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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양자점은 직경이 수 나노미터 수준으로 작아져 

양자 구속 효과를 받는 반도체 결정 입자이다[1,2]. 
양자점은 발광색의 반치폭이 좁고 발광 효율이 우

수한 특성으로 인해 OLED에 이은 차세대 디스플

레이 발광 소재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3-5]. 현
재 상용화되어 있는 양자점 디스플레이는 양자점

의 형광(photoluminescence, PL) 특성을 활용한 액

정형 디스플레이다. 적색, 녹색광 파장을 발하는 양

자점이 포함된 필름을 청색 백라이트유닛 앞에 덧

대고, 양자점을 청색 빛을 통해 광학적으로 여기 

시킴으로써 고품질의 백색 광원을 얻는 방식으로 

저자 (E-mail: kangms@sogang.ac.kr)

형성된 백색 광원이 액정층과 컬러 필터 층을 통과

하고 적색(R), 녹색(G), 청색(B)의 3원색으로 분리

되면서 디스플레이 상의 이미지가 구현된다[6-8]. 
결과적으로 양자점 형광 필름을 도입함으로써 기

존 액정형 디스플레이보다 색 재현율이 향상된 디

스플레이를 선보일 수 있었다. 하지만 양자점의 우

수한 발광 특성을 온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양자

점 발광층이 디스플레이 장치의 전면부에 위치하

여 양자점으로부터 발현된 빛이 직접 사람의 눈으

로 인식될 수 있는 형태의 디스플레이가 필요하다. 
즉, 양자점을 컬러 필터 층에 도입하거나, 궁극의 

형태로는 현재의 유기발광다이오드(organic light 
emitting diode, OLED)를 기반으로 한 디스플레이와 
같이 전계를 통해 자발광이 가능한 양자점 발광 다
이오드(quantum dot light emitting diode, QD-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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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최근 우수한 발광 특성을 갖는 양자점을 고해상도 디스플레이의 발광 소재로 도입하고자 하는 노력이 활발

하다. 양자점을 활용한 디스플레이의 실현을 위해서는 콜로이드 상태인 다색의 양자점을 고해상도로 패터닝하는 기술

의 확립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ethane-1,2-diyl bis(4-azido-2,3,5,6-tetrafluorobenzoate)를 양자점용 가교제로 활용

하여 용액공정을 기반으로 형성된 양자점 박막을 고해상도로 패터닝한 기술을 소개하고자 한다. 위 양자점용 가교제

의 양 말단에는 아지드 그룹을 포함한 작용기가 존재한다. 아지드 기는 자외선에 의해 광 활성화되어 양자점 표면의

알킬 리간드와 가교 결합을 형성함으로써, 양자점 박막에 화학적 내구성을 부여한다. 본 기술을 기반으로, 적색, 녹색,
청색의 카드뮴 기반 양자점을 고해상도로 패터닝하고 정밀하게 배열하여 인치 당 화소 수 1400 이상의 픽셀 형성에

성공하였다. 또한 가교 반응 후에도 성능 저하가 없는 양자점 박막 및 자발광 양자점 다이오드를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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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접목한 디스플레이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기술적 난제들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삼원색(RGB)의 양자점을 균일하고 높은 해

상도로 패터닝하여 미세 화소를 형성하는 기술이

다. 양자점은 합성 시 콜로이드 형태의 용액 상으로 
얻어지기 때문에 OLED의 유기발광 소재와 같이 

열 증착법을 통해 패턴을 형성하기 어렵다[9,10]. 
양자점을 용액 상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은 다른 
공정에 비해 저비용으로 대면적 박막 제작에 용이

하다는 장점을 지니지만, 후속 층 공정 시 용매에 

의해 양자점 박막이 손상된다는 단점이 있다. 이 

때문에 반도체 산업에서 고해상도 패터닝을 위해 

널리 사용되는 포토레지스트를 이용한 리소그래피

는 공정 시 사용되는 용매가 양자점 박막을 손상

시켜 양자점 박막을 패터닝하기 위한 기술로는 적

합하지 않다[11]. 적색, 청색, 녹색의 양자점 화소

를 연속적인 용액공정을 통해 나란히 제작할 경우 

먼저 형성된 양자점 화소에 손상이 발생하고 이는 

성능저하로 이어진다. 이에, 선행된 양자점 패턴에 

손상을 주지 않는 패터닝 공정의 개발이 불가피하

다. 이러한 상황에서 잉크젯 프린팅, 마이크로 전

사 프린팅 등 다양한 공정방법이 양자점용 패터닝 

기술로써 연구/개발되고 있다[12-17]. 다만 각각의 

공정 방법은 배치된 양자점 픽셀의 정밀도, 균일

도 및 생산성의 측면에서 여전히 해결해야할 문제

가 남아있고, 이는 자발광에 기초한 양자점 디스플

레이 장치 개발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광 리소그래피 기술은 양자점 박막의 광 반응에 

