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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양자점이란, 크기가 물질 고유의 전자-정공 간

격인 exciton Bohr radius 보다 작아 양자구속효과

를 보이는 반도체 나노입자를 일컫는다. 양자점은 

molecular beam epitaxy 와 같은 물리적인 방법과 콜

로이드상 용액합성과 같은 화학적인 방법으로 만들 

수가 있다. 물리적인 방법으로 만든 양자점은 상온

에서 빛이 나지 않고 대량생산이 제한되므로, 현재

는 화학적 방법으로 합성된 콜로이드상 양자점의 응

용이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양자점은 크기 제어

를 통하여 밴드갭의 조절이 가능한 점, 높은 발광효

율 및 좁은 반치폭 등으로 인하여 태양전지, 광촉매

와 같은 광에너지 수확 또는 디스플레이 소자 등의 

응용에 쓰이고 있다. 양자점 기반 태양전지의 경우 

토론토 대학의 Sargent 교수 그룹에서 10%에 육박하

는 광전변환효율을 기록하였으며, 태양전지 공인기

관인 미국 신재생에너지 연구소의 태양전지 효율 차

트에서 최근 양자점 기반 태양전지의 효율이 급격한 

기울기를 그리며 상승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

한, 양자점 기반 디스플레이 소자는 최근 TV 제품으

로 상업화에 성공하기도 하였다. 

양자점은 우수한 물리화학적 특성으로 인하여 광

에너지 수확을 비롯해 여러 분야에 응용이 가능한 

차세대 물질로 각광을 받고 있으나, 대기안정성에 

문제를 보이고 있어 신뢰성 있는 제품으로의 응용을 

위하여 불안정성이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남

아있다. 세계 유수의 연구진들은 양자점의 대기안정

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며, 양자

점의 표면 물리화학을 이해하며 많은 발전을 이루었

다. 본 글에서는 양자점의 안정성을 향상하고자 한 

최근의 노력과, 태양전지 및 광촉매 등의 광에너지 

수확 응용에서 양자점 연구의 핵심 동향을 소개하고

자 한다.

반도체 나노입자  

양자점의 안정성  

연구와 광에너지  

수확 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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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Pb chalcogenide 양자점의 대기 불안정성: 

Halide 처리를 통한 안정성 향상

PbS, PbSe 등과 같은 Pb chalcogenide 물질은 적외

선 영역에 속하는 작은 벌크 밴드갭 때문에 넓은 태

양광 스펙트럼의 흡수가 필수적인 태양전지 연구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대기에 노출이 되면 급

격하게 산화가 진행이 된다는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

고 있으며, 산화에 취약한 문제는 양자점의 상용화

를 위하여 반드시 극복하여야 할 가장 큰 과제이다. 

PbSe 양자점이 대기에 노출됨에 따라 입자 표면에 

산화막이 생기며, 표면 산화물들이 양자점을 구성

하고 있는 원소와 결합하여 입자에서 떨어져 나가는 

현상이 미국 로스알라모스 연구소 Klimov 박사 연구

진에 의하여 보고된 바 있다(그림 1(a) and (b)).1 흡광

도 분석 및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XPS) 를 

통하여 관찰한 결과, PbSe 양자점을 구성하고 있는 

음이온 부분인 Se 이 대기 노출에 따라 급격한 산화

를 보이는 것이 확인되었다(그림 1(c) and (d)).

뒤이어 같은 연구진은 PbSe 양자점을 다른 유기

용매에 보관하였을 때보다 chloroform 에 보관하였

을 때에 대기안정성이 향상되는 사실에 착안하여 

PbSe 양자점에 염소가스(Cl2)를 처리하는 실험을 진

행하였으며, PbSe 양자점에 Cl2
 를 처리하였을 때에 

대기안정성이 상당부분 확보됨을 보고하였다.2 연구

진은 순수한 PbSe 양자점 및 Cl2
 처리된 PbSe 양자점

그림 1. (a), (c) Fresh 한 PbSe 양자점의 TEM 및 Se 3d XPS 스
펙트럼. (b), (d) 대기에 노출된 이후 PbSe 양자점의 TEM 및 Se 
3d XPS 스펙트럼.

