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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이드 양자점 기반 
백색 발광다이오드 연구동향

김재윤 박사과정, 곽정훈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전자전기컴퓨터공학부) 

1. 서 론

과학기술의‥발전‥덕분에‥기존에‥사용되던‥벌

크‥(bulk)‥반도체‥결정의‥크기를‥나노미터‥수

준까지‥작게‥만들‥수‥있게‥되었다.‥그림‥1과‥같

이‥3차원‥벌크‥물질의‥크기를‥특정한‥하나의‥방

향으로‥극도로‥작게‥만들어‥2차원‥형태에‥가깝

게‥되면‥양자‥우물‥(quantum‥well)‥구조,‥또‥

다른‥방향으로‥크기를‥작게‥하면‥1차원‥양자‥선‥

(quantum‥wire)‥구조가‥된다.‥나머지‥방향으

로도‥크기를‥줄여‥0차원에‥가까워지도록‥만들

었을‥때,‥이‥반도체‥결정을‥양자점‥(quantum‥

dot)이라고‥부른다.‥즉,‥양자점이란‥수‥나노미

터‥정도‥크기의‥‘나노결정‥반도체’‥물질이다.‥매

우‥작은‥크기‥때문에‥양자점‥내에‥전자가‥분포

할‥수‥있는‥공간의‥크기가‥작아지고,‥이로‥인해‥

에너지‥준위들이‥양자화‥되고‥그‥간격인‥밴드

갭‥(bandgap)이‥넓어지며‥양자점의‥크기에‥따

라‥밴드갭‥역시‥달라진다.‥이러한‥현상을‥양자

구속효과‥(quantum‥confinement‥effect)라

고‥한다.

이로‥인해‥양자점은‥벌크‥반도체와‥다른‥독

특한‥광학적‥특성이‥나타나게‥된다.‥파장에‥따

라‥반치전폭‥(full‥width‥at‥half‥maximum;‥

FWHM)이‥30‥nm‥이하에‥이를‥정도로‥매우‥좁

은‥발광‥선폭,‥90%에‥다다르는‥우수한‥발광‥효

율‥등이‥그‥예이다.‥그런데‥독특한‥특성을‥갖

는‥저차원‥나노소재로서‥학문적‥관심의‥대상

이던‥양자점이,‥최근‥우리‥생활‥속으로‥성큼‥다

가왔다.‥ TV나‥모니터

와 ‥ 같은 ‥ 액정디스플

레이‥ (liquid‥ crystal‥

display;‥ LCD)‥장치

에‥적색과‥녹색‥양자

점이‥LCD‥백라이트를‥

위한‥형광체로‥사용되

기‥시작한‥것이다.‥양

자점의‥우수한‥광학적‥

특성은‥LCD의‥약점으

로‥여겨지던‥적색과‥녹

색‥색순도를‥비약적으그림 1.  반도체 물질의 차원에 따른 에너지상태 분포 및 양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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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향상시켜,‥National‥Television‥System‥

Committee‥ (NTSC)‥ 1953에서‥정의한‥색

영역‥기준의‥100%에‥이르는‥우수한‥색재현

율‥(color‥gamut)을‥갖게‥한다.‥최근‥2년‥동

안‥세계‥최대의‥가전‥박람회‥가운데‥하나인‥

Consumer‥Electronics‥Show‥(CES)에서도‥

주요‥가전‥업체들이‥전시한‥양자점‥적용‥LCD‥

TV‥제품은‥세계인의‥이목을‥집중시켰다.‥이미‥

시장에도‥양자점을‥적용한‥TV‥제품이‥판매되

고‥있는‥상황이다.