따른 화학적/물리적 변환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고
해상도의 패턴을 빠르고 균일하게 형성할 수 있는 

유망한 전략이다. 실제 광 리소그래피 기술을 바탕

으로 양자점 박막을 패터닝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Figure 1). 대표적으로 Manna 그
룹은 양자점의 표면 지방족 리간드가 X-선 노출 시 
활성화되어 화학적으로 가교된 양자점 박막을 형

성할 수 있음을 입증하였고[18,19], Liao 그룹은 유

사한 접근방식에 Ar 플라즈마를 사용하여 양자점 

박막을 가교하였다[20]. 이들은 선택적 노광을 통해 

*출처: (좌) ACS Nano, 10, 1224-1230 (2016); (우) Adv. Mater., 2003805 (2020).

Figure 1. 다양한 양자점 광패터닝 방법. a: X-ray 조사에 따른 양자점 표면 리간드의 graphitization 반응을 활용한 양자점 

광패터닝 기술. 아래 SEM 이미지는 해당 기술을 통해 패터닝 된 CsPbBr3 양자점 박막의 이미지임. b: 광활성 분자와 양자

점 리간드와의 표면 반응을 유도하여 양자점 박막을 패터닝하는 기술. 아래 형광 이미지는 고해상도로 패턴된 녹색CdSe/ 
Cd1-xZnxSe1-ySy/ZnS 양자점 박막의 사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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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점 박막을 성공적으로 패터닝 하였으나, 고 에

너지인 X-선 또는 플라즈마 소스는 양자점 박막의 

발광 효율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높아 발광 소자 제

조에 해당 기술을 적용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Talapin 그룹은 양자점 표면을 다양한 파장의 자외

선-가시광선(UV-Vis, 254~450 nm) 및 전자빔에 반

응성을 갖는 분자로 치환하여 양자점 박막을 패터

닝하였다. 광원이 조사되면 리간드 분자가 광분해 

되고 양자점 표면의 화학적 특성이 바뀌면서 광원

에 조사된 영역과 조사되지 않은 영역 간 용해도 

차이가 발생한다. 이후 현상액을 이용해 광원에 노

출되지 않은 영역을 선택적으로 제거함으로써 양자

점 박막을 패터닝하였지만, 리간드 치환 과정에서 

양자점의 발광 효율이 약 40% 감소하였다[21,22]. 
이에 최근에는 양자점 표면 리간드와 반응이 가능

한 광분해성 리간드를 최소량 도입하여, 패터닝 

공정 후에도 양자점 박막의 발광 효율이 ~75% 유
지되는 방법을 개발하였고, 해당 기술을 기반으로 

1.5 µm 수준의 고해상도 양자점 패턴 형성에 성공

하였다. 하지만, 양자점 표면 리간드와 광분해성 

분자의 반응 단계에서 필연적으로 산성의 부산물

이 발생하기 때문에 양자점 발광소자로의 적용을 

위해서는 방법의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23].
패터닝 공정을 통해 형성된 양자점 박막의 최종 

발광 효율은 해상도와 더불어 자발광 양자점 디스

플레이의 성능을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로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는 요소이다. 본 연구에서는 양자점 

본연의 우수한 발광 특성은 보존하면서 고해상도

로 패턴을 형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광패터닝 방

법을 개발하였다. Phenyl azide가 말단에 부착된 

양자점용 가교제(light-driven ligand crosslinker, 
LiXer)를 도입하여 연속 용액 공정에 노출되어도 

손상이 없는 구조적으로 견고한 양자점 패턴에 성

공하였다. 또한 광패터닝 공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양자점 박막의 발광 효율의 변화를 분석하고, 
광가교된 양자점 박막을 적용한 QD-LED를 제작