그림 2. (a) 순수한 PbSe 양자점 및 Cl2 처리된 PbSe 양자점의 대기 노출에 따른 흡광도 스펙트럼. (b) Cl2 처리에 따른 EDX 원소분석 결
과. (c) PbSe 양자점에 대한 Cl2 처리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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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기에 노출시킨 이후에 흡광도 분석을 진행하였

고, 양자점 산화의 직접적인 척도인 blue shift 가 순

수한 PbSe 양자점의 경우 급격하게 진행된 반면, Cl2 

처리된 PbSe 양자점의 경우는 24일 이상 발생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그림 2(a)). 또한 energy disper-

sive X-ray spectroscopy(EDX) 를 이용한 원소분석을 

진행하여 표면의 Se 원자가 Cl 원자로 치환되어 양자

점의 표면이 효과적으로 보호됨이 밝혀졌으며(그림 

2(b)), 그에 따른 모델을 제시하였다(그림 2 (c)). 

본 연구는 halogen 을 포함하는 물질이 양자점의 

안정성을 매우 향상시킬 수 있다는 내용을 최초로 

보고한 것으로써 대단히 큰 중요성을 지니나, Cl2
 의 

지나치게 큰 반응성 때문에 양자점의 표면이 식각되

고 사이즈 균일도가 급격하게 저하되는 등의 문제를 

남겼다. 양자점의 사이즈 균일도는 전하전달이 효과

적인 hopping 과정으로 진행되기 위하여 반드시 확

보되어야 하는 중요한 요소로, 표면 식각 및 사이즈 

균일도 저하는 양자점의 전기소자 응용에 있어서 치

명적인 부분으로 작용한다.

한국기계연구원의 정소희 박사 및 KAIST의 김

용현 교수 공동연구진은, 역시 Pb chalcogenide 계열

에 속하는 PbS 양자점의 경우 큰 사이즈의 입자는 대

기에 노출됨에 따라 급격히 산화되지만, 특정 사이

즈 이하로 작아지게 되면 대기에 노출되어도 산화

현상을 보이지 않는 결과를 확인하였다.3 Inductively 

coupled plasma-Atomic emission spectroscopy 및 XPS 

분석법을 통하여 PbS 양자점의 Pb to S 원자비율을 

분석한 결과, 양자점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양이온 

부분인 Pb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그림 3(a) and (b)). 연구진은 본 실험결과에 착안

하여 density functional theory(DFT) 계산으로 이론적

인 분석을 진행하였고, 양자점의 안정성이 크기에 

의존하는 이유를 밝힐 수 있었다. 콜로이드상으로 

만들어진 양자점의 표면은 리간드로 보호되어있다. 

그림 3. 크기 변화에 따른 PbS 양자점의 (a) Pb 4f XPS 스펙트럼, (b) 원소분석 결과, (d) 흡광도 스펙트럼으로 측정한 안정성 및 (d) 모양 
전이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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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S 양자점을 합성하는데에 주로 이용되는 리간드

는 oleic acid라는 물질로, oleic acid가 이온화하며 형

성된 carboxylate 작용기가 PbS 양자점의 양이온 부

분인 표면 Pb 원자와 결합함으로써 콜로이드상 양자

점이 만들어 진다. 연구진은 일정 크기 이하로 작은 

양자점 표면의 경우 (111)면(양이온 부분인 Pb 로만 

구성되어 있고 리간드로 우수하게 보호되어 있으며 

산화에 안정함)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상태가 표면에

너지 측면에서 안정한 반면, 양자점이 일정 수준 이

상으로 커지게 되면 표면 리간드 사이에 작용하는 

steric hindrance 로 인하여 산화에 안정한 (111)면의 

성장이 억제되고, (100)면(양자점을 구성하는 양이온

과 음이온 부분인 Pb 와 Se 이 1:1로 존재하고 리간

드로 보호되어 있지 않으며 산화에 취약함)이 표면 

구조로 드러남을 밝히고, 표면구조에 따라 안정성 

및 입자의 모양이 전이되는 모델을 제시하였다(그림 

3(c) and (d)). 결국 연구진은 Pb chalcogenide 양자점

의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산화에 취약한 양

자점의 (100)면이 반드시 제어되어야 함을 직접적으

로 제시한 것이다.

