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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일반적으로 할로겐화 페로브스카이트는 ABX3 

(Figure 1(a))의 화학식을 가지고 있으며, A는 1가 

유기 또는 무기 양이온, B는 2가 금속 양이온, X

는 할로겐 음이온이다. 할로겐화 페로브스카이트

는 저렴한 용액 가공성과 함께 높은 흡광도(strong 

optical absorption), 낮은 엑시톤 결합 에너지(low 

exciton binding energy), 긴 확산길이(long diffusion 

lengths), 긴 캐리어 수명(long carrier lifetime) 및 

높은 캐리어 이동도(high carrier mobility)의 특성

을 가진다. 이런 우수한 광전자 특성 때문에 할로겐

화 페로브스카이트 물질은 광전지 분야에서 사용

하기 적합한 후보 물질이다[1-13]. 2009년에 광전

기 화학 셀 감광제(light sensitizers)로서 유-무기 납 

할로겐화 페로브스카이트를 처음 사용한 이후[14], 

수년 만에 할로겐화 납 페로브스카이트를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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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전지 소자의 전력 변환 효율(power conversion 

efficiency)은 22%를 초과했다[15].

광전지 분야에서 많이 연구되었던 할로겐화 페

로브스카이트는 재료 특성이 발광소자에도 적합하

여 발광소자에 적용하는 것으로 연구적 관심을 불

러 일으켰다[16]. Figure 1(b)와 같이 양자역학적으

로 구속된(quantum-mechanically confined) 할로

겐화 페로브스카이트 물질은 radiative pathway를 

통한 엑시톤(exciton)의 재결합(recombination) 기

회가 높고, 결합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발광소자로

의 적용이 기대된다[18,19]. 최근 CsPbCl3 (청색), 

CsPbBr3 (녹색), 그리고 CsPbI3 (적색)와 같은 페

로브스카이트 물질은 좁은 스펙트럼 폭(각각 12, 

20, 40 nm)과 함께 1에 가까운 높은 수치의 PLQY 

(photoluminescence quantum yield)를 나타냈다

[20-26]. 또한 Bohr exitonic 직경보다 작은 기하학 

구조로 제한된 나노구조물질은 quantum confine-

ment effect에 근거하여, 특유의 크기 의존 광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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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을 나타내며[27,28], 이러한 할로겐화 페로브

스카이트 물질의 방출파장과 대역폭은 할로겐화 

원소를 바꾸면서 조절할 수 있으며, 입자 크기와 

크기 분포를 각각 조절함으로써 조정할 수 있다

(Figure 1(c))[54,73-75]. 또한 할로겐화 페로브스카

이트 퀀덤닷은 생생한 디스플레이를 구현하기 위

해 필요한 광범위의 색 영역(Figure 1(d))을 표현할 

수 있다.

ABX3 구조에서 A의 양이온이 유기 양이온(me- 

thylammonium (MA), formamonium (FA) 등)인

지 무기 양이온(Cs)인지에 따라 유-무기 할로겐화 

페로브스카이트와 무기 할로겐화 페로브스카이트

로 나뉜다. 무기 페로브스카이트가 유-무기 할로겐

화 페로브스카이트보다 상대적으로 안정한 특성을 

가진다[6,8]. 또한, 무기 할로겐화 페로브스카이트

의 이온결합 특성은 저온에서 나노결정의 제조를 

용이하게 하기 때문에, 전구체의 간단한 공침법

(coprecipitation)으로도 우수한 발광(luminescent) 

특성을 갖는 나노결정을 만들어낸다. 또한, 생성된 

페로브스카이트 나노결정의 발광 특성은 결정 표

면 상의 결함(defect)의 영향이 적으며 패시베이션

(passivation) 공정이 없어도 높은 PLQY를 얻을 수 

있다[35,36]. Defect-tolerance 특징은 할로겐화 페

로브스카이트 나노결정의 고유특성으로 기존 금

속 칼코겐화물(metal chalcogenide) 나노결정과 구

별된다. 이러한 할로겐화 페로브스카이트의 전반

적인 특징과 물질의 제조방법은 금속 칼코겐화물

(metal chalcogenide) 또는 프닉타이드(pnictide) 나

노결정보다 산업 생산 규모에 더 적합한 특성을 가

진다.

위에서 언급한 할로겐화 페로브스카이트 나노

결정의 특성은 고성능 발광 소자 응용에 적합하지

*출처: (a), (d) Nano Lett., 15, 3692-3696 (2015); (b) Chem. Soc. Rev., 40, 1512-1546 (2011); (c) Nano Lett., 15, 8, 5635-5640 (2015).

Figure 1. (a) ABX3 cubic 구조, (b) 양자구속효과(quantum confinement effect)를 나타낸 그림, (c) 방출 파장이 조절되는 

페로브스카이트 나노결정의 광 발광, (d) CsPbX3 페로브스카이트 나노결정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색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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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가장 성능이 좋은 할로겐화 페로브스카이트 나

노결정 시스템은 ABX3 결정구조의 B-site에 금속

양이온으로 납을 함유하고 있다. 유럽연합에서는 

전자소자에 납을 포함하여 유해한 중금속을 사용

하는 것이 규제되어있다. 이에 다른 국가들도 유사

한 규제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디스

플레이 기술에 있어, 납 기반의 할로겐화 페로브

스카이트 나노결정의 우수한 특성을 유지하면서 

납을 포함하지 않는 할로겐화 페로브스카이트 나

노결정의 개발에 대한 학술적, 산업적 관심이 크

다. 광전지 분야에서는 박막형태의 비납계 페로브

스카이트에 초점을 맞추어 여러 가지 연구가 진행되

었으나[37-39],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거의 논의

되지 않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본 글에서 

비납계 페로브스카이트 나노결정과 발광소자로의 

응용 가능성에 대한 견해를 제시한다. 먼저, 첫 번

째로 할로겐화 페로브스카이트 나노결정의 독특

한 defect tolerance에 대하여 소개한다. 두 번째로 

페로브스카이트 나노결정의 우수한 특성을 유지

하면서 납을 대체할 수 있는 원소에 대해 논의한 

후, 콜로이드성 비납계 페로브스카이트 나노결정

의 합성방법과 이들의 광학특성을 제어하고 향상

시키는 전략에 대해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발광소

자의 방출층(emissive layer)에 비납계 페로브스카

이트 나노결정을 적용한 최근 연구에 대하여 기술

한 후, 이 분야에 대한 전망을 제시한다.