하여 광패터닝 공정에 따른 양자점 박막의 광전기

적 특성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2. 양자점용 광가교제를 이용한 고해상도 광패

터닝

2.1. 양자점용 광가교제(LiXer)를 이용한 양자

점 박막의 광가교 원리

Figure 2a는 자외선에 의하여 개시되는 양자점용 
광가교제(LiXer)와 양자점 표면 알킬 리간드간의 

광가교 반응을 도식화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양 
말단에 fluorinated phenyl azide 기가 달린 ethane- 
1,2-diyl bis (4-azido-2,3,5,6-tetrafluorobenzoate)를 
양자점 용 광가교제로 사용하였다. Fluorinated phe-
nyl azide는 잘 알려진 광활성 작용기로, UV (254 
nm)에 노출되면 반응성이 높은 nitrene 중간체를 

형성하며, 근처에 있는 알킬 사슬과 쉽게 탄소(C)-
수소(H) 삽입 반응을 통해 결합을 형성한다[24,25]. 
양자점의 표면은 양자점의 안정적인 분산과 특성 

유지를 위해 긴 지방족 사슬(예: oleic acid, alkyl 
thiol)로 뒤덮여 있기 때문에, LiXer를 첨가하여 이

웃한 양자점의 리간드가 서로 가교된 양자점 네트

워크를 형성할 수 있다. 해당 방법은 합성 직후의 

긴 알킬 리간드가 달린 고성능의 양자점을 온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양자점에 광활성 기능을 부

여하기 위해 리간드 치환을 해야 했던 이전 방법

들과 달리 양자점 표면 처리에 따른 발광 특성의 

저하가 나타나지 않는다[21,22]. 해당 방법을 통한 

양자점 패턴의 형성 과정은 다음과 같다(Figure 2b). 
(1) 양자점과 LiXer의 혼합 용액을 기판에 스핀 코

팅한 후, (2) 형성된 박막에 UV를 조사하고, (3) 양
자점이 용해성을 갖는 유기 용매(예: toluene, chlo- 
roform 등)을 이용해 가교 되지 않은 영역을 현상

함으로써 마무리된다. 전체 과정은 이미 기술적으

로 성숙화 상태인 반도체 산업의 포토 리소그래피 

공정을 기반으로 한다. 최종적으로 형성된 양자점 

박막 내부의 양자점들은 서로 견고하게 가교 되어

있기 때문에, 양자점과 LiXer의 분산을 위해 사용

되었던 유기 용매에 직접 노출되어도 지워지지 않

는다. 따라서 해당 공정의 반복을 통해 하층 손상 

없이 다색 양자점 패턴을 형성할 수 있으며, 양자

점 패턴의 수평형 배열(Figure 2c) 뿐만 아니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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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at. Commun., 11, 2874 (2020).

Figure 2. 양자점 용 광가교제(LiXer)를 이용한 양자점 박막의 광패터닝 방법. a: LiXer의 양 말단에 달린 아지드(-N3)기의 

자외선 노광에 따른 광활성화 및 이웃한 양자점 표면 리간드와의 C–H 삽입 반응을 나타낸 그림. 본 실험에서는 ethane- 
1,2-diyl bis(4-azido-2,3,5,6-tetrafluorobenzoate)를 LiXer로 사용함(화학구조식 참고). b: LiXer를 이용한 양자점 박막의 광패

터닝 공정 과정. 본 기술의 반복을 통해c 수평 및 d 수직 방향으로 적층된 다색의 양자점 패턴의 형성이 가능함.

*출처: Nat. Commun., 11, 2874 (2020).

Figure 3. LiXer와 양자점 간의 광가교 반응 여부 및 가교된 양자점 박막의 화학적 내구성 평가. 양자점(CdSe / CdZnS QD, 
diameter = 13 nm)과 LiXer (5 wt%)를 단순 혼합하여 형성한 박막(위, before crosslinking)과 동일한 박막에 자외선(254 
nm, 0.4 mWcm-2)을 노광하여 광가교 시킨 박막(아래, after crosslinking)의 a: FT-IR, b: GI-SAXS 분석 결과. c: 5 wt%의 

LiXer를 사용해 광가교 된 박막(아래)과 가교되지 않은 순수한 양자점 박막(위)의 화학적 내구성 차이를 보여주는 사진. 
두 박막의 침지에 사용된 toluene은 양자점과 LiXer의 분산에 사용된 용매임. 광가교된 양자점 박막을 toluene 용매에 침지

하기 전(d)과 후(e)의 AFM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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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방향으로의 적층 공정도 가능하다(Figure 2d).

