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진연구자 칼럼

NEWS & INFORMATION FOR CHEMICAL ENGINEERS, Vol. 38, No. 5, 2020 … 519

1. 서론

광전변환 시스템은 현대사회 여러 분야에서 이용

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예로 빛 에너지를 전기에너지

로 변환하는 광센서 혹은 태양전지 그리고 이와 반대

로 전기에너지를 빛으로 변환하는 발광다이오드 등

이 있다. 광전변환에는 반드시 반도체 특성의 소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다양한 형태의 차세대 용액공

정 반도체 소재들이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대표적

인 차세대 반도체 소재로는 페로브스카이트, 유기 및 

콜로이달 양자점 소재 등이 있다.[1]

이들 중 콜로이달 양자점은 나노 수준의 물리적 

구조에 따라 손쉽게 광 특성을 조작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다른 반도체 소재의 경우 광 응답 스펙

트럼이 대부분 가시광이나 짧은 근적외선 대역이 한

계지만, 콜로이달 양자점의 경우 소재에 따라 광응답

도를 적외선 대역까지 확장할 수 있다. 한편 콜로이

달 양자점 박막의 전기적 특성은 주로 양자점의 표면 

개질 상태에 의존하기 때문에 양자점 표면 화학에 관

한 연구가 많다. 

특히 II-VI족 콜로이달 양자점, 예를 들어 PbS나 

PbSe의 경우 낮은 엑시톤 바인딩 에너지, 높은 흡광 

계수와 광대역 흡수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어 그 응용 

분야가 더 넓다.[2, 3] 특히 적외선 대역의 광전변환특

성은 미래 산업에 주요한 얼굴 인식, 자율 주행, 가상 

현실, IoT 등의 분야에 중요하다. 또 주요 친환경 에

너지원인 태양광 에너지 변환 분야에서도 중요하다. 

그 이유는 기존의 유기반도체 소재나 페로브스카이

트가 흡수하지 못하는 근적외선 대역을 흡수할 수 있

어, 초고효율 적층형 태양전지의 후면 셀에 이용 가

능한 유일한 소재이기 때문이다.[4] 에너지 변환뿐만 

아니라 근적외선 대역은 눈에 보이지 않고, 산란이 

적고, 인체에 해가 없어서 에너지에 수송의 큰 가능

성이 있다. 

한편 위와 같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결해야 할 여러 과제가 있다. 가장 널리 이용중인 

대표적인 흡광 소재, PbS 양자점의 경우, 광대역 흡수

가 가능하지만, 상대적으로 적외선 대역의 흡광계수

가 여전히 낮다.[5] 그뿐만 아니라 광대역 흡수를 위

해 양자점의 밴드갭을 작게 설계할 경우 기존의 광전

변환소자 구조에선 우수한 전기적 특성을 얻기가 어

렵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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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형태의 구조 설계나 소재 재설계가 필요하다. 한

편, 소재적인 측면에서 아직 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궁극적으로 중금속이 포함되지 않은 친환경 양자점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6]

본 칼럼에서는 최근 콜로이달 양자점기반 광전변

환소자와 관련된 동향을 다룬다. 또한, 현재 직면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을 소