2. 비납계 할로겐화 페로브스카이트

2.1. 할로겐화 페로브스카이트의 defect tole- 

rance

할로겐화 페로브스카이트 나노결정 특히, 납을 

포함한 페로브스카이트 나노결정은 표면 결함(sur- 

face defect)에 대하여 내성(tolerance)을 가지기 때

문에 디스플레이의 방출물질(emitter)로서 사용하

기에 매우 적합하다. 할로겐화 페로브스카이트 나

노결정은 defect tolerance를 가지고 있지만, 결정

격자의 공공(vacancy) 또는 surface dangling bonds

와 같은 결함(defects)을 가지고 있다[40]. 이러한 

결함(defect)들은 물질의 밴드갭 내에서 국부적인

(localized) 에너지 상태를 형성하고 엑시톤의 non-

radiative relaxation을 용이하게 하는 트랩(trap)으

로 작용하며, 발광 프로세스의 양자 수율(quantum 

yield)을 낮아지게 한다. 기존 금속 칼코겐화물

(metal chalcogenide) 퀀텀닷에서는 표면 트랩(sur- 

face trap)과 관련된 nonradiative relaxation을 피하

기 위해, 여분의 껍질층(extra shell layer)이 방출 

핵 물질(emissive core material) 위에 코팅되며, 껍

질 표면에 생성된 결함(shell surface defect)은 나

노결정의 전체적인 방출 특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

다. 특히, 전자-정공 recombination의 기회가 가장 

높은 코어 물질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두꺼운 

껍질에 약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core-shell 구

조를 사용하는 경우, 코어를 코팅하기 위한 추가

적인 합성 절차가 필요하며, 코어와 껍질 재료 사

이에 새로운 인터페이스를 형성하기 위한 추가 공

정은 전형적으로 배치 대 배치(batch-to-batch) 또

는 실험실 대 실험실(lab-to-lab) 변화에 민감하며 

나노결정의 품질에 영향을 미친다. 반면, 할로겐화 

페로브스카이트 물질의 독특한 전자구조 때문에

[42-44] 결정 표면의 패시베이션이 없어도 PLQY

가 높은 수치를 나타낸다[35,36]. 즉, 금속 칼코겐

화물 나노결정과는 다르게 할로겐화 페로브스카

이트 나노결정의 결함상태(defect state)는 밴드갭 

대신에 전도대(conduction band) 또는 가전도대

(valence band) 내에 형성되어, 밴드갭 내에는 트랩

으로부터 자유롭다(Figure 2). 이런 특성은 가전도

대에서 결합(bonding) 특성을 가지는 금속 칼코겐

화물과 달리, 할로겐화 페로브스카이트 나노결정

의 가전도대 최대치(valence band maximum)는 반

결합(antibonding)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얻어진다

[26,40]. 결함과 관련된 비 결합(non-bonding) 상태

는 가전도대 최대치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26,40,45] 

반면에, 할로겐화 페로브스카이트 나노결정의 전

도대 최소치(conduction band minimum)는 강한 

spin-orbit coupling에 기초하여 안정하다[24,46,47]. 

또한, 침입형 결함(interstitial defect) 및 반자리 결

함(antisite defect)은 할로겐화 페로브스카이트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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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Science, 358, 745-750 (2017).

Figure 2. 일반적인 반도체의 defect intolerance 구조와 독

특한 defect tolerance의 특성을 가지는 페로브스카이트 나

노결정의 에너지 구조.

정에서 극히 드물다. 반면, 공공 결함(vacancy de-

fect)은 전하 중립성을 유지하는 쌍으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radiative process에 안 좋

은 영향을 적게 미친다.

할로겐화 페로브스카이트 나노결정에서 납을 대

체하기 위한 원소를 선별할 때, 앞에서 언급한 특

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defect tolerance 메커니즘을 

고려해야 한다. 즉, 가전자대 최대치(valence band 

maximum)는 반결합(antibonding) 특성을 나타내

야 하며 spin-orbit coupling에 의해 전도대 최소치

(conduction band minimum)가 안정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ABX3 페로브스카이트 구조에서 B-site

의 납 양이온을 대체하기 위한 후보 원소들은 Pb2+

의 가장 바깥 쪽 s오비탈에 있는 두 개의 전자(6s2)

와 관련된 전자 특성을 가진 물질(예를 들어 Bi, 

Sb, Sn etc.)이어야 한다.

2.2. 비스무트(Bi)

첫 번째로, 비스무트(Bi)를 사용하여 납보다 독

성이 훨씬 적으면서 납과 유사한 전자 특성을 기대

할 수 있다. 비스무트와 납은 주기율표의 같은 주

기에 인접하고 있으며(Figure 3(a)), Bi3+와 Pb2+는 

6s2 전자구성을 공유한다. 게다가, Bi의 이온반지

름은 1.03 Å으로 Pb의 이온반지름(1.19 Å)과 비슷

하다. 비스무트 기반 페로브스카이트 구조의 화학

양론은 A3Bi2X9 조성을 가지며 납 기반 페로브스

카이트 구조와는 약간 차이가 있다(Figure 3(b)). 비

납계 유-무기 (CH3NH3)3Bi2X9 나노결정은 할로겐

원소에 따라 광 발광이 360~540 nm 사이에서 조

절될 수 있으며(Figure 3(e)), UV 영역(360 nm)에서 

15%의 PLQY (X = Cl)와 청색 영역(423 nm)에서 

12%의 PLQY (X = Br)를 나타낸다[50]. 무기 

Cs3Bi2X9 나노결정은 (CH3NH3)3Bi2X9보다 높은 안

정성을 가지며, 보라색 영역(393nm)에서 26.4% (X 

= Cl) 및 청색 영역(410 nm)에서 19.4% (X = Br)에 

달하는 높은 PLQY를 나타냈다. Leng et al. 연구

진은 Ethanol을 용매로 사용하여 Cs3Bi2X9 퀀텀닷

을 합성했다(Figure 3(c)). 이렇게 합성된 Cs3Bi2X9

은 가수분해 생성물인 BiOBr이 페로브스카이트 

표면의 결함들을 패시베이션하기 때문에 주위에 

노출되었을 때, 빛과 수분에 대하여 보다 높은 안

정성을 보인다(Figure 3(d))[51].

2.3. 안티모니(Sb)

두 번째 후보원소는 안티모니(Sb)이다. 안티모

니는 주기율표에서 비스무트와 같은 족에 위치해 

있으면서(Figure 3(a)) 비공유 전자쌍 5s2를 가지고 

있다. 비스무트와 마찬가지로 안티모니도 A3Sb2X9 

형태의 페로브스카이트 나노결정을 형성한다(Fi- 

gure 3(b)). Figure 4(a), (d)에서 보듯이, 가상의 페

로브스카이트 구조인 CsSbBr3 (i.e., Cs3Sb3I9)에서 

<111>을 따라 3번째 Sb층을 제거함으로써 온전한 

전하 균형을 갖는 Cs3Sb2Br9의 구조가 파생된다

[53]. Figure 4(a), (d)처럼 층상(layered)의 형태를 

가지는 Cs3Sb2I9는 2.05 eV의 direct band gap을 

가지며(Figure 4(e)), 주변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CH3NH3PbI3보다 향상된 안정성을 가진다[84]. 