2.2. 양자점 박막의 가교 여부 및 화학적 내구

성 평가

실제 UV 노출 시 양자점과 LiXer 간 반응이 이

루어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FT-IR (Fourier transform 
infrared spectroscopy) 분석을 진행하였다(Figure 
3a). 위쪽에 낸 스펙트럼(before crosslinking)은 to- 
luene에 분산시킨 양자점(CdSe/CdZnS QD, diam-
eter = 13 nm)과 LiXer (5 wt%) 혼합 용액을 기판

에 스핀 코팅하여 형성한 양자점-LiXer 혼합 박막

의 FT-IR 결과이고, 아래 스펙트럼(after crosslin- 
king)은 동일한 박막에 UV (254 nm, 0.4 mWcm-2)
를 노광하여 얻은 결과이다. 2130과 1250 cm-1에

서 나타나는 신호는 LiXer의 아지드 (-N3) 그룹의 

존재를 나타내는 지표로, 양자점 박막이 UV에 노

출된 후 해당 신호들의 세기가 감소한 것을 통해 

양자점과 LiXer 간 결합 반응이 진행되었음을 짐

작할 수 있다[26]. Figure 3b는 가교 전후 양자점 

박막의 GI-SAXS (grazing incidence small-angle 
X-ray scattering) 분석 결과이다. 양자점과 5 wt%
의 LiXer가 혼합되어 있고 가교 되지 않은 박막의 

경우, qxy = 0.04386 Å-1에서 픽이 나타났다. 이 수

치는 인접한 양자점간 평균 중심 거리(center to 
center distance, d)로 환산했을 때 14.3 nm에 해당

하는 값이다. 동일한 박막에 자외선을 노광하여 가

교 반응을 진행한 경우에도 비슷한 qxy 값(0.04394 
Å-1)을 갖는 픽이 보였으며, 이는 양자점 간 거리에 
눈에 띄는 변화가 없음을 나타낸다. 가교 반응에 따

른 양자점 박막의 화학적 내구성을 살펴보기 위해 

가교 전/후의 두 박막을 양자점과 LiXer의 분산 

용액으로 사용된 모체 용매인 toluene에 침지시켜 

보았다(Figure 3c). 가교 되지 않은 양자점 박막의 

경우 toluene에 노출된 부분이 즉시 용해되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가교 된 양자점 박막은 장시간 

toluene에 담가 두어도 용해되지 않았다. AFM 
(atomic force microscopy) 분석을 통해 가교 된 양

자점 박막은 모체 용매에 침지시키더라도 박막의 

형태가 보존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Figure 3d,e). 

해당 결과들은 LiXer를 통해 광가교 된 양자점 박

막은 구조적인 변화 없이 매우 높은 화학적 내구

성을 갖는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는 본 기술의 반

복 공정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다색 양자점 패턴

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2.3. RGB 양자점을 이용한 수평형/수직형 양

자점 패턴 제작

가교 된 양자점 박막은 구조적으로 매우 견고하

기 때문에, 패턴된 포토마스크를 이용하여 원하는 

부분에만 광반응을 유도하고, 비가교 영역을 현상 

해냄으로써 쉽게 양자점 패턴을 만들 수 있다. Fi- 
gure 4a,b는 적색 양자점을 기반으로 형성한 패턴

의 광학 및 형광(inset) 이미지이다. 패턴은 (1) tol-
uene에 분산된 QD와 LiXer 혼합 용액을 Si/SiO2 
웨이퍼에 스핀 코팅한 후, (2) 포토 마스크를 통해 

필름에 선택적으로 UV를 조사하고(254 nm, 0.4 
mWcm-2), (3) toluene으로 박막 전체를 헹구어 가

교 되지 않은 영역을 제거하여 형성하였다. 광학 및 
형광 이미지와 AFM 분석을 통해 1.5 monolayer 
수준의 두께를 갖는 고해상도의 양자점 원형 패턴