위 연구에서 이루어진 양자점의 안정성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국기계연구원의 정소희 박사와 

KAIST의 이도창 교수 및 김용현 교수 공동 연구진

은 Pb chalcogenide 양자점의 (100)면을 제어하는 방

법을 모색하였다. 양자점 표면의 (100)면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방법은 양자점에 halide 처리를 하는 것

이다.4 연구진은 매우 단순한 방법으로 접근하였는

데, 합성된 PbSe 양자점 용액에 NH4Cl 과 같은 halide 

물질이 녹아있는 용액을 주입하는 것이다. Halide 처

리된 PbSe 양자점은 즉각적으로 약 30%의 발광효율 

향상을 보였다(그림 4(a)). 발광효율 향상은 양자점

의 표면이 더 효과적으로 보호되어 있다는 것을 의

미하며, 따라서 양자점의 안정성이 halide 처리에 의

하여 향상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 순수

한 PbSe 및 halide 처리된 PbSe 양자점을 대기에 노출

시킨 이후 흡광도 분광법으로 살펴본 결과, 순수한 

그림 4. (a) PbSe 양자점에 halide 처리하기 전과 후의 발광효율. (b) 순수한 PbSe 양자점 및 (c) halide 처리한 PbSe 양자점의 시간에 
따른 흡광도 스펙트럼. (d), (e) 흡광도 분석으로 기록한 다양한 halide 를 처리한 PbSe 양자점의 대기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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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Se 양자점은 산화의 직접적인 증거인 급격한 blue 

shift 를 보인 반면, halide 처리된 양자점은 blue shift 

가 억제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4(b) and 

(c)). 양자점에 간단히 halide 용액을 주입함으로써 안

정성이 극적으로 향상 된 것이다. 또한 Cl2 처리된 양

자점에서 보였던 표면식각 및 사이즈 균일도 저하 

등의 문제도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연구진은 처음

에 사용한 NH4Cl 이외에도 NH4Br, NH4I, KCl, NaCl, 

InCl3 등 여러 종류의 halide 화합물을 사용하여, 

fluoride 를 제외한 다수의 halide 화합물들이 PbSe 양

자점의 안정성 향상에 뚜렷한 효과를 보임을 증명하

였다(그림 4(d) and (e)). 

위에서도 언급하였던 바와 같이, Klimov 박사 연

구진은 PbSe 양자점이 대기에 노출됨에 따라 음이

온 부분인 Se 이 급격하게 산화됨을 밝혔다.1 정소

희 박사, 이도창 교수 및 김용현 교수 공동 연구진

은 halide 처리에 따라 안정성이 증가하는 원인을 밝

혀내기 PbSe 양자점을 대기에 일정시간 노출시키고, 

XPS 분석법을 통하여 Se 부분의 산화 거동을 살펴보

았다. 기존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순수한 PbSe 양

자점은 대기 노출에 따라 급격한 Se 산화가 진행된 

반면, 놀랍게도 halide 처리한 PbSe 양자점의 경우 2

주간의 대기 노출이 이루어져도 Se 의 산화는 진행

되지 않는 결과를 관찰할 수 있었다(그림 5(a)). 즉, 

PbSe 양자점에 halide 를 처리함에 따라 산화에 취약

한 Se 부분에 효과적인 보호가 이루어짐을 결정적으

로 확인한 것이다. 또한 TEM 분석을 통하여 halide 

처리 이후에 PbSe 양자점의 크기가 약 0.1-0.2 nm 정

도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본 결과들을 바탕

으로 halide layer 가 Se 이 표면에 드러나 있는 (100)

면에 형성이 되었다는 가설을 제시하고(그림 5(b)) 

이론적으로 halide layer 형성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DFT 계산에 적용해 보았다. 그 결과, fluoride를 제

외한 Cl, Br, I 가 포함된 halide 화합물들이 양자점에 

주입되었을 때에 formation energy 측면에서 favor-

able 하게 halide layer 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결과를 확

인할 수 있었다(그림 5(c)). 또한 halide 처리한 PbSe 

양자점을 이용하여, 세계최초로 대기에 노출된 이

후에도 안정적으로 작동을 하는 PbSe 양자점 기반 

field effect transistor(FET) 제작에 성공하였으며(그림 

5(d)), halide 처리를 통하여 우수한 대기안정성을 갖

춘 PbSe 양자점이 태양전지 등의 전기 소자 등에도 

그림 5. (a) 대기 노출에 따른 순수한 PbSe 양자점 및 halide 처리한 PbSe 양자점의 Se 3d XPS spectrum. (b) 연구진이 제시한 halide 
layer 형성의 모델. (c) PbSe 양자점의 (100)면에 halide layer 형성이 되는 것에 대한 DFT 계산 결과. (d) halide 처리한 PbSe 양자점 기
반 FET 의 대기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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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한층 더 높였다.