개하고, 특히 양자점의 표면 개질을 이용한 광전기적 

특성 증가 및 실제 광전소자 이론적 모델링을 통한 

나노구조 설계 및 구현 과정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2. 본론

1) 기능성 양자점 소재 설계

용액공정으로 합성한 콜로이달 양자점 표면은 용

액 내 안정성을 위해 탄소수가 많은 유기 리간드로 

덮여있다. 때문에 추가적인 표면 개질이 진행되지 않

으면 형성시킨 양자점 박막에서 높은 전기전도도를 

얻을 수 없다. 광전변환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

인 우수한 전기적 특성을 얻기 위해선 길이가 짧은 

유·무기 리간드로 치환하는 방법이 있다. 여러 제시

된 방법 중 널리 알려진 할라이드(halides) 리간드 치

환방법은 양자점을 박막으로 형성 시 우수한 전기적 

특성을 보여주었다. 특히 -I, -Br 그리고 -Cl을 적절

히 혼합한 다중 할라이드 리간드는 효율적으로 양자

점을 개질하고 높은 전하 이동 특성 및 낮은 재결합 

특성을 만듦으로써 높은 효율의 광전변환소자 제작

에 기여할 수 있었다.[7] 한편 할라이드로 개질된 양

자점의 경우 주로 n-type에 가까운 특성을 가지며 할

라이드 리간드를 이용한 표면처리만으로는 p-type 양

자점을 구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탄소수가 적은 

유기 리간드로 개질된 양자점의 경우 p-type을 나타

내는 경우가 있었으나, 전하이동도가 상대적으로 무

기 리간드 대비 떨어지고 표면 개질 후 양자점이 용

매에 잘 녹지 않아 잉크로 제작하기 어렵다는 한계점

이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에 개발된 캐스케이드

(cascade) 리간드 치환방법은 일차적으로 할라이드 리

간드 치환을 진행한 후, 이차적으로 유기 리간드 치

환반응을 진행함으로써 더 효율적인 리간드 치환반

응을 할 수 있었다.[8] 그뿐만 아니라 개질된 양자점

을 p-type 잉크의 형태로 만들 수 있어서 일반적으로 

p, n이 모두 필요한 반도체 소자제작에 그 응용성이 

뛰어났다. 이와 비슷한 연구 결과로 효율적인 p-type 

양자점 박막을 만들려는 노력이 있었으며, 예를 들어 

cysteamine이나 malonic acid와 같은 유기 리간드를 통

해서 양자점 표면 치환을 하고 효율적인 광전변환소

자를 제작한 연구 결과들이 있다.[9, 10] 

그림 1. 기존 유기리간드 치환법과 캐스케이드 유무기 치환법을 이용한 PbS 양자점 표면 개질 모식도[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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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자점 기반 복합소재의 설계

다른 벌크 소재와 다르게 콜로이달 양자점의 경우 

기판 위에 나노입자를 쌓아 올려 박막을 만드는 형태

로, 부피대비 표면적이 넓어 박막의 안정성이 취약하

며 전하이동도와 같은 전기적 특성이 다른 소재 대비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최

근 연구에서는 양자점을 다른 광전변환 소재와 결합

해 서로의 광전기적 특성이 시너지를 만드는 복합소

재 구조가 제시되었다. 본 칼럼에서는, 콜로이달 양

자점을 페로브스카이트 및 유기반도체 소재와 결합

한 복합구조를 소개한다. 

페로브스카이트 매트릭스에 갇힌 콜로이달 양자

점은 단순 양자점 대비 여러 장점이 있다. 양자점 박

막의 경우 생성된 전자-전공이 양자점 사이사이를 

뛰어넘어(hopping) 이동해 추출되어야 하는 한계점이 

있으나, 페로브스카이트 매트릭스가 양자점들 사이 

공간을 메우고 있으면 전하들이 이동도가 높은 페로

브스카이트 채널을 통해 이동할 수 있으므로 더 높은 

전기적 특성을 가질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콜로이

달 양자점 표면에 성장한 페로브스카이트의 경우 기

존의 벌크 페로브스카이트 구조보다 더 높은 열적인 

안정성을 가진다는 것이 보고된 바 있다.[11] 

유기반도체 소재와 복합구조를 형성한 양자점은 

서로 상호 보완적인 흡수 스펙트럼을 만들 수 있으

며 이는 광대역 흡수가 중요한 태양전지 등에 응용될 

수 있다. 콜로이달 양자점은 광대역의 흡수 스펙트럼

그림 2.   페로브스카이트 매트릭스 내의 콜로이달 양자점 도식 및 양자점 박막에 페로브스카이트가 도입되었을 시 생길 수 있는 전하이동 
모식도[11].

그림 3.   (a) 유기반도체-PbS 양자점간의 캐스케이드 에너지 및 전하수송 모식도, (b) 소수성 유기박막 패시베이션을 통한 고안정성 콜로
이달 양자점 구조[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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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근적외선 대역의 흡광 계수

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 이를 높은 근적외선 흡

광 계수를 가지는 유기반도체 소재가 보완함으로써 

흡수 측면에서 시너지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 한

편 이전엔 유기반도체 소재와 콜로이달 양자점의 계

면에서 낮은 전하추출 효율로 인해 실제 디바이스 제

작 시 고효율 달성이 어려웠었다. 최근에 캐스케이드 

흡수 스펙트럼을 이용한 에너지 수송 방식의 유기-

양자점 복합구조에서 실제 높은 흡수뿐만 아니라 생

성된 전하를 높은 수율로 추출할 수 있는 구조가 제

안되었다.[12] 한편 유기-양자점 복 구조는 디바이스

의 수명 연장에도 큰 역할을 할복 복 그 이유는 부피

대비 표면이 넓은 양자점을 소수성을 가지는 유기 소

재가 보호함으로써 수분 등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하

는 역할을 할 수 있었고, 양자점의 경우 자외선에 가

까운 높은 에너지의 광자를 유기 소재 대신 흡수해줌

으로써 유기 소재의 광안정성을 증가시켜줄 수 있었

다.[13]