Cs3Sb2I9 이외에도 Rb3Sb2I9 나노결정의 합성이 보

고되었으며 이들의 광학적 특성도 연구되었다[52]. 

Cs3Sb2Br9 나노결정은 청색 영역(410 nm)에서 46%

의 높은 PLQY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Cs3Sb2X9의 방출 파장대역은 370~560 nm 사이에

서 음이온 교환 반응(anion exchange reaction)을 통

해 조절될 수 있다(Figure 4(c))[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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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주석(Sn)

세 번째로, 주석(Sn)이 납을 대체하여 사용 가

능하다. 14족 원소인 주석(Figure 3(a))은 Pb와 유

사한 전자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defect tolerance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할로겐화 페로브스카

이트 나노결정의 B-site 양이온으로서 사용될 수 있

다(Figure 5(f)). Sn2+의 5s2 전자는 반결합성(anti- 

bonding) 특성을 가지고 있는 가전자대 최대치(va- 

lence bond maximum)를 형성할 수 있으며, 안정한 

전도대 최소치(conduction band minimum)를 형성

*출처: (c) Adv. Funct. Mater., 28, 1704446 (2018); (d) Adv. Funct. Mater., 28, 1704446 (2018); (e) Angew. Chem. Int. Ed., 55, 15012-15016 
(2016).

Figure 3. (a) 주기율표에서 Pb와 인접한 원소들; (b) A3B2X9 구조; (c) Cs3Bi2Br9 나노결정의 TEM 이미지; (d) deionized 

water를 처리한 이후, Cs33Bi2Br9의 안정성 변화(삽입: BiOBr에 의해 패시베이션된 Cs3Bi2Br9 퀀텀닷 그림); (e) MA3Bi2X9 

퀀텀닷의 조성에 따른 흡수 및 PL 스펙트럼.

*출처: (a), (b), (c), (d) ACS Nano., 11, 9294-9302 (2017); (e) Chem. Mater., 27, 5622-5632 (2015).

Figure 4. (a) (d) 2D 구조의 Cs3Sb2Br9, (b) Br이 풍부한 표면을 가지는 Cs3Sb2Br9, (c) Cs3Sb2X9의 조성에 따른 흡수 및 

PL 스펙트럼의 변화, (e) Tauc relation을 사용하여 얻은 Cs3Sb2I9의 밴드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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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그러나 Sn2+는 수분과 산소에 매우 취

약하여 주변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Sn4+로 산화되

기 쉽다(Figure 5(a)). 이런 산화과정은 소자를 불

안정하게 만들고 소자의 성능을 떨어뜨린다. 또한, 

CH3NH3SnI3에서는 Sn4+의 자발적인 생성 및 Sn2+의 

공공(vacancy) 때문에 물질이 p-type으로 self-dop-

ing 되어 페로브스카이트가 금속과 같은 행동을 보

인다[96]. 지금까지 전구체 용액에 첨가물(additive)

을 첨가하거나 대기환경을 조절하는 등의 방법을 

통한 Sn2+의 산화를 막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진

행되었다[96,97]. Song et al. 연구진은 Sn 기반의 

페로브스카이트 재료 및 막(film)의 안정성을 높이

기 위해 Sn4+의 생성을 막는 강한 환원제이자 강 

염기로 알려진 Hydrazine을 이용한 환원수증기법

(reducing vapor atmosphere method)을 연구했다

(Figure 5(a))[97]. CsSnX3의 광 발광(Photolumine- 

scence) 범위는 visible에서 near-IR 영역이며, APbX3 

페로브스카이트처럼 할로겐 원소의 조성을 조절

함으로써 광학 밴드갭(optical band gap)을 조절한

다(Figure 5(d)). 하지만 납 기반의 페로브스카이트

와는 다르게, CsSnX3의 보고된 PLQY의 값은 1% 

미만이다(Figure 5(c))[54].

최근, Sn 기반의 페로브스카이트의 안정성을 높

이기 위해, 3D구조에서 계층화된 구조(2D구조)로 

변형시키는 연구가 진행되었다(Figure 5(b))[98,99]. 

2D구조는 3D구조에서 파생되었으며 Ruddelsden- 

Popper의 (R-NH3)2MX4의 공식으로 표현할 수 있

다. 일반적으로 A는 긴 체인을 가지고 있는 유기

분자이며, 3D구조를 2D구조로 분리하는데 중요

한 역할을 한다. Lanzetta et al. 연구진은 phenyl-

ethylammonium (PEA ≡ C6H5CH2CH2NH3
+)을 사

용하여 2D구조의 (PEA)2SnIxBr4-x을 합성하고 이

를 이용한 발광소자를 연구했다[98]. (PEA)2SnI4는 

635 nm에서 0.24%의 최대 PLQY를 나타냈으며, 

이것은 CH3NH3SnI3의 PLQY (0.01%, at ~900 nm)

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다. 또한, Zhang et al. 연구

진은 oleylamine 양이온(OAm+ ≡ C18H35NH3
+)을 

이용한 (C18H35NH3)2SnBr4에 대하여 연구했다(Fi- 

gure 5(b))[99]. 절연(insulating) 성질을 가지고 있

는 oleylamine이 [SnBr6]
4- 정팔면체 사이의 전자밴

드(electronic band) 형성을 막아 강하게 Stokes-shi- 

fted 되어 주황색 빛을 내도록 한다(Figure 5(e)).

*출처: (a) J. Am. Chem. Soc., 139, 836-842 (2017); (b), (e) ACS Energy Lett., 4, 242-248 (2019) (2016); (c), (d), (f) J. Am. Chem. Soc., 
138, 2941-2944 (2016).

Figure 5. (a) Hydrazine 환원 증기법을 이용한 Sn4+의 환원 메커니즘, (b) Ruddlesden-Popper 유형의 (OAm)2SnBr4 페로브스

카이트 2D구조, (c) CsSnX3의 PLQY와 (d) 할로겐원소조절을 통한 방출 파장조절, (e) Exciton self-trapping state을 나타낸 

그림, (f) CsSnX3 (X = Cl, Cl0.5Br0.5, Br, Br0.5I0.5, I0.5) 나노결정의 XRD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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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2+의 안정성을 개선하기 위해, Sn2+보다 안정

한 Sn4+를 이용해 페로브스카이트를 제조할 수 있

다. 이것은 ABX3 타입의 페로브스카이트 구조에

서 두 개의 B-site를 하나의 Sn4+와 하나의 빈 자리

로 대체된 A2BX6 타입의 수정된 페로브스카이트 

구조를 가진다(Figure 6(a)). Cs2SnI6 벌크로부터 

defect tolerance가 보고되었지만[55], 콜로이드 성 

Cs2SnI6 나노결정의 PLQY는 0.48% (at 620 nm)

로 좋지 못하다(Figure 6(b))[56].