양자점의 태양전지 응용

양자점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벌크 물질에 비

하여 효율적으로 발생하는 다중여기자 생성 현상이

다. 다중여기자 생성이란 반도체 물질이 한 개의 광

자를 흡수하여 두 개 이상의 엑시톤(전기적으로 붙

어있는 전자 및 정공의 쌍)을 발생시키는 현상으로, 

다중여기자 생성은 charge carrier 들 간에 쿨롱 상호

작용이 강해짐에 따라 증가하게 된다. 양자점은 크

기가 작아 공간적으로 charge carrier 들이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강한 쿨롱 상호작용이 발생하며, 불연

속적인 에너지 준위로 인하여 phonon bottleneck 현

상까지 더해져 높은 효율의 다중여기자 생성이 발생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물질 자체뿐만 아

니라, 양자점 태양전지에서도 다중여기자 생성이 발

생한다는 사실이 보고가 된 바 있다.5 태양전지 적용

에 있어서는 넓은 태양광 스펙트럼의 사용을 위해서 

밴드갭이 적외선 영역에 속하는 Pb chalcogenide 계

열의 양자점이 주로 사용된다. 서론부분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현재 양자점 태양전지는 공인된 광전변환

효율이 10%에 육박할 정도로 가파른 성능 향상을 보

이고 있으며, 이제는 소자의 대기안정성 및 제작공

정의 간편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본 절에서는 양

자점 태양전지의 최근 연구사례에 대하여 간략히 소

개하고자 한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Sargent 교수 연구진은 표

면에 부분적으로 halide 처리한 PbS 양자점을 이용하

여 대기에서 100시간 이상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태

양전지를 제작하였다.6 비록 광전변환효율은 5%를 

조금 넘는 정도였지만, 별도의 encapsulation 등이 없

이도 양자점 태양전지가 대기상에서 안정적으로 작

동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 것이다(그림 6(a)). 광

전변환효율뿐만 아니라 외부양자효율 또한 대기 노

출 이후에도 안정적인 거동을 보임이 확인되었다(그

림 6(b)). 또한 연구진은 양자점에 표면처리를 달리하

여 전기적 특성이 서로 다른 PbS 양자점을 만들고, 

그것들을 inverted quantum junction 구조라고 명명한 

P-I-N 구조의 태양전지 형태로 결합하였다. 그 결과 

depletion width 를 기존 p-type PbS 양자점만 사용했

을 때의 270 nm에서 330 nm로 증가시킴으로써 더 두

꺼운 두께의 양자점 active layer 가 사용될 수 있음을 

보였고, 그에 따라 더 큰 단락전류밀도를 얻어내어 

8%의 광전변환효율을 달성하였다(그림 6(c)).  

한편 양자점 태양전지의 제작공정과 관련하여, 

한국기계연구원 정소희 박사 및 미국 신재생에너지 

연구소 Beard 박사 공동연구진은 one-step 용액공

정으로 제작이 가능한 양자점 태양전지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7 기존 양자점 태양전지를 제작할 때에

는 수백 nm 두께의 양자점 층을 쌓기 위하여 양자점 

용액을 기판에 떨어뜨린 이후 표면 리간드를 교환

그림 6. halide 처리한 PbS 기반 태양전지의 (a) 광전변환효율과 (b) 외부양자효율의 대기안정성 테스트 결과. (c) PbS 양자점 기반 
P-I-N 구조 태양전지의 I-V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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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켜주는 layer-by-layer  코팅 방법이 수 차례 이상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했다.8 그러나 본 연구진

은 용액상에서 PbS 양자점의 표면에 원래 존재하는 

oleic acid 리간드를 NH4I 로 완전히 개질하고, N,N-

dimethylformamide 와 같은 극성용매에 분산 시키는 

데에 성공하였다(그림 7(a)). Fourier transform infra-

red spectroscopy (FTIR) 를 통하여 양자점의 기존 리

간드가 NH4I 로 완전히 치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그림 7(b)). NH4I 에 의하여 표면이 개질된 양자