(직경 2 µm, 간격 3 µm)과 선 패턴(너비 3 µm, 간
격 4 µm, 선폭거칠기 0.14 µm)이 형성됨을 확인

하였다.
본 기술이 적용된 공정을 반복 적용하면, 단색 

양자점 박막을 수 µm 수준으로 패터닝하는 것을 

넘어 다색 RGB 양자점 패턴 또한 형성할 수 있다. 
고해상도로 양자점 패턴을 형성하고, 이를 원하는 

위치에 정밀하게 배치시키는 기술은 자발광 QD- 
LED 기반의 디스플레이를 실현하는데 있어 반드

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Figure 
4c,d는 본 광패터닝 공정 기술의 반복을 통해 형성

한 RGB 양자점 패턴의 형광 이미지이다. 단일 양

자점 패턴의 크기가 4 µm × 16 µm이고, 간격을 포

함한 한 개의 RGB 픽셀 크기는 18 µm × 18 µm
로, 이는 디스플레이의 픽셀 해상도를 나타내는 인

치 당 픽셀 수(pixel per inch, ppi)로 환산 시 1400 
ppi를 넘는 수준이다. 이 값은 현재 상용 OLED 디
스플레이에 사용되는 값보다 높다. 더하여 가교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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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점 박막의 높은 화학적 내구성은 수평 방향의 

RGB 픽셀 패턴 외에도 수직방향으로 적층 된 다

색 양자점 패턴의 제작을 가능하게 한다. 실제로 3
회에 걸친 반복 광패터닝 공정을 통해 RGB 양자

점 패턴을 적층하여 “빛의 3원색”을 표현한 형광 

이미지를 Figure 4e에 나타내었다.

3. 광전기적 특성 저하 없는 광가교 양자점 

박막 제조

3.1. 광가교된 양자점 박막의 광물리적 특성 

분석

양자점 박막의 패터닝을 위해 반응성이 높은 라

디칼 분자를 활용하는 전략은 종종 양날의 검과 같

이 여겨진다. 중간체 라디칼은 비교적 낮은 활성화 
에너지로 인해 온화한 조건에서(UV 조사 시간 < 
10 s) 활성화가 가능하며, 반응성이 높아 쉽게 양자

점 박막을 가교 시킬 수 있는 유용한 작용기이다. 
하지만, 동시에 반응성 라디칼이 양자점 표면을 

공격함으로써 양자점 표면에 트랩 준위를 만들어 

결과적으로는 양자점의 발광 효율을 감소시킬 수 

있다[23,27]. 아지드 라디칼과 양자점 표면 반응이 

발광 효율을 떨어뜨리는 주된 요인이라는 점을 감

안할 때, 가교 후에도 특성 저하 없는 양자점 패턴

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정에 사용되는 LiXer의 함

량을 최적화하여 지나친 표면 공격을 최소화하는 

*출처: Nat. Commun., 11, 2874 (2020).

Figure 4. LiXer를 사용하여 형성된 고해상도 다색(RGB) 양자점 패턴. 적색 양자점(CdSe / CdZnS QD, diameter = 13 nm)
에 5 wt%의 LiXer를 사용하여 형성한 고해상도 a 원형 패턴(직경 2 µm, 간격 3 µm)과 b 선 패턴(너비 3 µm, 간격 4 µm, 
선폭거칠기 0.14 µm)의 광학/형광 이미지와 AFM 분석 결과. c~e: 본 기술의 반복을 통해 형성된 RGB 양자점 패턴의 형광 

이미지. Figure 4c에서 보이는 단일 양자점 패턴의 크기는 4 µm × 16 µm이고, 간격을 포함한 한 개의 RGB 픽셀 크기는 

18 µm × 18 µm로, 이는 디스플레이의 픽셀 해상도를 나타내는 인치 당 픽셀 수(pixel per inch, ppi)로 환산 시 1400 ppi를 

넘는 수준임. Figure 4d는 Figure 4c를 확대해서 보여준 형광 이미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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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중요하다. Figure 5a는 첨가된 LiXer의 함량

에 따른 양자점 박막(CdSe/CdZnS QD, diameter = 
13 nm)의 발광 효율(PL QY)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LiXer의 함량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 2 wt%) 현
상 과정에서 일부 양자점 박막이 제거되었다(Figure 
5b). 2 wt% 이상의 LiXer를 사용할 경우 현상 과

