 [12].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다양하고 새로운 형태의 이차원 전이금속
칼코겐 합금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ATAT (Alloy Theoretic Automated Toolkit)에 구
축 되어있는 클러스터 전개법 [13–15]을 이용하여 1H MoS2
와 1H MoTe2 로 이루어진 1H MoS2−2x Te2x 이종합금과
1T′ MoS2 와 1T′ MoTe2 로 이루어진 1T′ MoS2−2x Te2x
이종 합금구조를 결정하고자 한다. 이렇게 찾아진 구조들
을 제일원리 계산과 연계하여 최소 에너지를 가지는 합금
구조를 결정하고 이들의 섞임 에너지와 상태밀도 (DOS,
Density of States) 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렇게 찾아진 새
로운 형태의 1H MoS2−2x Te2x 와 1T′ MoS2−2x Te2x 이차
원 전이금속 칼코겐 합금들과 이들이 가지는 새로운 물성은
이들을 기반으로 하는 소자구현에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Fig. 1. (Color online) Top and side views of atomic structure of 1H (a) and 1T′ (b) MoX2 (X=S, Te), where X
denotes the chalcogen atom. Two formula unit cell is
indicated by red dashed frame.
MoS2−2x Te2x 와 1T′ MoS2−2x Te2x 이종 합금의 경우pair
까지만 고려되어 클러스터 전개법과 제일원리계산 결과에
1meV 이내에서 차이가 난다. 모든 이차원 전이금속 칼코겐
합금 구조에 대해서 격자완화 (lattice relaxation) 가 고려
되었고, 각각의 원자에 가해지는 최대의 힘이 10meV/ Å
보다 작을 때 계산을 마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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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1은 이차원 전이금속 칼코겐 화합물의 1H와 1T′
원자구조에 대한 평면도(Top View)와 측면도(Side View)
를 나타낸다. 1H와 1T′ 구조를 보다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II. 계산 및 방법

위해 기본 낱칸 (Primitive Cell) 이 아닌 직사각형 형태로
표시하였다. 1H 구조의 경우 측면도에서 보면 보라색 Mo

′

먼저1H MoS2−2x Te2x 와 1T MoS2−2x Te2x 이종 합금
에 대한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밀도 범함수 이론에 기반한
Vienna ab initio package (VASP)으로 에너지를 계산하여
클러스터 전개법을 수행하였다 [16–21]. 클러스터 전개법
은 원자들의 배열 (Configuration) 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single, pair, triplet 등 원자간 상호 분포를 통계적으로 유
추하여 실제 물질의 특성을 예측할 수 있게 한다. 이차원
전이금속 칼코겐 합금의 전체 에너지를, 구성 원소들의 다
양한 결합에 기반하여 구성된 클러스터들의 급수 전개로
나타낸 후, 에너지를 가장 잘 예측하도록 각 클러스터의 계
수를 결정하여 수식화 하는 방법이다. 임의의 조성을 갖는
이차원 전이금속 칼코겐 합금의 에너지를 간단하게 계산
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번 1H

를 중심으로 위 아래의 칼코겐 원소들이 대칭되어 위치 되어
있고 Mo 원자들간 거리가 동일하다. 이에 비해 1T′ 구조의
경우 Mo를 중심으로 위 아래의 칼코겐 원소들이 비대칭적
으로 위치되어 있고 Mo 원자들간 거리도 한쪽은 가깝고 한
쪽은 먼 형태로 재구성 (Reconstruction) 되어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1T′ 구조는 1H 구조의 2*1 재구성 구조라
할 수 있다. 1H MoS2 의 경우 빨간 점선으로 표시된 직사각
형 구조에서 a 방향으로Mo와 Mo의 거리는 5.51 Å, b 방향
으로 Mo와 Mo의 거리는 3.18 Å이다. 1H MoTe2 의 경우 a
방향으로Mo와 Mo의 거리는 6.15 Å, b 방향으로 Mo와 Mo
의 거리는 3.55 Å이다. 이러한 격자 상수 차이는 Te 원자의
원자반경(135pm)이 S 원자의 원자반경(102pm)보다 상대
적으로 커서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된다. 1T′ MoS2 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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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 점선으로 표시된 직사각형 구조에서 a 방향으로Mo와
Mo의 거리는 5.72 Å, b 방향으로 Mo와 Mo의 거리는 3.17
Å이다. 1H MoS2 와 비교해서 b 방향으로는 거의 유사하나
a 방향으로는 격자 찌그러짐 (Lattice Distortion)으로 인해
대략 4% 정도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1T′ MoTe2 의 경우
빨간 점선으로 표시된 직사각형 구조에서 a 방향으로Mo와
Mo의 거리는 6.37 Å, b 방향으로 Mo와 Mo의 거리는 3.45
Å이다.
Figure 2(a) 는 클러스터 전개법을 통해 예측된 975개
의 1H MoS2−2x Te2x 합금 구조 (주황색) 에 대한 섞임 에
너지를 보여준다. 82개의 파란색 열린원은 실제 제일원
리 계산으로 얻어진 1H MoS2−2x Te2x 합금 구조에 대한
섞임 에너지로 클러스터 전개법에 의해 예측된 섞임 에
너지가 유효함을 확인할 수 있다. 합금 구조에 대한 섞
임 에너지 (Emix (MoS2−2x Te2x )) 는 Emix (MoS2−2x Te2x )
= E(MoS2−2x Te2x ) – (1 − x)E(MoS2 ) – xE(MoTe2 ) 으
로 얻을 수 있다. 여기서 E(MoS2−2x Te2x ), E(MoS2 ),
E(MoTe2 ) 는 각각 MoS2−2x Te2x 합금구조, MoS2 , MoTe2
의 총에너지를 나타내고, x 는Te 원자의 함량을 나타낸
다. MoS2 와MoTe2 두물질을 서로 섞으려고 할 때, MoS2 MoS2 그리고MoTe2 -MoTe2 상호작용과 MoS2 -MoTe2 상
호작용 차이로 인해 섞임의 현상이 다르게 나타나게 된