점은 oleic acid 로 표면이 보호된 기존 양자점과는 달

리, 1회의 코팅 cycle 을 통해서도 소자가 작동할 정

도로 충분한 두께를 형성하였다. 실제 태양전지에 

적용하여 성능을 측정한 결과, 광전변환효율 2.4% 

내외의 성능을 보이며 구동하는 것을 확인하였다(그

림 7(c)). 이 연구결과는 양자점을 상용화하는 데에 

있어 큰 도전으로 여겨진 복잡한 코팅공정을 극적으

로 간편화시킬 수 있음을 증명했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양자점의 광촉매 응용

화석연료의 지속적인 사용으로 발생하는 이산화

탄소 등의 온실가스로 인하여 진행되는 지구 온난화 

현상은, 현재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이

다. 최근 화석연료를 대체할 에너지원으로써 태양광, 

풍력 등과 더불어 수소연료가 주목을 받고 있다. 현

재 수소연료는 대부분 메탄을 고온/고압 조건에서 스

팀으로 분해하여 얻고 있으나, 지구상에 매우 풍부하

게 존재하는 물을 분해하여 얻을 수 있게 된다면 더

할 나위 없을 것이다. 현재 광촉매를 이용하여 물분

해 반응을 유도함으로써 수소를 얻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광촉매 재료로써 양자점이 주목을 

받고 있다. 광촉매 반응에서는 촉매물질이 빛을 흡수

함으로 광여기된 전자를 분해 또는 전환하고자 하는 

타깃 물질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인데, 큰 흡광계수를 지니며 물리적인 크기 

변화를 통하여 밴드갭을 조절할 수 있는 양자점은 이

와 같은 요구조건에 안성맞춤인 셈이다.

광촉매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촉매물질에

서 광여기된 전자 및 정공이 재결합 하기 전에 분

리해 내어야 한다. KAIST 이도창 교수 연구진은 양

그림 7. (a) oleic acid 로 보호된 PbS 양자점의 표면을 NH4I 로 개질하는 과정을 나타낸 모식도. (b) NH4I 처리 전과 후의 FTIR 스펙트럼. 
(c) NH4I 로 표면이 개질된 PbS 양자점을 이용하여 one-step 으로 제작한 태양전지의 I-V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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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점 기반 이종구조의 나노입자를 제작함으로써 

charge carrier 의 electronic structure 를 제어하고, 결

과적으로 전자와 정공의 재결합을 억제함으로써 효

과적으로 전하 추출을 이루어내는 전략을 취하였다. 

PbSe 양자점을 core 물질로 하여 표면에 충분한 두께

의 CdSe shell 을 쌓으면, PbSe core 와 CdSe shell 의 

conduction band 가 정렬되어 전자를 core 와 shell 전

반에 걸쳐 비편재화 시킬 수 있다. 반면 core 와 shell 

의 valence band offset 은 여전히 급격하여 PbSe core 

에서 형성된 정공은 core 에만 편재화 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이 conduction band 와 valence band 중 한 곳