하지만‥양자점‥응용‥기술은‥여기에서‥머물

지‥않고‥그‥다음‥단계를‥준비하고‥있다.‥바로‥

양자점에서‥전기발광을‥일으키는‥양자점‥발

광다이오드‥(quantum‥dot‥ light-emitting‥

diode,‥ QLED)의‥개발이다.‥ Thin-f ilm‥

transistor‥(TFT)‥기반의‥active‥matrix‥(AM)‥

backplane을‥이용하면‥OLED와‥유사한‥설비

를‥이용하여‥더욱‥우수한‥광학‥특성을‥갖는‥풀

컬러‥디스플레이를‥제작할‥수‥있다.‥이러한‥장

점‥덕분에‥QLED는‥현재‥모바일‥기기부터‥대

형‥TV에‥이르기까지‥빠른‥속도로‥그‥영역을‥

점차‥넓히고‥있는‥유기발광다이오드‥(organic‥

light-emitting‥diode,‥OLED)의‥뒤를‥이을‥

수‥있는‥기술로‥학계와‥산업계‥모두로부터‥받

고‥있다.‥본고에서는‥이러한‥QLED‥기술에‥대

해‥간략하게‥설명하고,‥여러‥연구개발‥내용‥가

운데‥조명,‥컬러필터와‥조합하여‥풀‥컬러‥디스

플레이로‥응용이‥가능한‥백색‥QLED의‥개발‥

현황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

2. QLED의 개요

QLED는‥OLED의‥뒤를‥이을‥수‥있는‥기술

로‥여겨지기‥때문에,‥많은‥사람들이‥두‥가지‥

기술을‥직접적으로‥비교하고‥있다.‥우선‥구조

적으로‥QLED는‥주로‥유기반도체로‥이루어

진‥전자/정공‥주입층,‥전자/정공‥전달층‥사이

에‥양자점‥발광층이‥삽입된‥형태로,‥OLED와‥

매우‥유사하다.‥따라서‥QLED의‥전기발광‥원

리‥역시‥OLED와‥비슷하다.‥즉,‥양쪽의‥전극

을‥통해‥주입된‥전자/정공이‥발광층인‥양자점

에‥도달하여‥엑시톤을‥형성한‥후‥재결합‥과정

을‥통해‥양자점의‥밴드갭에‥해당하는‥빛을‥발

광하게‥된다.‥경우에‥따라서는‥양자점‥주변

의‥유기‥전달층에서‥형성된‥엑시톤이‥Förster‥
resonant‥energy‥transfer‥(FRET)‥메커니즘

을‥통해‥양자점으로‥에너지를‥전달하여‥발광

을‥일으키기도‥한다‥(그림‥2(a)).

다만‥소자‥제작‥공정상‥콜로이드‥상태의‥양

자점은‥반드시‥용액공정을‥통해‥공정이‥이루

어져야하므로,‥이에‥따라‥양자점‥공정보다‥앞

서‥진행되는‥주입층‥및‥전달층의‥공정과‥재

료가‥신중하게‥결정되어야‥한다.‥또한‥금속

과‥무기물‥원소들로‥구성된‥양자점의‥valence‥

그림 2.  (a) QLED의 발광 메커니즘과 (b) 소자 구조 
및 효율 발전 현황 [1].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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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d,‥conduction‥band‥에너지‥준위는‥유

기물‥전달층의‥highest‥occupied‥molecular‥

orbital‥ (HOMO),‥ lowest‥ unoccupied‥

molecular‥orbital‥ (LUMO)‥에너지‥준위와‥

매우‥큰‥차이를‥나타내기‥때문에‥전하‥(특히‥

정공)주입에‥큰‥에너지‥장벽을‥만들기도‥한

다.‥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그림‥2(b)

에‥나타난‥것처럼‥다양한‥소자‥구조가‥제시되

었다.‥이‥가운데‥무기물‥전달층의‥사용은‥양자

점과‥유사한‥에너지‥준위를‥형성하여‥에너지‥

장벽의‥크기를‥줄이는데‥많은‥도움이‥되었고,‥

ZnO‥전자‥절달층의‥사용은‥이제‥QLED‥연구

에‥광범위하게‥사용되고‥있다‥[1].‥또한‥일반

적인‥소자‥구조를‥거꾸로‥뒤집은‥inverted‥소

자‥구조의‥개발은‥양자점‥공정‥이전에‥ZnO‥

전자‥전달층을‥사용하여‥용액‥공정‥기반‥다층

박막‥형성과‥양자점‥위에‥깊은‥HOMO‥에너

지‥준위를‥갖는‥다양한‥정공‥전달층‥재료의‥진

공증착을‥가능하게‥하여,‥전자/정공‥주입‥효

율을‥비약적으로‥향상시켰고,‥이를‥통해‥높은‥

소자‥성능과‥함께‥넓은‥밴드갭을‥갖는‥청색‥소

자까지‥동일한‥소자‥구조에서‥발광‥하도록‥하

였다‥[2].