Fig. 2. (Color online) Mixing energies for (a) 1H and (b)
1T′ MoS2−2x Te2x along with the CE predicted results.

다. 만약 MoS2 -MoS2 그리고MoTe2 -MoTe2 상호작용이
MoS2 -MoTe2 상호작용보다 크면, MoS2−2x Te2x 합금 구
조는 MoS2 와 MoTe2 가 서로 상분리가 일어난 형태를 가지
게 되고 섞임 에너지는 양의 값을 가지게 된다. 이와 반대
로 MoS2 -MoS2 그리고MoTe2 -MoTe2 상호작용이 MoS2 MoTe2 상호작용보다 작게 되면, MoS2−2x Te2x 합금 구조
는 MoS2 와 MoTe2 가 서로 섞여서 고용체 형태를 가지게
되고 섞임 음의 값을 가지게 된다.
이를 통해1H MoS2−2x Te2x 의 합금의 경우 S와 Te의 상
대적인 함량에 상관없이 항상 양의 섞임 에너지를 가지게
되어 상분리가 예측된다. 하지만 온도를 증가하게 되면, 엔
트로피 증가로 인해, Fig. 2(a) 에서 섞임 에너지가 10meV
보다 작은 몇몇 합금 구조의 경우 상온에서는 고용체로 존
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별히 섞임 에너지가 0인 경우는
상분리와 고용체의 경계이지만, 0K의 계산결과라 실제에
서는 고용체로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 Figure 2(b) 는 클
러스터 전개법을 통해 예측된 2570개의 1T′ MoS2−2x Te2x
합금 구조 (주황색) 에 대한 섞임 에너지를 보여준다. 1H
합금 구조에 비해, S와 Te의 상대적인 함량에 상관없이 항
상 음의 섞임 에너지를 가짐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1T′
MoS2−2x Te2x 합금 구조는 모든 온도에서 고용체 합금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Figure 3은 Te (올리브색) 원소의 함량이 0.25, 0.5 0.75
인 1H MoS2−2x Te2x 의 합금 구조들 중에서 섞임 에너지가
가장 낮은 구조에 대한 각각의 평면도와 측면도 그리고 제
일원리로 계산된 상태밀도를 나타낸다. Te함량이 차이가
나는 합금 구조를 보다 직접적으로 비교하기위해 직사각형
형태로 표시하였다. Figure 3(a) 의 x = 0.25의 경우 Te 원
자들이 Mo 원자를 기준으로 위 아래로 번 갈아서 S(노란색)
원자를 교체되어 위치되는 것을 볼 수 있다. Figure 3(b)
의 x = 0.5의 경우 평면도에서 알 수 있듯이 Te 원자들이 a
방향으로 armchair 형태를 이루며 배치되어 있다. Figure
3(b)의 x = 0.75의 경우 x = 0.25, 0.5와는 다른 단위세포를
이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상분리를 선호하는 1H
MoS2−2x Te2x 의 합금 구조의 특성으로 여겨진다. 각각의
상태밀도를 통해 기존 1H Mo1−x Wx S2 에서 Mo와 W의
상대적인 양에 따라 띠틈의 제어가, 1H MoS2−2x Te2x 에서
도 유사하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Figure 3에는 표시하지
않았지만, x = 0와 x = 1의 경우 띠틈이 대략 1.7 eV와 0.9
eV그리고 Fig. 3에 보듯이 Te 함량 증가에 따라 1.5 eV,
1.3eV, 1.1 eV 로 계산되어, 거의 선형적으로 띠틈이 감소되
고 있음을 볼 수 있다 (Fig. 3(d)).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1H MoS2−2x Te2x 가 향후 광학적 소자에 유용하게 사용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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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 이론 계산을 이용하여 연구하였다. 1H MoS2−2x Te2x
의 양의 섞임 에너지를 갖지만 그값이 작아 상온에서 반도체
특성을 가지는 고용체 합금으로 존재할 것으로 예측되고,
1T′ MoS2−2x Te2x 의 경우 음의 섞임 에너지를 가지게 되어
도체 특성을 가지는 고용체 합금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이차원 전이금속 합금이 제작될 것
으로 기대되며, 이를 통해 기존에 관찰하지 못했던 새로운
물리적 현상들의 발현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Fig. 3. (Color online) The structure of the lowest energy states and DOS of 1H MoS2−2x Te2x alloys with x
= 0.25 (a), 0.50 (b) and 0.75 (c). Four formula unit cell
is indicated by red dashed frame. (d) Band gap as a
function of Te content, which is found to vary linearly
with composition x.

소자들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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