만 정렬된 electronic structure 를 quasi-type II 구조라

고 부른다(그림 8(a)). 이러한 quasi-type II 구조에서

는 전자의 비편재화 및 정공의 편재화로 인하여 전

자와 정공의 재결합 확률이 줄어들기 때문에 상대적

으로 재결합이 억제되는 특성을 보인다. 즉, 나노입

자에서 광여기된 전자를 입자 바깥으로 추출해 낼 

수 있는 시간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본 연구진은 전

자 추출의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하여 PbSe/CdSe 

core/shell 입자 표면에 CdS 물질로 한번 더 shell을 

쌓아 PbSe/CdSe/CdS core/shell/shell 이종구조 나

노입자를 제작하였으며, electron sink 로 작용을 할 

수 있는 금 나노입자까지 표면에 형성을 시켜 전자

를 추출하는 데에 최적화된 구조를 형성시켰다(그

림 (8(b)).9 타깃물질을 methylene blue 로 하여 나노

입자에서 methylene blue 로 전자가 효과적으로 전달

될 수 있는지 확인한 결과, PbSe core 물질에 비하여 

PbSe/CdSe/CdS 이종구조 나노입자에서 methylene 

blue 로 훨씬 더 효과적인 전자 전달이 일어남을 확

인하였다(그림 8(c)). 또한 가장 바깥 껍질인 CdS 의 

morphology 를 여러 가지로 조절하였을 때에, tet-

rapod 모양에서 전자의 비편재화가 가장 극대화 되

어 methylene blue 로의 전자 전달도 가장 효과적으

로 일어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8(d) and (e)). 본 

연구는 광촉매 반응을 이용하여 실제로 수소를 생

산한 것은 아니지만, methylene blue 환원반응을 모

델로 하여 나노입자의 이종구조화를 통한 electronic 

structure 제어가 효과적인 광촉매 활성으로 이어질 

그림 8. (a) PbSe/CdSe core/shell 이종구조 나노입자의 quasi-type II electronic structure. (b) 금 나노입자를 표면에 성장시킨 PbSe/
CdSe/CdS core/shell/shell 이종구조 나노입자의 electronic structure. (c) PbSe core 및 PbSe/CdSe/CdS core/shell/shell 나노입자
의 광촉매 효율 비교. (d) 서로 다른 모양을 가진 이종구조 나노입자의 광촉매 효율 비교. (e) tetrapod 모양을 가진 이종구조 나노입자의 
TEM 사진 및 모식도.



반도체 나노입자 양자점의 안정성 연구와 광에너지 수확 응용

NEWS & INFORMATION FOR CHEMICAL ENGINEERS, Vol. 33, No. 6, 2015 … 701

수 있음을 증명한 의미를 갖는다. 

이후 같은 연구진은 가시광선 영역대의 밴드갭

을 갖는 CdSe 양자점을 물분해 반응에 적용시켰다. 

본 연구에서도 이전의 아이디어에 착안을 하여, 양

자점에서 광여기된 전자를 효율적으로 추출할 수 있

는 quasi-type II 구조의 설계를 기반으로 하였다. 본 

연구진이 도입한 방법은 CdSe 양자점 표면에 비정질 

TiO2(a-TiO2) 를 아주 얇게 코팅하는 방법이다(그림 

9(a)).10 a-TiO2 는 결정성 TiO2 에 비하여 쉽고 값싸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많은 trap site 들이 존

재한다고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실제 광촉매 응용에 

있어서는 많이 쓰이지 않던 물질이다. 연구진은 a-

TiO2 를 얇게 하여 trap site의 영향은 최소화하며, 효

율적인 광촉매를 위해 필요한 quasi-type II 구조 형

성의 이점은 충분히 취하고자 하였다. TEM 및 EDX 

원소분석을 이용하여 얇은 a-TiO2 가 CdSe 양자점 

표면에 성공적으로 코팅된 것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그림 9(b)), 얇은 a-TiO2 shell 이 쌓인 CdSe 나노입자

를 이용하여 수소 생성 반응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a-TiO2 shell 이 쌓인 CdSe 나노입자가 순수한 CdSe 

입자, CdSe 와 결정성 TiO2 의 단순 혼합물, CdSe 와 

a-TiO2 의 단순 혼합물 등의 비교 시료들에 비하여 

우수한 수소생성효율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그

림 9(c)). 또한 CdSe 양자점의 크기를 달리함을 통해 

양자점과 a-TiO2 사이의 band offset 이 달라지고, 그 

결과로 광촉매반응의 동역학이 제어될 수 있음을 확

인하였다(그림 9(d)). 

맺음말

지금까지 양자점의 안정성 이슈 및 태양전지, 광

촉매 등과 같은 광에너지 수확 응용에 관한 연구 동

향을 살펴보았다. 양자점은 크기를 조절함에 따라 

밴드갭의 제어가 가능하고 높은 다중여기자 생성 효

율을 보이는 등 우수한 물리화학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나, 대기안정성 문제라는 큰 도전에 직면한 상

그림 9. a-TiO2 가 얇게 쌓인 CdSe 양자점의 (a) 모식도, (b) TEM 사진 및 EDX 원소분석 결과. (c) a-TiO2 가 얇게 쌓인 CdSe 양자점 및 
비교 시료들의 수소생성 반응의 효율 비교. (d) CdSe 양자점의 크기를 달리하여 진행한 수소생성 반응의 효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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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였다. 이러한 안정성 문제는 결국 표면과 직접적

인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양자점의 표면 물리화

학을 이해하고 halide 처리를 도입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음을 기존 연구결과를 통하여 알 수 있었다. 또

한 양자점의 우수한 물리화학적 특성을 태양전지 및 

광촉매 등의 광에너지 수확에 적용하여 좋은 특성을 

얻어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글에서 소개

하고 논의한 바와 같이 양자점의 안정성을 향상시키

고, 실제 응용분야에서 양자점의 우수한 물리화학적 

특성을 구현함으로써 무기물질 기반 전자재료분야

가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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