3) 광전변환 모델링

고효율 콜로이달 양자점 기반의 광전소자를 실현

하기 위해선 나노미터 규모의 소자 내부에서 빛의 거

동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빛의 파장보다 작은 

장치에서의 광자 행동은 복잡한 소자일수록 직관적

으로 알기가 어렵고,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파동

광학에 기초한 이론적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 광전

변환소자의 광학 시뮬레이션 도구의 예인 lumerical 

FDTD는 직접 소자 구조를 설계하고 전자기파를 입

사시켜, 이때의 빛의 거동을 예측할 수 있다. 한편 

SCAPS와 같은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광특성 및 전기

적 특성까지 모두 고려하면 실제 태양전지의 이론적

인 단락 전류-전압 곡선과 광전변환 효율 예측 값을 

얻을 수도 있지만, 1차원 구조밖에 설계가 안 된다는 

한계가 있다. 더 나아가 2차원 이상의 포토닉스 구조

를 도입하기 위해선 COMSOL과 같은 도구를 이용할 

수 있다. 모델링의 궁극적인 목표는 설계하는 소자의 

목적에 맞는 광특성을 가지게 만드는 것이다. 예를 

들어 태양전지의 경우 광대역의 광자를 최대한 흡수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빛 가둠 효과를 극대화

하는 구조를 가져야 하며, 이를 위한 여러 포토닉스 

구조가 제시됐다. 그와 반대로 발광다이오드의 경우 

빛을 최대한 소자 내부에서 추출할 방법을 이론적 모

델링으로 예측할 수 있다. 

콜로이달 양자점 소자의 경우 가시광 영역과 대비

해 근적외선 대역의 흡광 계수가 낮으므로 장파장 영

역의 광흡수 증대가 가장 중요하다. 근적외선 대역 

흡수 증가를 위한 여러 가지 보고가 있었으며, 그 예

로 적외선 대역 마이크로캐비티 구조를 이용해 소자 

내부로 들어온 광자를 가두어 얇은 양자점층 두께에

도 불구하고 높은 흡수를 할 수 있도록 했다.[5] 더 나

그림 4.   (a) 마이크로캐비티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적외선 PbS 양자점 소자 내부의 전자기장 분포 모델링, (b) 실제 2차원 포토닉스 구조 
도입을 통한 근적외선 대역 양자효율 증가를 나타낸 곡선 및 소자내 전자기장 변화 모델링 결과[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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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 2차원의 상부 전극 패터닝 구조를 도입할 경우, 

더 높은 빛 산란 효율을 통해 양자점 층의 근적외선 

대역 흡수를 크게 증가시킬 수 있었다. 모델링을 통

해 적외선 대역 양자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조를 

찾아냈고 실제 제작한 구조가 이론적 모델링을 잘 따

른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이는 나노 소자의 구조 설

계적 측면에서 이론적 모델링이 큰 장점이 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14] 

3. 결론

본 칼럼에서는 콜로이달 양자점을 이용한 차세대 

광전변환 소자의 전반적인 연구 동향과 최근 결과들

을 소개했다. 삼성에서 상용화한 QLED(퀀텀닷 디스

플레이)는 양자점 소재의 상업화 가능성을 보여준 모

범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양자점 소재의 

물리 화학적 특성을 고려했을 때 더 많은 분야에 응

용할 수 있음은 분명하며, 특히 근적외선 대역의 검

출, 발광 및 에너지 변환은 다가올 4차 산업 분야에 

이용될 잠재성이 크다. 하지만 이를 이루기 위해선 

양자점 소재 및 소자 분야의 끊임없는 연구가 필요하

다. 예를 들어 양자점 소재의 경우 중금속이 없는 양

질의 반도체 소재를 합성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며, 

양자점 기반의 광전소자의 고유한 물리적 한계를 이

해하고 개선된 형태의 구조를 개발하는 연구가 필요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C.R. Kagan, E. Lifshitz, E.H. Sargent, D.V. Talapin, 
Science, 353 (2016).