후자의 접근법을 확장하여, B-site에 1가의 양이

온과 3가의 양이온이 한 개씩 포함된 이중 페로브

스카이트 구조가 제안되었다(Figure 6(c))[57]. 

A2BB’X6 타입의 이중 페로브스카이트 구조에 적

용 가능한 다양한 원소들 중에서, 이중 페로브스

카이트 구조로 제안된 화합물은 Cs2NaBiCl6, 

Cs2AgBiCl6, Cs2InBiCl6이다. Cs2AgBiX6 나노결

정 합성은 두 개의 독립적인 연구진에서 매우 최근

에 입증되었다[58,59]. 이외에도 Ge, Ca, Ti 등이 이

용된 비납계 페로브스카이트가 보고되었다[60-65].

3. 페로브스카이트 나노결정의 합성법

콜로이드 성 할로겐화 페로브스카이트 나노결

정을 합성하는 두 가지 대표적인 합성방법은 재결

정법(recrystallization)과 hot-injection technique이

다. 먼저, 재결정법(recrystallization)은 good solvent

에 있는 극성 전구체 용액(예를 들어, ABX3 타입

의 구조에서 A, B 및 X 전구체를 함유한 용액)을 

비극성 poor solvent에 첨가하여 재침전(reprecipi- 

tation)에 따른 핵 성장 및 결정성장을 유도함으로

써 간단히 수행된다(Figure 7(a)). 예를 들어, 먼저 

dimethylformamide 또는 dimethyl sulfoxide와 같은 

good solvent에 oleylamine과 oleic acid 리간드 분

자와 함께 CsX와 PbX2를 용해시킨 다음 toluene과 

같은 poor solvent에 good solvent에 용해된 혼합

물을 적가하여(drop wise) CsPbX3 나노결정을 합

성할 수 있다. 이 과정은 일반적으로 리간드 분자

와 함께 진행되며 이 리간드 분자는 결정의 성장

을 유한한 크기로 제한하여 나노결정이 생성되도

록 한다. 결정 표면에 부착된 리간드는 비양자성 

유기용매(aprotic organic solvent) 내에서 나노결

정 분산을 촉진시키며, 저비용 용액기반 제조공정

을 가능하게 한다. 나노결정의 크기, 크기분포 및 

형태는 리간드의 유형뿐만 아니라 극성(polar) 및 비

극성(nonpolar) 용매의 조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

라 조절될 수 있다[36,70]. 이온결합으로 이루어

진 할로겐화 페로브스카이트 구조는 형성에너지

가 낮기 때문에 실온에서 합성이 이루어질 수 있

으며, 실온에서의 제한된 열에너지가 결정성장에 

이용된다. 실온에서의 합성 가능성은 페로브스카

이트 물질의 대량생산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두 번째 일반적인 방법은 고품질의 콜로이드 성 

금속 칼코겐화물(metal chalcogenide) 나노결정을 

제조하기 위한 hot-injection 방법이다[71]. 이 공정

은 전형적으로 하나의 전구체 용액(예를 들어, ABX3 

타입의 페로브스카이트에서 A 전구체를 포함한 

*출처: (b) Chem. Mater., 28, 8132-8140 (2016).

Figure 6. (a) A2BX6 페로브스카이트 구조, (b) Cs2SnI6의 UV-vis 흡수와 PL 스펙트럼(삽입: 356 nm 하에서 콜로이드 용액

의 사진), (c) A2BB’X6 페로브스카이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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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액)을 다른 전구체(예를 들어, ABX3 타입의 페

로브스카이트에서 B와 X 전구체를 포함한 용액), 

리간드 그리고 비 배위 용매(noncoordinating sol-

vent)를 함유한 반응 용기에 주입함으로써 고온의 

전구체 혼합물이 만들어진다(Figure 7(b)). 예를 

들어, CsPbX3 나노결정은 리간드로 oleylamine과 

oleic acid를 함유한 PbX2 용액에 Cs 전구체를 고

온 주입(Hot injection)하여 합성할 수 있다[27]. 가

능한 한 빠르게 전구체 용액을 주입함으로써 매우 

짧은 시간 내에 결정 핵 생성이 유도된다. 결정 핵 

생성은 핵 형성 과정(nucleation process)을 분리하

여 원하는 크기의 결정을 형성하는 후속 성장 과

정(subsequent growth process)을 통해 조밀한 크

기 분포로 균일한 크기의 나노결정을 생성한다. 주

입 온도, 전구체 물질의 상대적인 조성, 결정성장

기간을 변화시킴으로써 나노결정의 크기와 분포

를 조절한다[27].

위에서 언급된 비납계 원소를 이용한 페로브스

카이트 합성은 납 기반 할로겐화 페로브스카이트 

나노결정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재결정화(re- 

crystallization) 또는 hot-injection에 의해 합성되

지만, 아직 연구단계에 있다. 합성하는데 있어, 비

납 금속 전구체, 캡핑 리간드(capping ligand) 및 반

응 조건의 선택은 비납계 할로겐화 페로브스카이

트 나노결정의 품질에 영향을 미친다. 비납계 할

로겐화 페로브스카이트 나노결정의 첫 번째 제조

방법은 Bӧhm 그룹에 의해 보고되었다. 구체적으

로, CsSnX3 (X = Cl-, Br-, I- 또는 이들의 조성혼합) 

나노결정은 170 ℃에서 oleic acid과 oleylamine을 

함유하고 있는 Cs2CO3 전구체 용액에 SnX2 용액

과 tri-n-octylphosphine을 hot injection함으로써 합

성된다. 이러한 합성은 X = Cl-일 때는 cubic 페로

브스카이트 구조를 만들어내고, X = Br-, I-일 때는 

orthorhombic 구조를 만든다(Figure 5(f)). Sn2+가 

최외각전자를 잃어버리고 Sn4+로 전환되기 쉽기 때

문에 이 반응은 불활성 대기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Sn2+을 이용한 합성 외에도, Sn4+을 사용하여 안정

성이 향상된 Sn 기반 할로겐화 페로브스카이트 나

노결정을 합성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octadecene에 용해된 cesium oleate (CsOA)를 tin 

tetraiodide (SnI4) 용액에 고온 주입하면 주변 환경

조건에서도 우수한 안정성을 갖는 Cs2SnI6 나노결

정이 생성된다[56,72]. A3B2X9 유형에서 B-site의 

이온이 3가 금속 양이온을 가지고 있는 비납계 할

로겐화 페로브스카이트도 비슷하게 합성된다. 즉, 

3가의 안티모니 전구체 용액(SbI3)을 CsOA 전구

체 용액에 hot injection함으로써 합성된다[52]. 콜

로이드 성 Cs3SbI9 나노결정은 벌크 형태와 비교해

서 향상된 안정성을 보인다. 최근에는 hot-injection

법에 기반한 Cs2AgBiX6 나노결정 합성이 개발되

었다[58,59]. Octadecene, oleic acid, oleylamine 

혼합물에 cesium acetate (Cs(OAc)), silver acetate 

(Ag(OAc))와 bismuth acetate (Bi(OAc)3)이 용해

된 용액에 neat trimethylsilyl bromide (TMSBr) 또

Figure 7. 콜로이드 성 페로브스카이트 나노결정을 합성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을 묘사한 그림, (a) 재결정화방법