QLED의‥발광‥성능을‥살펴보면,‥가장‥눈에‥

띄는‥점은‥역시‥우수한‥색‥표현력이다.‥그림‥

3에‥나타난‥것처럼,‥QLED는‥OLED에‥비해‥

매우‥좁은‥발광‥선폭을‥지므로,‥매우‥우수한‥

색‥표현이‥가능하다.‥또한‥청색의‥경우,‥현재‥

OLED‥기술로‥쉽게‥달성하기‥어려운‥450‥nm‥

이하의‥짧은‥파장을‥갖는‥진한‥청색을‥발광할‥

수‥있다.‥발광‥파장까지‥수‥nm‥이내에서‥자유

롭게‥조절‥가능하므로,‥디스플레이‥응용을‥위

한‥최적의‥소재라고‥여겨지는‥것이‥어쩌면‥당

연한‥지도‥모르겠다.

물론,‥ QLED가‥짧은‥시일‥안에‥ LCD나‥

OLED와‥같은‥현재‥디스플레이‥장치를‥대체

하기는‥어렵다.‥QLED의‥소자‥효율과‥수명

은‥수십‥년‥동안‥집중적인‥연구개발이‥이루어

진‥OLED에‥비해‥아직은‥낮은‥수준이다.‥하

지만‥짧은‥연구기간에도‥불구하고,‥최근‥적

색‥QLED에서‥ 20%를‥넘는‥외부양자효율‥

(external‥quantum‥efficiency;‥EQE)이‥보

고되고‥[3],‥양자점의‥transfer‥printing을‥통

해‥TFT‥기반의‥풀‥컬러‥AM-QLED가‥시연되

는‥등‥[4],‥QLED‥기술은‥지금까지‥알려진‥그‥

어떤‥디스플레이‥기술보다‥빠르게‥발전하고‥

있고,‥덕분에‥QLED가‥차세대‥디스플레이‥기

술로‥지속적인‥관심을‥받고‥있다.‥

이‥외에도‥QLED는‥원하는‥파장의‥빛을‥내

도록‥제작하기‥쉽고,‥가시광‥영역뿐만‥아니라‥

적외선이나‥자외선‥영역에서도‥효율적으로‥발

광하는‥광원‥소자의‥제작이‥가능하여,‥통신,‥

군사,‥생활‥등‥다양한‥분야로의‥응용이‥가능할‥

것으로‥전망‥된다‥[5,6].‥또한‥가시광‥영역의‥

여러‥색을‥섞은‥백색‥QLED‥역시‥제작‥가능하

다.‥특히‥OLED‥등‥경쟁‥기술에‥비해‥백색‥발

광소자의‥제작‥방법,‥색좌표‥및‥색온도‥조절이‥

용이한‥장점이‥있다.‥따라서‥조명‥및‥풀‥컬러‥

디스플레이‥등‥활용도가‥높을‥것으로‥기대된

다.‥이어지는‥절에서‥백색‥QLED의‥연구‥현황

에‥대해‥보다‥자세히‥살펴보고자‥한다.

3. 백색 QLED 연구동향

QLED를‥이용하여‥백색‥발광‥소자를‥제작하

그림 3. OLED와 QLED의 전기발광 스펙트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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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것은‥OLED와‥비교해‥몇‥가지‥장점을‥가지