정에서도 손상되지 않는 견고한 양자점 네트워크

를 형성할 수 있었지만, 양자점 박막의 발광 효율

이 감소하였다(Figure 5a). 따라서 과도한 가교제 

사용에 따른 발광 효율의 저하를 막기 위해 현상 

과정에 대해 최소한의 화학적 내구성이 보장되는 

LiXer의 최적량을 탐색하였다. 최적의 LiXer 함량

은 사용하는 양자점의 크기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작은 양자점 일수록 발광효율에 저하가 없으면서 

화학적 내구성을 갖는 양자점 박막을 만들기 위해 

좀 더 많은 LiXer가 필요하며, 양자점의 크기가 커

질수록 좀 더 적은 양의 LiXer로도 충분한 화학적 

내구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Figure 5c). 최적 함량

의 LiXer를 사용하여 가교된 양자점 박막의 PL de-
cay 거동과 PL 특성을 분석해 본 결과, 순수한 양

자점 박막과 비교하여 광물리적 특성(발광 효율, 색
순도)의 저하가 나타나지 않았다. RGB 양자점 모

두에 대해서 가교 후에도 본연의 원색 발광이 유지

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스펙트럼을 통해 얻은 색 

영역(color gamut)은 최신 상용 디스플레이(sRGB 
또는 DCI-P3)의 표준을 훨씬 능가하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Figure 5e,f).

*출처: Nat. Commun., 11, 2874 (2020).

Figure 5. 광가교된 양자점 박막의 광물리적 특성 분석 결과. a: LiXer의 양에 따른 적색 양자점(CdSe/CdZnS QD, diameter 
= 13 nm) 박막의 발광 효율의 변화. b: 각각 0.1 wt% (위)와 2 wt% (아래)의 LiXer를 사용하여 가교시킨 양자점 박막의 현상 

후 SEM 이미지. c: 적색 양자점의 크기에 따른 LiXer의 최적 함량(회색 원)과 해당 조건을 통해 광가교된 크기별 양자점 

박막의 발광 효율(적색 사각형) 결과. 발광 효율은 순수 양자점 박막의 발광 효율에 대한 상대값으로 나타냄. d: 13-nm 크기

의 적색 양자점과 최적 함량의 LiXer (2 wt%)를 혼합하여 형성한 박막(blending)과 이를 가교시키고(crosslinking) 현상 후

(rinsing) 측정한 PL decay 분석 결과. 비교를 위해 순수 양자점 박막의 PL decay 분석 결과도 도시함(pristine). e: 다색(RGB)
의 순수 양자점 박막(점선)과 가교된 양자점 박막(실선)의 PL 스펙트럼. 가교 후에도 양자점 본연의 발광 특성(최대 발광 위치, 
FWHM)이 유지됨. f: CIE 1931 색 공간에 나타낸 광가교 된 RGB 양자점 박막의 색 공간과 표준 색 공간(sRGB, DCI-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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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광가교된 양자점 발광다이오드(QD-LED)

의 전계발광 특성 분석

최종적으로 광가교된 양자점 박막을 도입한 자

발광 QD-LED를 제작하여 성능을 평가하였다. 
QD-LED는 Figure 6a에 나타낸 것과 같이 역구조

의 형태로 제작되었다[28]. ITO 음극에서 양자점 

층으로의 효과적인 전자 주입을 위해 투명한 ZnO 
나노입자 층을 전자수송층(electron transport lay-
er, ETL)으로 사용하였다. MoO3/Al 양극으로부터 

양자점으로의 효과적인 정공 주입을 위한 정공수

송층(hole transport layer, HTL)으로는 4,4-bis (N- 
carbazolyl)-1,1-biphenyl (CBP)를 사용하였다. 양자

점 발광층은 적색 발광하는 CdSe/CdZnSe/ZnSeS 
QD (diameter = 20 nm)에 1 wt%의 LiXer를 첨가

한 후 자외선으로 가교하여 제조하였다(광가교 공

정을 통해 최종 형성된 양자점 발광층의 두께 = 30 
nm). Figure 6b는 QD-LED의 단면 투과전자현미

경(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TEM) 이미

지이고, Figure 6c는 static state (Vapplied = 0 V)에
서의 소자의 에너지 다이어그램을 나타낸 것이다. 
Figure 6d~f는 순수한 양자점 박막을 통해 제작된 