(recrystallization)을 이용한 방법, (b) Hot-injection을 이용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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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trimethylsilyl chloride (TMSCI)을 빠르게 주입

하면 각각 Cs2AgBiBr6 또는 Cs2AgBiCl6 이중 페

로브스카이트 구조의 비납계 페로브스카이트 나

노결정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만들어진 입자에 합

성 후 음이온 교환(post-synthetic anion exchange 

reaction)하면 Cs2AgBiI6 나노결정을 만들 수 있다

[58]. Cs2AgBiBr6 나노결정을 제조하기 위한 또 다

른 합성방법은 CsOA 전구체 용액을 oleylamine, 

oleic acid, 소량의 브롬산(hydrobromic acid)과 함

께 bismuth tribromide (BiBr3)와 질산은(AgNO3)이 

담긴 혼합용액에 주입함으로써 만들어진다[59].

재결정화(recrystallization) 방법을 이용하여 비

납계 페로브스카이트를 합성할 수 있다. Good sol-

vent인 Dimethyl-formamide 또는 dimethyl sulf-

oxide에 용해된 cesium bromide (CsBr), trivalent 

antimony (SbBr3) 전구체 및 oleylamine의 혼합물

을 oleic acid가 담긴 octane poor solvent에 떨어뜨

려 Cs3Sb2Br9 나노결정을 얻는다[53]. 유사한 방법

으로 (CH3NH3)3Bi2X9 나노결정을 제조할 수 있다

[50]. 그러나 (CH3NH3)3Bi2Br9 나노결정에서 유기 

양이온의 사용은 특히 수분에 대한 안정성이 떨어

진다. 같은 연구진은 재결정화(recrystallization) 방법

으로 Cs3Bi2Br9 나노결정 합성법을 발표했으며, 이

것은 빛과 습기에 대한 향상된 안정성을 보였다[51].

4. 발광소자 적용을 위한 특성 제어

비납계 할로겐화 페로브스카이트 나노결정을 이

용하여 실용적인 발광소자를 제작하기 위한 첫 번

째 단계는 좁은 대역폭(narrow bandwidths)과 높

은 양자 효율(high quantum yields)을 가지도록 물

질의 방출 파장을 정밀하게 조정하는 것이다. 다

음 내용에서 (i) 방출 파장을 제어하고, (ii) 방출 대

역폭(emission bandwidth)을 좁히며, (iii) 비납계 

할로겐화 페로브스카이트 나노 결정의 PLQY를 향

상시키는 방법에 대하여 서술한다.

4.1. 방출 파장 제어

반도체는 물질의 밴드갭(bandgap)이 방출 파장

*출처: (a) Keli Han et al., Angew. Chem. Int. Ed., 56, 12471 
(2017); (b) Chem. Mater., 29, 7901-7907 (2017); (c) ACS 
Energy Lett., 2, 1662-1668 (2017).

Figure 8. (a) 서로 다른 음이온 조성을 가지고 있는 

Cs3Bi2X9 (X = Cl, Cl0.5Br0.5, Br0.5, Br0.5I0.5, I) 나노결정의 

사진, (b) Cs2SnI6 입자크기에 따른 광학특성, (c) 

(PEA)2SnIXBr4-X의 흡수 및 PL 스펙트럼.

을 결정한다. 밴드갭을 제어하는 간단한 방법은 

상이한 할로겐화 음이온(Br-, Cl-, I-)을 갖는 페로

브스카이트 나노결정을 제조하는 것이다. 합성하

는 동안, 서로 다른 할로겐원소 전구체를 상이한 

비율로 사용함으로써 조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이즈가 더 큰 할로겐화 음이온(I- > 

Br- > Cl-)을 갖는 페로브스카이트 나노결정이 보

다 낮은 에너지 방출을 나타낸다. 이런 현상은 조

성에 따라 구조의 격자 상수변화와 할로겐 원소의 

전기음성도 변화 때문에 발생한다. 예를 들어, 

(PEA)2SnIxBr4-x 나노결정의 방출 파장은 상이한 

할로겐 염의 조성을 조절함으로써 450 nm 내지 

640 nm로 조절할 수 있다(Figure 8(c))[98]. 그리

고 Cs3Bi2X9 나노결정의 방출 파장은 400 nm 내지 

560 nm 범위로 조정할 수 있다(Figure 8(a))[73]. 

또한, 합성된(as-synthesized) 페로브스카이트 나노

결정은 합성 후 음이온 교환반응(post-synthetic 

anion exchange reaction)을 통해 할로겐 조성 조절

이 가능하다(Figure 4(e))[74,75]. 양이온 교환반응

(cation exchange reaction)이 잘 일어나는 금속 칼

코겐화물과 달리, 페로브스카이트 나노결정은 약

한 이온결합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이온 교

환반응이 양이온 교환반응보다 훨씬 쉽다[7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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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로브스카이트 격자 내에서 확산 및 이동하는 할

로겐 이온들은 다른 할로겐 이온으로의 치환을 선

호하며[74,75], 실온에서 사이즈가 큰 이온으로 치

환이 가능하다[78-80]. 이러한 특성 때문에 할로겐

화 페로브스카이트는 1980년대부터 할로겐 이온 

전도성 물질로 알려졌다[81]. 일반적으로 음이온 

교환은 치환하고자 하는 할로겐 이온 전구체를 원

하는 비율로 페로브스카이트 나노결정에 혼합함

으로써 용액상에서 간단하게 이루어진다[74,75]. 

비교적 간단한 이 방법은 향후 비납계 페로브스카

이트의 방출 파장 조절 연구로 적용될 수 있다. 아

직까진 비납계 페로브스카이트 나노결정의 완전

한 양이온 교환반응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최근

에 양이온 조성 변형의 가능성이 입증되었다[58]. 

예를 들어, Cs3BiBr6 나노결정을 형성하기 위해, 

toluene 내에서 Cs2AgBiBr6 나노결정의 Ag+와 강

하게 결합할 수 있는 triethylphosphine을 처리함으

로써 Ag+의 추출이 이루어진다. 이 방법은 구조가 

변형되지 않고 양이온을 추출해낼 수 있는 방법으

로, 물질의 전자 특성을 조정할 뿐만 아니라 새로

운 방식으로 비납계 페로브스카이트 나노결정을 제

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조성 변형을 통한 밴드갭을 조절하는 것 외에

도, Bohr exitonic diameter 보다 작은 크기의 나노

결정 반도체에서 나타나는 양자 구속 효과(quan- 

tum confinement effect)[71]를 이용하여 입자크기

에 관한 함수를 통해 미세하게 조정할 수 있다[27]. 

