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빛을 발하는 Fullerene 전구

 
일반적으로, 축구공을 닮은 형태의 fullerene은 발광을 방해하여 빛을 발하지 않는다고 생각되
어져 왔다. 그러나 놀랍게도 형광을 발하는 fullerene이 합성되었을 뿐 아니라, 이를 이용하여 
제작된 단층 유기 LED(light-emitting diode)가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던 백색광을 발하였다
[J. Am. Chem. Soc., 121, 5611 (1999)]. 

UCLA 화학과 Yves Rubin과 Fred Wudl 교수와 UC Santa Barbara의 공동연구진은 C60 계
열의 화합물로부터 전기발광(electroluminescence) 현상을 최초로 관측하였다. 이 결과는 매
우 흥미로운 것으로, 이 백색발광 현상을 이용하여 최초의 fullerene LED가 개발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발광효율이 작아서 발광소자에 직접 적용되기에는 미흡한 형편이다. 하지만 LED
의 발광효율을 향상하는 연구가 진척되고 있으므로 향후 "fullerene 전구"로 사용되어져 천장
에 평판형 전구판을 설치하게될 날이 도래할 수 있을 것으로 연구진은 조망하고 있다. 

      

연구결과는 여러 가지 면에서 중요한 발전을 이룬 갓으로 평가된다. 첫째로, fullerene이 발광
한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과거에도 매우 미약한 형광현상이 fullerene으로부터 관측된 바 있
으며 특히, Rubin 교수가 타 연구진과 공동으로 합성한 C60 유도체(hexapyrrolidine)가 밝
은 녹황(yellow green)색을 발광한다는 것이 최근에 보고된 바 있다[J. Am. Chem. Soc., 
121, 3246 (1999)]. 연구진은, Fullerene 내부의 conjugation이 감소되어 에너지준위가 떨
어지는 속도가 가속되는 과정에 발광현상을 보인 것으로 생각하였다. 



둘째로, 유기물을 이용하여 주황, 노랑 또는 녹색의 발광을 얻기는 수월하지만, 매우 유용한 백
색광은 얻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다. Rubin 교수에 따르면 백색광을 얻은 것은 우연한 일이었
다고 한다. 홀(hole)전달 물질로부터 발광되는 연한 파란색과 hexapyrrolidine의 녹황색이 섞
이자 백색광을 발하였다. 과거 몇 연구팀들이 유기물을 이용하여 백색발광을 획득하기는 하였
지만, fullerene으로부터 이러한 효과를 얻은 것은 기대하지 않았던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LED 소자들은 기본적으로 전자전달물질, 홀전달물질, 그리고 발광물질
의 여러 층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지만 여러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 소자가 제작하기
에 훨씬 수월한 것은 자명한 일이다. 

단층막 발광소자에 대한 연구를 진행중인 USC의 화학교수 Mark E. Thompson은, 이 연구 논
문을 흥미로운 결과로 평가하는 동시에 연구팀이 합성한 여러 fullerene 유도체들로부터 더욱 
흥미진진한 광전효과들이 계속 발표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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