고‥있다.‥첫째,‥백색‥소자의‥제작‥공정이‥매우‥

간단하다.‥OLED의‥경우‥백색‥발광을‥위해‥두‥

가지‥(청색‥(B)과‥황색‥(Y)),‥또는‥세‥가지‥(청

색,‥녹색‥(G),‥적색‥(R))‥염료와‥호스트‥재료를‥

혼합하여,‥각각의‥색을‥발광하는‥유기‥층을‥독

립적으로‥형성해야‥한다.‥이에‥반해‥QLED는‥

파장이‥서로‥다른‥두‥가지‥이상의‥양자점을‥용

액‥상태에서‥혼합하여‥한‥번에‥발광층을‥형성

하면,‥각‥양자점의‥고유‥파장‥발광을‥얻을‥수‥

있다.‥따라서‥용액‥상태에서‥청색,‥녹색,‥적색‥

등‥양자점의‥혼합‥비율만‥잘‥조절하면‥된다.‥둘

째,‥각‥색상의‥peak‥파장‥조절이‥쉬우므로‥백

색‥색좌표,‥색온도‥조절이‥자유롭다.‥OLED의‥

경우‥peak‥파장을‥조절하기‥위해서는‥새로운‥

염료를‥합성해야‥하고‥경우에‥따라‥염료에‥적

합한‥호스트와‥주변전달층‥재료와‥최적‥소자구

조도‥바뀌어야‥한다.‥그러나‥양자점은‥core의‥

크기‥조절을‥통해‥파장을‥조절하더라도‥소자의‥

구조‥및‥전달층‥재료‥등에‥거의‥영향을‥미치지‥

않는다.‥이와‥같은‥백색‥QLED‥제작의‥장점은,‥

그‥활용에서도‥우수성을‥나타낸다.

앞서‥언급한‥것처럼‥백색‥QLED는‥조명,‥그

리고‥컬러필터와‥조합하여‥풀‥컬러‥디스플레

이‥응용이‥가능하다.‥OLED의‥경우,‥유기물의‥

넓은‥발광‥파장‥대역폭을‥이용하여‥높은‥연색

지수‥(color‥rendering‥index,‥CRI)를‥나타내

는‥조명이‥제품으로‥나오기‥시작했다.‥시장조

사기관인‥UBI산업리서치는‥OLED‥조명‥시장

은‥10년‥후에‥57억‥달러‥(약‥6조원)‥규모로‥성

장할‥것으로‥전망했다.‥QLED의‥경우,‥좁은‥발

광‥선폭‥때문에‥CRI가‥낮을‥것으로‥생각되기‥

쉬운데,‥정교한‥파장의‥조절과‥3가지‥이상의‥

색‥혼합을‥통해‥OLED보다‥더‥우수한‥CRI를‥

구현하는‥연구‥결과가‥보고되기도‥하였다‥[7].‥

디스플레이‥응용에도‥백색‥QLED는‥장점을‥가

지고‥있다.‥현재‥LG‥Display‥등에서‥제조하고‥

있는‥풀‥컬러‥OLED‥TV는‥백색‥OLED‥위에‥

컬러필터를‥사용하여‥R,‥G,‥B‥색을‥만들어내

고‥있다.‥여기에‥백색‥OLED‥대신‥백색‥QLED

를‥사용한다면‥좁은‥QLED‥발광‥선폭‥덕분에‥

컬러필터에서‥필터링‥되는‥부분이‥극단적으로‥

줄어들‥수‥있으므로,‥빛의‥투과율이‥높아지고‥

이는‥결국‥전력‥효율의‥향상‥및‥더‥밝은‥화면

의‥제작을‥가능하게‥한다.‥이처럼‥다양한‥장점

을‥가지는‥백색‥QLED는‥다양한‥색의‥양자점

으로부터‥백색을‥얻는‥소자와‥양자점과‥유기

층의‥발광을‥혼합하는‥형태‥등으로‥제작할‥수‥

있다.

3.1 다색 양자점 혼합형 백색 QLED

다양한‥색의‥양자점을‥혼합하여‥발광층을‥형

성한‥QLED에서는‥혼합한‥양자점이‥모두‥발광

하므로‥백색을‥구현하기‥쉽다.‥밴드갭이‥큰‥청

색‥양자점으로부터‥밴드갭이‥작은‥녹색,‥적색‥

양자점으로‥FRET에‥의한‥단계적인‥에너지‥전

달이‥일어나긴‥하지만,‥불과‥1~3‥monolayer‥

수준의‥양자점‥박막에‥전기장‥하에서‥전기발

광‥(electroluminescence)에‥의해‥일어나는‥

측면‥방향으로의‥에너지‥전달‥현상은‥빛에‥의

해‥여기되는‥광발광‥(photoluminescence)