[2]   A.P. Litvin, I.V. Martynenko, F. Purcell-Milton, A.V. 
Baranov, A.V. Fedorov, Y.K. Gun’Ko, J Mater Chem A, 
5,13252-13275 (2017).

[3]   Y. Pu, F. Cai, D. Wang, J.-X. Wang, J.-F. Chen, 
Industrial & Engineering Chemistry Research, 

57,1790-1802 (2018).
[4]   B. Chen, S.-W. Baek, Y. Hou, E. Aydin, M. De Bastiani, 

B. Scheffel, A. Proppe, Z. Huang, M. Wei, Y.-K. Wang, 
E.-H. Jung, T.G. Allen, E. Van Kerschaver, F.P. García 
de Arquer, M.I. Saidaminov, S. Hoogland, S. De Wolf, 
E.H. Sargent, Nat Commun, 11,1257 (2020).

[5]   S.W. Baek, O. Ouellette, J.W. Jo, J. Choi, K.W. Seo, 
J. Kim, B. Sun, S.H. Lee, M.J. Choi, D.H. Nam, L.N. 
Quan, J. Kang, S. Hoogland, F.P.G. de Arguer, J.Y. Lee, 
E.H. Sargent, Acs Energy Lett, 3,2908-2913 (2018).

[6]   G.H. Carey, A.L. Abdelhady, Z. Ning, S.M. Thon, O.M. 
Bakr, E.H. Sargent, Chemical Reviews, 115,12732-
12763 (2015).

[7]   J.Z. Fan, M. Vafaie, K. Bertens, M. Sytnyk, J.M. Pina, 
L.K. Sagar, O. Ouellette, A.H. Proppe, A.S. Rasouli, 
Y. Gao, S.-W. Baek, B. Chen, F. Laquai, S. Hoogland, 
F.P.G.d. Arquer, W. Heiss, E.H. Sargent, Nano Lett, 
20,5284-5291 (2020).

[8]   M.-J. Choi, F.P. García de Arquer, A.H. Proppe, A. 
Seifitokaldani, J. Choi, J. Kim, S.-W. Baek, M. Liu, B. 
Sun, M. Biondi, B. Scheffel, G. Walters, D.-H. Nam, 
J.W. Jo, O. Ouellette, O. Voznyy, S. Hoogland, S.O. 
Kelley, Y.S. Jung, E.H. Sargent, Nat Commun, 11,103 
(2020).

[9]   M.-J. Choi, S.-W. Baek, S. Lee, M. Biondi, C. Zheng, 
P. Todorovic, P. Li, S. Hoogland, Z.-H. Lu, F.P.G. de 
Arquer, E.H. Sargent, Advanced Science, 7,2000894 
(2020).

[10]   M. Biondi, M.-J. Choi, O. Ouellette, S.-W. Baek, 
P. Todorović, B. Sun, S. Lee, M. Wei, P. Li, A.R. 
Kirmani, L.K. Sagar, L.J. Richter, S. Hoogland, Z.-H. 
Lu, F.P. García de Arquer, E.H. Sargent, Adv Mater, 
32,1906199 (2020).

[11]   M. Liu, Y. Chen, C.-S. Tan, R. Quintero-Bermudez, 
A.H. Proppe, R. Munir, H. Tan, O. Voznyy, B. Scheffel, 
G. Walters, A.P.T. Kam, B. Sun, M.-J. Choi, S. 
Hoogland, A. Amassian, S.O. Kelley, F.P. García de 
Arquer, E.H. Sargent, Nature, 570,96-101 (2019).

[12]   S.W. Baek, S. Jun, B. Kim, A.H. Proppe, O. Ouellette, 
O. Voznyy, C. Kim, J. Kim, G. Walters, J.H. Song, S. 
Jeong, H.R. Byun, M.S. Jeong, S. Hoogland, F.P.G. 
de Arquer, S.O. Kelley, J.Y. Lee, E.H. Sargent, Nat 
Energy, 4,969-976 (2019).

[13]   S.-W. Baek, S.-H. Lee, J.H. Song, C. Kim, Y.-S. 
Ha, H. Shin, H. Kim, S. Jeong, J.-Y. Lee, Energy & 
Environmental Science, 11,2078-2084 (2018).

[14]   S.W. Baek, P. Molet, M.J. Choi, M. Biondi, O. 
Ouellette, J. Fan, S. Hoogland, F.P.G. de Arguer, A. 
Mihi, E.H. Sargent, Adv Mater, 31 (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