이 효과는 수 나노미터의 excitonic diameter를 갖

는 페로브스카이트 나노결정에서 두드러진다[27]. 

이론적으로 결정이 성장하는 동안, 광학 밴드갭을 

결정하는 요소인 결정크기가 연속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양자 구속 효과(quantum confinement ef-

fect)를 통해 원하는 방출파장을 갖도록 정밀하게 

조절을 할 수 있다. 실제로, 결정크기는 반응온도 

및 성장 시간을 조작함으로써 제어되지만, 리간드 

분자 및 용매의 선택에 의해서도 달라진다. 예를 

들면, Weiss et al. 연구진은 단순히 반응온도를 변

화시킴으로써 비납계인 Cs2SnI6 나노결정의 크기

가 12 ± 2.8 nm에서 38 ± 4.1 nm로 조절할 수 있음

을 입증했으며, 만들어진 나노결정은 입자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red-shift를 보인다(Figure 8(b))[72].

4.2. 방출 대역폭 제어

특히, 디스플레이로 응용하기 위해선, 좁은 반

치폭(FWHM)을 갖는 방출 스펙트럼이 필요하다. 

또한 넓은 색 영역을 구현하기 위해선, 적색, 녹색 

및 청색의 색 좌표가 CIE (commission interna- 

tionale de l’éclairage) 색도차트의 가장자리에 가

깝게 위치해야 한다(Figure 1(d)). 입자크기가 방

출 파장을 결정하고 방출 스펙트럼의 대역폭은 입

자크기 분포에 의해 조절되기 때문에, FWHM은 

우수한 차원 균일성(dimensional uniformity)을 통

해 좁힐 수 있다. 이것은 Bohr diameter 보다 작은 

나노결정에 적용되며, 나노결정은 강한 양자 구속 

영역(strong quantum confinement regime)에 속해 

있다. 이 영역에 속하는 크기를 갖는 나노결정은 단

순히 크기조절을 통해 방출 색을 조절할 수 있지

만, 약한 양자 구속 영역(weak quantum confine-

ment regime)에 속하는 나노결정들의 스펙트럼 폭

을 좁히기 위해선, 실질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약

한 양자 구속 영역(weak quantum confinement re-

gime)에 속하는 나노결정의 광학 밴드갭은 기하학 

변화에 덜 민감하다. 즉, 크기분포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광학 밴드갭의 변화는 작다. 거의 일정

한 광학 밴드갭을 갖는 페로브스카이트 나노결정

의 경우, 나노결정들로부터 방출된 광 자기흡수

(selfabsorption) 또는 나노결정들 사이의 Fӧrster 

resonance energy transfer (FRET)이 크게 억제된

다[35]. 작은 나노결정(큰 에너지 밴드갭)에서 방

출된 빛이 큰 나노결정(작은 에너지 밴드갭)에 의

해 재흡수가 일어나는 것과 excited된 작은 나노결

정에서 큰 나노결정으로의 nonradiative energy 

transfer은 PLQY를 감소시킨다. 이것은 발광소자

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 피해야 하는 요소이다. 실

제로, 나노결정에서 자기 흡수(selfabsorption) 및 

FRET이 억제된 것은 나노결정의 방출 파장 및 양

자수율이 물질의 농도에 덜 민감하다는 걸 의미한

다[35]. Nag et al. 연구진은 Bohr 반경이 7 nm인 



발광소자용 비납계 페로브스카이트 나노결정

KIC News, Volume 22, No. 3, 2019   21

11 nm CsPbBr3 나노결정의 광 발광이 매우 약한 

농도의존색도(chromaticity)와 PLQY를 나타내는 

것을 입증했다[35]. 또한, 박막 조립체(assemblies)

에서 CsPbBr3의 나노결정의 광 발광은 CsPbBr3 

나노결정의 희석된 용액의 광 발광과 거의 같다는 

것을 보여주었다[35]. 전반적으로, 납 기반 페로브

스카이트 나노결정은 CdSe 나노결정의 FWHM 

(25~35nm)보다 작다(15~35 nm)[21,82]. 그러나 비

납계 할로겐화 페로브스카이트 나노결정의 FWHM

은 위의 값들보다 상당히 크다(> 30 nm). 비납계 

할로겐화 페로브스카이트 나노결정의 합성은 아

직 발전 단계에 있기 때문에 많은 개선이 기대된다.

4.3. PLQY 제어

비납계 할로겐화 페로브스카이트 나노결정을 

디스플레이에 사용하기 위해선 높은 PLQY 수치

를 갖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고된 

PLQY 수치는 납 기반 페로브스카이트의 수치보

다 한참 뒤떨어져 있다. 납 기반 할로겐화 페로브

스카이트는 이들 물질의 고유한 defect tolerance 

전자구조 때문에 PLQY가 90%를 초과한다. 이 특

징은 연구원들로 하여금 비납계 페로브스카이트 

나노결정에서도 유사한 특성을 발견하도록 영향

을 주었다. 그러나 defect-tolerance를 갖는 비납계 

페로브스카이트 나노결정에 대해선 PLQY가 높은 

수준까지 달성되지 못했다.

일반적으로, 엑시톤의 결합에너지가 낮고, ex-

citon diffusion length가 길어지게 되면, 엑시톤이 

소멸되어 PL quenching이 일어나 PLQY가 낮아진

다. 또한 결정 표면에 존재하는 표면결합(surface 

defect)으로 인해 nonradiative recombination의 비

율이 증가하여 낮아지게 된다[27,100-102]. 납 기

반 할로겐화 페로브스카이트에서는 PLQY를 향상

시키기 위해 (i) 표면을 패시베이션함으로써 결정

의 결함밀도(density of surface defect)를 줄여 ra-

diative-recombination의 비율을 높여준다(Figure 

9(a))[27,102]. 또한 결정의 크기를 감소시킴으로써 

(ii) quantum confinement effect을 높이고(Figure 

9(b))[100,101], (iii) 엑시톤 결합에너지를 증가시

켜 PLQY를 높일 수 있다[90]. 납 기반 할로겐화 

페로브스카이트 나노결정에 Mn2+를 삽입하면, 호

스트 격자에서 새로 결합된 Mn2+ 사이트[87]로의 

에너지 전달을 통해 발광특성이 향상되고 결정 형

성에너지를 향상시킴으로써 열과 공기에 대한 안

정성을 높인다(Figure 9(c))[90].