의‥경우에‥비해‥그‥정도가‥덜한‥것으로‥알려

져‥있다.‥따라서‥청색‥양자점을‥다른‥색에‥비

해‥조금‥더‥높은‥비율로‥섞는다면‥R,‥G,‥B

가‥균형을‥이룬‥백색‥스펙트럼을‥어렵지‥않

게‥얻을‥수‥있다.‥이러한‥형태의‥백색‥QLED

는‥2006년‥G.‥Gigli‥그룹에‥의해‥최초로‥보고

되었다‥[8].‥이‥논문에서는‥밴드갭이‥큰‥청색‥

양자점에도‥효율적으로‥에너지/전하‥전달을‥

할‥수‥있도록‥더‥큰‥밴드갭을‥갖는‥4,4′,N,N′

-diphenylcarbazole‥(CBP)를‥호스트‥및‥정

공‥전달‥물질로‥사용하였고,‥적층‥문제를‥해결

하기‥위해‥CBP와‥R,‥G,‥B‥양자점을‥모두‥섞어

서‥층을‥형성하였다.‥그‥결과,‥3개의‥양자점‥고

유의‥스펙트럼으로‥이루어진‥백색‥발광을‥얻

었으며,‥최대‥휘도‥1,050‥cd/m2,‥전류효율‥1.8‥

cd/A를‥달성하였다.‥(그림‥4(a),‥4(b))‥이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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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T의‥Bawendi-Bulović‥공동연구팀은‥이
와‥유사한‥소자‥구조‥(그림‥4(c))를‥이용하여‥

EQE‥0.36%,‥최대‥휘도‥830‥cd/m2‥수준의‥백

색‥QLED‥소자를‥보고하였다‥[9].‥이‥논문은‥

R,‥G,‥B‥양자점을‥각각‥1:2:10의‥비율로‥혼합

하였는데,‥각‥양자점의‥전류-전압‥특성‥차이‥

때문에‥그림‥4(e)와‥같이‥구동전압에‥따라‥스

펙트럼‥및‥색좌표‥변화가‥나타나게‥된다.‥또한‥

백색‥QLED‥소자의‥효율은‥일반적으로‥가장‥

낮은‥성능을‥나타내는‥

청색‥QLED의‥수준을‥

넘을‥수‥없음을‥보여주

었다.

Z n O 를 ‥ 이 용 한‥

inverted‥소자‥구조

를‥이용한‥백색‥QLED

도‥보고되었다.‥2014

년‥서울대학교‥공동연

구팀은‥각각‥청색과‥황

색‥ (2파장),‥청색,‥녹

색,‥적색‥ (3파장),‥그

리고‥(OLED에서는‥시

도하기에‥까다로운)‥청

색,‥녹색,‥황색,‥적색‥(4

파장)의‥양자점‥발광

층을‥갖는‥다양한‥종류

의‥백색‥QLED를‥개발

하였다‥[7].‥ Inverted‥

구조를‥이용하여‥EQE‥

1%‥내외,‥최대‥휘도도‥

5,000~6,000‥ cd/m2‥

수준의‥우수한‥특성을‥

나타내었다.‥이‥논문에

서는‥다양한‥양자점‥발

광층을‥구성하여‥백색‥

광원의‥다양한‥응용을‥

제시하였다.‥그림‥5에‥

나타난‥것처럼,‥상대적

으로‥제작이‥간단한‥2

파장의‥경우‥indicator와‥같은‥간단한‥백색‥표

시장치에,‥3파장은‥LCD‥백라이트‥및‥디스플

레이‥응용,‥4파장은‥높은‥CRI‥(92.8)의‥조명으

로‥사용하는‥것이다.‥여기서도‥앞선‥연구‥결과

들과‥마찬가지로‥청색‥양자점의‥혼합‥비율이‥

높았으며,‥각‥양자점의‥발광‥특성‥차이로‥인해‥

구동‥전압에‥따라‥스펙트럼과‥색좌표‥변화가‥

나타났다.‥하지만‥3‥V‥이하의‥매우‥낮은‥turn-

on‥전압,‥최초로‥4파장‥백색‥QLED‥구현,‥그

그림 4.  RGB 양자점으로 이루어진 백색 QLED 소자구조 및 스펙트럼 
((a),(b) [8], (c)-(e) [9]).