QD-LED (pristine, 검은색)와 광가교 공정을 통해 

제작된 QD-LED (cross-linked, 적색)의 소자 성능

을 비교한 결과로, 두 소자 간의 광전기적 특성이 

동일함을 알 수 있다. 두 소자 모두 2.4 V의 동일

한 구동 전압(turn on voltage, VT, 1 nit에서 생성

되는 전압으로 정의됨)과 14.6%의 최대 외부양자 

효율(external quantum efficiency, E.Q.E)를 보였

다(Figure 6d,e). 또한 전계발광 스펙트럼의 최대 

발광 위치와 반치폭(full width at half maximum, 
FWHM) 역시 차이가 나지 않았다. 동일한 전류 밀

도 조건(30 mA cm-2)에서 평가한 소자의 동작 안정

성 또한 유사한 거동을 보였다(Figure 6f). 이러한 
결과는 광가교 공정 후에도 양자점 박막의 발광 및 

*출처: Nat. Commun., 11, 2874 (2020).

Figure 6. 광가교된 양자점 박막을 통해 제작한 자발광 QD-LED의 성능 평가. 광가교된 양자점 박막을 도입하여 제작한 

a: 역구조 형태의 소자 구조 그림, b: 실제 소자의 단면을 측정한 TEM 결과와 c: 소자의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 순수한 

양자점 박막을 통해 제작된 QD-LED (다이아몬드)와 광가교 된 양자점 박막을 통해 제작된 QD-LED (원)의 d: 전류 밀도

(current density, J)-전압(voltage, V)-휘도(luminance, L) 특성, e: 외부양자효율(external quantum efficiency, E.Q.E.)- J 특성, 
f: 시간에 따른 동작 안정성을 비교한 결과. L0는 초기 휘도 값을 나타냄. Figure 6d의 사진은 유연 기판에 제작된 광가교 

소자의 동작 사진임. Figure 6e에 두 소자의 전계 발광 스펙트럼을 함께 나타냄. Figure 6e의 사진은 반복 공정을 통해 적색

과 녹색의 양자점을 광패터닝하여 제작한 발광 소자의 전계 발광 사진(단일 패턴 크기 10 µm × 38 µ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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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적 특성이 잘 보존됨을 일관되게 증명하며, 더 
나아가 본 기술이 패턴된 양자점 어레이를 필요로 

하는 광전기적 응용 분야에 모두 적용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Figure 6f에 삽입된 이

미지는 적색, 녹색 양자점 패턴으로 구성된 픽셀

화된 QD-LED의 실제 발광 사진이다(단일 직사각

형 패턴 크기 10 µm × 38 µm). 이 결과는 LiXer를 
사용한 광패터닝 기술을 통해 자발광 QD-LED 디
스플레이의 실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양자점용 리간드를 활용한 매우 

간편하고 동시에 효과적인 광패터닝 기술을 제안

하였다. UV 노출 시 인접한 양자점의 알킬 리간드

와 결합되도록 설계된 LiXer를 사용하여 가교시

킨 양자점 박막은 화학적 내구성을 가지며 후속 

용액 공정에도 손상되지 않는다. 이에 기반하여 (1) 
양자점-LiXer 혼합 박막 형성, (2) UV 조사 및 (3) 
현상 과정으로 이루어진 광패터닝 공정을 반복 수

행함으로써 다색 양자점 패턴을 형성할 수 있다. 
실제 본 기술을 활용하여 양자점 박막을 수 마이

크로미터 크기로 패턴하고 수평 배열하여 1400 ppi 
이상의 RGB 양자점 패턴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

라, 수직 방향으로 패턴을 쌓아 적층형 다색 양자

점 패턴을 제작하였다. 본 기술은 기존 광리소그래

피 기술을 이용해 양자점을 패터닝한 결과들과는 

달리, 광가교된 양자점 박막의 PL 특성 및 광전기

적 특성을 저하시키지 않는다. 또한 양자점 표면

의 개질과 같은 부차적인 공정 없이 단순히 양자

점과 LiXer를 혼합 사용하여 양자점 박막을 광패

터닝 할 수 있으며, 알킬 리간드를 포함하는 거의 

모든 콜로이드 양자점에 적용 가능하므로 폭넓은 

범용성을 지니고 있다. 즉, 정밀한 합성 방법을 통

해 제조된 높은 발광 효율을 갖는 고품질의 양자

점을 어떠한 추가 공정 없이 직접 본 기술에 적용

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본 기술은 고해상도, 대면

적 자발광 QD-LED 디스플레이 제작의 단초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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