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pin-Orbit Coupling을 이용한 발광 효율 증대.

5월 29일 Stephen R. Forrest와 Mark E. Thompson이 방문하여 과학기술 총연

합회에서 Heavy Atom을 이용한 Spin-Orbit coupling으로 triplet 상태의 분자들에

서 발광을 유도하는 방법에 대한 주제로 발표하였다. 70명이상 많은 청중이 있었으

며, 질문과 관심이 집중되었다. 결론적으로 이 방법을 이용하면 적색 발광 물질의

발광 효율을 4배 정도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발광 효율이 높아지게 되는 원리와

함께 발광 효율을 높이는데 필요한 heavy metal을 함유한 유기 금속 화합물을 합

성하는 방법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singlet과 triplet의 형성

양쪽 전극에서 공급된 전자와 정공에 의하여 polaron 또는 excited state 분자들이

형성되게 된다. 이때 HOMO에 있는 전자와 LUMO에 있는 전자의 spin 상태에 따

라서 singlet과 triplet이 결정되게 된다. triplet 상태는 두 전자가 correlate 되어서

전자의 spin이 같은 phase로 회전을 하는 상태를 말하고, 전자가 up-up,

down-down, up-down 형태로 세개의 상태가 있게 된다. singlet 상태는 전자가

up-down 에 out-of-phase로 회전하고 한 개의 상태가 존재한다. 전계에 의하여

polaron 또는 excited state가 한 분자에서 형성되고 전자의 correlation에 따라서

triplet과 singlet이 결정된다. triplet이 singlet 보다 세배로 많은 상태가 존재하므로,

무작위로 polaron이 형성될 경우에 triplet이 생성될 확률이 singlet 보다 세배가 된

다.

Spin-Orbit Coupling

spin-orbit coupling이란 전자의 spin과 원자 궤도함수가 서로 섞임으로 인하여 전

자의 spin의 correlation과 up-down이 바뀌는 것을 말한다. 즉 한 orbital에 머물러

있으면 그 orbital에서의 spin을 유지하게 되나, nuclear orbital의 위치가 vibration

이나 heavy atom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되면 더 이상 정확히 원래의 spin 상태라

고 말하기 어렵게 된다. 이러한 mixing에 의하여 전자의 spin이 바뀌게 되는 것을

spin-orbit coupling이라한다.

Intersystem crossing

heavy atom에 의하여 spin-orbit coupling을 하게 되면, singlet에서 triplet 또는

triplet에서 singlet으로의 전환이 좀더 쉬워진다. 이들이 Nature(vol 403, 17 Feb.

2000)에 발표한 논문은 Ir(ppy)를 이용하여 singlet 상태 및 trplet 상태의 분자들을



받아서 발광체 분자의 singlet 여기상태로 전환 시키게 되어 발광 효율이 증대된다

는 것이다.

그 발광 기작은 다음과 같이 표현될수 있다.

발광 분자의 형성

1D * + 1X → 1D + 1X *

1X * → 3X *

3X * + 1A → 1X + 1A *

1A * → 1A + hν

과

3D * + 1X → 1D + 3X *

3X * + 1A → 1X + 1A *

1A * → 1A + hν

D는 donor이고 X는 sensitizer로 논문에서는 Ir(ppy)3를 사용하였다.

Acceptor로는 DCM2를 사용하였고, 적색 발광을 관찰하였다.

X의 줄어드는 속도와 DCM2의 발광이 줄어드는 속도를 1 microsecond까지 측정하

였는데 두 속도가 유사하게 줄어드는 것을 밝혔다.

Pt-porphyrin을 Alq3와 같이 사용하여 발광층을 형성한 실험에서도 발광효율이 증

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