초기 합성된 CsSnX3 나노결정은 낮은 양자수율

(0.14%)을 보였다[54]. 이것은 할로겐화 페로브스

카이트 구조에서 Pb2+의 6s2 전자처럼 Sn2+의 5s2 전

자가 전자적으로 깨끗한 밴드갭 구조(clean band 

gap)를 보인다는 가설을 반증했다. 낮은 양자 수율

을 보인 이유는 Sn2+가 산화됨에 따라 nonradiative 

deep defect의 생성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된다. 

Sn2+보다 안정한 Sn4+ 양이온이 사용되더라도[55], 

생성된 Cs2SnI6 나노결정의 PLQY (0.48%)는 여

전히 낮다[56]. Cs3Sb2I9 나노결정으로부터 5% 정

도 약간 더 높은 PLQY가 얻어지지만 이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다[52]. Cs3Sb2I9 나노결정의 낮은 PLQY 

수치는 Sb의 5p오비탈의 spin-orbit splitting이 Pb

*출처: (a) Adv. Funct. Mater., 26, 2435-2445 (2016); (b) Nanoscale., 10, 13356-13367 (2018); (c) J. Am. Chem. Soc., 139, 11443-11450 (2017).

Figure 9. (a) 페로브스카이트의 자가(self) 페시베이션, (b) 결정크기에 따른 PLQY, (c) Mn2+ 치환을 통한 형성에너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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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6p오비탈의 spin-orbit splitting보다 약해 deep 

defect가 형성되기 때문인 것으로 예측된다[83]. 또

한 이에 관한 이론 연구는 안티모니(Sb) 기반의 페

로브스카이트 물질에서 생성된 점결함(point defect)

이 deep state를 만들어내고, nonradiative recombi-

nation center로서 작용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84]. 

최근에 Song et al. 연구진은 Cs3Sb2Br9 나노결정

으로부터 46%의 비교적 높은 PLQY를 보고했다

[53]. 이러한 결과는 Cs3Sb2Br9 코어가 브롬이 풍

부한 표면으로 보호되어 있는 composition-derived 

quantum-well 구조(Figure 4(c))와 높은 엑시톤 결

합에너지가 양자수율 향상에 기여한다는 것을 나

타낸다[53]. 비스무트(Bi) 기반의 비납계 할로겐화

물 나노결정의 PLQY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CH3NH3)3Bi2X9 나노결정의 경우 할로겐원소에 

따라 0.03~15% 수치를 보이고[50], Cs3Bi2X9 나노

결정의 경우 0.018~26.4%의 수치를 보인다[51]. 

Mohammed et al. 연구진에 의해 수행된 연구는 육

각형의 Cs3Bi2I9 나노결정의 광 발광이 excitonic re-

combination 과정에서 직접 및 간접 전이(direct and 

indirect transitions)와 관련된 이중분광(dual-spec-

tral) 특성을 나타낸다고 보고했다[85]. Cs3Bi2I9 나

노결정의 낮은 PLQY (< 0.1%)는 indirect 밴드갭

에 의해 촉진된 native defect로 인해 발생된 non-

radiative recombination pathway의 존재 때문이다. 

0.2%의 낮은 양자 수율은 합성 과정 중에 oleic acid 

리간드 분자를 사용하여 표면 트랩(surface trap)을 

패시베이션함으로써 4.5%로 극적으로 향상되었다.

비납계 할로겐화 페로브스카이트 나노결정에 대

한 현재의 이해는 여전히 기초적인 수준이다. defect

와 관련된 광 발광 퀜칭(Photoluminescence quen- 

ching)을 억제하고, 광 발광 특성을 개선하는 방법

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광 발광 개선을 

위해, 비납계 할로겐화 페로브스카이트 나노결정

을 패시베이션하는 방법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납 기반 할로겐 페로브스카이트에서 도

핑을 이용하여 PLQY를 향상시키는 방법처럼[90] 

도핑방법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며[86-89], 비

납계 할로겐화 페로브스카이트 나노결정의 도핑

*출처: (b) Adv. Funct. Mater., 28, 1704446 (2018); (c) Phys. 
Status Solidi RRL., 12, 1800090 (2018); (d) ACS Energy 
Lett., 2, 1662-1668 (2017); (e) ACS Energy Lett., 4, 
242-248 (2019).

Figure 10. (a) 광 발광과 전자발광 원리 묘사, (b) GaN칩 

위에 청색 빛을 방출하는 Cs3Bi2Br9 나노결정 silica 복합

체와 노란빛을 방출하는 YAG를 기본으로 한 빛을 내는 

디바이스의 방출 스펙트럼, (c) CsSnX3의 전자발광, (d) 

(PEA)2SnIXBr4-X의 전자발광, (e) (OAm)2SnBr4의 전자발광.

에 관한 연구는 아직 보고된 바가 없으므로 이 주

제에 대하여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

5. 발광 소자 적용 사례

일반적으로 방출성 물질을 이용한 발광소자를 

제조하는데 2개의 상이한 프로세스가 이용된다. 첫 

번째는 광 발광(Photoluminescence)이다. 광 발광

을 기반으로 한 소자는 방출 물질의 photoexcitation

을 위한 별도의 고 에너지 광원을 사용하여 방출 

물질의 광학 밴드갭에 해당하는 에너지의 빛을 방

출한다(Figure 10(a)). 이것은 디스플레이에서 색 

변환 또는 색향상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상용되고 

있는 퀀텀닷 디스플레이의 콜로이드 성 반도체 나

노결정 사용이 광 발광 소자의 좋은 예이다[33,91]. 

청색 광원에 녹색 및 적색의 혼합된 퀀텀닷 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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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팅함으로써, 청색광의 일부는 광 발광을 통해 

적색 또는 녹색 광으로 변환되고 백색광은 적색, 

녹색 및 청색 발광을 합침으로써 얻을 수 있다. 발

광소자의 또 다른 원리인 전자발광(Electrolumine- 

scence) 프로세스에서는, 전자와 정공을 방출 물질 

내로 직접 주입하여 exciton을 형성하고, 형성된 

exciton은 방출 물질의 광학 밴드갭에 상응하는 빛

을 방출한다(Figure 10(a)). 전자발광은 유기발광

다이오드(OLEDs)의 작동원리로, 전자 및 정공을 

방출층(emissive layer)으로 전달하는 것을 도와주

는 기능성 다중 층을 가진다[92-94]. 광 발광에 비

해, 전자발광이 디스플레이 작동에 더 효율적이라

고 여겨진다[94]. 그러나 비납계 페로브스카이트 나

노결정의 낮은 방출 양자수율(low emissive quan-

tum dot yield), 넓은 광학 대역폭(large optical band- 

width), 대기 및 습기에 대한 낮은 안정성 때문에 

전자발광디바이스를 제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비납계 할로겐화 페로브스카이트 나노결정을 이

용한 발광소자의 경우, 광 발광원리를 이용한 발

광소자는 한 가지 사례가 보고되었다. Tang et al. 

연구진은 최근에 410 nm (FWHM = 48 nm)에서 

19.4%의 높은 PLQY와 결정 표면상에 물로 유도

된 BiOBr층에 의해 가해지는 패시베이션 효과를 

통해 우수한 수분 안정성을 나타내는 청색 CsBi2X9 

나노결정을 제조했다(Figure 4(d))[51]. GaN칩 상

에 노란색을 방출하는 Y3Al5O12 (YAG)과 파란색

을 방출하는 CsBi2X9 나노결정이 혼합되어있다. 

Cs3Bi2X9 나노결정과 YAG로부터 방출된 두 가지 

피크의 조합은 8477.1 K의 색 온도와 빛과 열에 

대하여 높은 안정성을 갖는 백색광을 나타낸다

(Figure 10(b)).

최근, Sn 기반의 페로브스카이트를 이용한 전자

발광소자에 관한 몇 가지 사례가 보고되었다

[98,99,103]. Sn 기반의 페로브스카이트를 이용한 

발광소자는 적색~근적외선(Near-infrared) 영역의 

빛을 방출한다(Figure 10(c)~(e)). 지금까지, 비납계 

할로겐화 페로브스카이트 나노결정 발광소자에 대

한 연구는 화학자 및 재료 과학자들에 의해 주도

되었으며, 적절한 물리적 특성을 갖는 페로브스카

이트 결정 합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초기단계

가 지나면, 디바이스 엔지니어의 노력이 중요해질 

것이다[33,34,95].

6. 결론 및 전망

발광소자로의 응용을 위한 페로브스카이트 나

노결정에 관한 연구는 겨우 몇 년 전에 시작되었

으며 비납계 할로겐화 페로브스카이트 나노결정

에 대한 연구는 훨씬 더 짧은 기간 동안 수행되었

다. 비납계 할로겐화 페로브스카이트 나노결정 합

성이 상당히 진행되었지만, 광학 특성에 대한 더 

많은 이해가 필요하다. 비납계 할로겐화 페로브스

카이트 나노결정의 광 발광을 quenching하는 non-

radiative recombination process에 대한 연구가 필

요하며, 결함(defect)의 성질을 밝히기 위해 비납

계 페로브스카이트의 광 물리 과정에 대한 이론적 

및 실험적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연구

는 비납계 할로겐화 페로브스카이트 물질의 de-

fect-tolerance특성을 실현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 

할 수 있다. 또한, 실제 상용 디바이스에 적용되기 

전에 비납계 할로겐화 페로브스카이트 나노결정

의 열, 빛, 산소, 습기 또는 화학 물질에 대한 안정

성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페로브스카이트 구조

의 이온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비납계 

재료에 국한되지 않으며, 납 기반 페로브스카이트 

및 비⋅나노결정질 벌크 재료(non-nanocrystalline 

bulk material)에 대해서도 여전히 문제가 있다. 이

러한 유사 시스템에 대한 수평적 노력은 발광 소

자의 개발 분야뿐만 아니라 페로브스카이트 기반 

광전지 분야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모든 노

력들은 비납계 할로겐화 페로브스카이트 나노결

정의 미래의 광전자 공학활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

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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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V. Bulović, Emergence of colloidal 

quantum-dot light-emitting technologies, Nat. 

Photonics, 7, 13-23 (2013).

95. D. V. Talapin and J. Steckel, Quantum dot 

light-emitting devices, MRS Bull., 38, 685-691 



기획특집: OLED

30  공업화학 전망, 제22권 제3호, 2019

(2013).

96. Y. Takahashi, R. Obara, Z. Lin, Y. Takahashi, 

T. Naito, T. Inabe, S. Ishibashi, and K. 

Terakura, Charge-transport in tin-iodide pe- 

rovskite CH3NH3SnI3: Origin of high conduc- 

tivity, Dalton Trans., 40, 5563-5568 (2011).

97. T. Song, T. Yokoyama, C. Stoumpos, J. 

Logsdon, D. H. Cao, M. R. Wasielewski, S. 

Aramaki, and M. G. Kanatzidis, Importance 

of reducing vapor atmosphere in the fabric- 

ation of tin-based perovskite solar cells, J. 

Am. Chem. Soc., 139(2), 836-842 (2017).

98. L. Lanzetta, J. M. Marin-Beloqui, I. San- 

chez-Molina, D. Ding, and S. A. Haque, 

Two-dimensional organic tin halide perov- 

kites with tunable visible emission and their 

use in light-emitting devices, ACS Energy 

Lett., 2, 1662-1668 (2017).

99. X. Zhang, C. Wang, Y. Zhang, X. Zhang, S. 

Wang, M. Lu, H. Cui, S. V. Kershaw, W. 

W. Yu, and A. L. Rogach, Bright orange 

electroluminescence from lead-free two-di- 

mensional perovskites, ACS Energy Lett., 4, 

242-248 (2019).

100. X. Li, Y. Wu, S. Zhang, B. Cai, Y. Gu, J. 

Song, H. Zeng, CsPbX3 quantum dots for 

lighting and displays: Room temperature 

synthesis, photoluminescence superiorities, 

underlying origins and white light-emitting 

diodes, Adv. Funct. Mater., 26, 2435-2445 

(2016).

101. J. W. Choi, H. C. Woo, X. Huang, W. G. 

Jung, B. J. Kim, S. W. Jeon, S. Y. Yim, J. S. 

Lee, and C. L. Lee, Organic-inorganic hybrid 

perovskite quantum dots with high PLQY 

and enhanced carrier mobility through cry- 

stallinity control by solvent engineering and 

solid-state ligand exchange, Nanoscale, 10, 

13356-13367 (2018).

102. M. J. La-Placa, G. Longo, A. Babaei, L. 

Martınez-Sarti, M. Sessolo, and H. J. Bolink, 

Photoluminescence quantum yield exceeding 

80% in low dimensional perovskite thin-films 

via passivation control, Chem. Commun., 53, 

8707-8710 (2017).

103. F. Yuan, J. Xi, H. Dong, K. Xi, W. Zhang, 

C. Ran, B. Jiao, X. Hou, A. K. Y. Jen, and 

X. Wu, All-inorganic hetero-structured cesium 

tin halide perovskite LEDs, Phys. Status 

Solidi RRL, 12, 1800090 (2018).

허 예 진
2014~2018 인하대학교 화학과 학사

2019~현재 연세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석사과정

조 정 호
1994~2001 서강대학교 화학공학과 학사

2001~2003 POSTECH 화학공학과 석사

2003~2006 POSTECH 화학공학과 박사

2006~2008 University of Minnesota 박사후 

연구원

2008~2012 숭실대학교 

유기신소재ᆞ파이버공학과 조교수

2012~2018 성균관대학교 나노공학과 

부교수

2015 Northwestern University 
방문교수

2019~현재 연세대학교 화학생명공학과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