그림 5. 2,  3, 4파장으로 구성된 백색 QLED 스펙트럼과 응용, 구동전압
에 따른 색 비율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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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다양한‥응용‥제시를‥통해‥백색‥QLED의‥

활용‥가능성을‥보여‥주었다.

양자점‥합성‥기술의‥발전은‥백색‥QLED

의‥성능도‥비약적으로‥끌어올리고‥있다.‥최

근‥홍익대‥연구팀이‥발표한‥RGB‥혼합‥백색‥

QLED는‥우수한‥청색‥양자점‥효율을‥바탕으

로,‥최대‥휘도‥23,352‥cd/m2,‥EQE‥10.9%

의‥매우‥높은‥성능을‥나타내었으며,‥이는‥백

색‥QLED‥가운데‥가장‥높은‥성능으로‥생각

된다‥[10].‥양자점의‥발광‥효율은‥RGB‥모두‥

75%-82%에‥이르렀으며,‥이에‥따라‥청색‥양

자점의‥혼합‥비율‥또한‥녹색이나‥적색의‥1.5

배-2배‥정도로‥낮음에도‥불구하고‥bluish‥

white가‥될‥만큼‥청색‥발광‥성능이‥우수하다‥

(그림‥6).‥이‥연구‥결과‥중‥transient‥발광특

성‥분석‥및‥스펙트럼‥관찰‥부분은‥앞서‥언급

한‥것처럼‥photoluminescence에서의‥에너

지‥전달에‥비해‥electroluminescence에서

의‥에너지‥전달이‥훨씬‥적게‥일어남을‥알려

주고‥있다.

3.2 양자점-유기물 혼합형 백색 QLED

QLED‥소자에서‥양자점으로만‥백색을‥구

현하는‥것은‥앞서‥설명한‥것‥보다는‥난이도

가‥있다.‥첫‥번째‥이유는‥청색‥발광을‥위한‥

2~3‥nm‥크기의‥아주‥작은‥양자점‥core를‥균

일하게‥합성하고,‥높은‥발광‥효율을‥얻는‥것

이‥쉽지‥않다는‥것이다.‥두‥번째는‥이렇게‥합

성한‥청색‥양자점은‥밴드갭이‥크고‥valence‥

band‥에너지‥준위가‥보통‥–7‥eV‥이하로‥깊

이‥내려가‥있기‥때문에‥양자점으로‥정공을‥주

입하는‥것은‥쉽지‥않다는‥점이다.‥모든‥QLED‥

연구결과를‥망라하였을‥때,‥450‥nm‥이하의‥

위치에‥peak을‥갖는‥청색‥QLED에‥대한‥연

구는‥짐작컨대‥10%도‥채‥안될‥것이다.‥정

확한‥정보는‥아니지만,‥그만큼‥청색‥QLED

의‥구현이‥어렵다는‥뜻이다.‥이‥때문에‥백색‥

QLED의‥제작에‥청색‥양자점‥대신‥청색‥발

광‥유기층을‥이용하는‥연구‥결과를‥쉽게‥찾아

볼‥수‥있다.‥QLED‥제작에‥가장‥많이‥사용하

는‥정공‥전달물질‥가운데‥하나인‥poly(N,N’

-bis(4-butylphenyl)-N,N’-bis(phenyl)

benzidine)‥ (poly-TPD)는‥450‥nm‥부근에

서‥청색‥발광을‥하는‥대표적인‥고분자‥재료이

다.‥따라서‥양자점과‥인접한‥poly-TPD‥정공‥

전달층‥부근에서‥엑시톤‥재결합이‥일어나도록‥

조절하면‥그림‥7과‥같이‥적색‥또는‥주황색의‥

양자점‥발광과‥함께‥넓은‥범위에‥걸친‥poly-

TPD의‥청색‥발광도‥얻을‥수‥있다‥[11,12].‥이

렇게‥제작한‥백색‥QLED는‥아쉽게도‥poly-

TPD가‥뛰어난‥발광‥고분자가‥아니기‥때문에‥

효율이‥낮은‥편이다.‥거꾸로‥발광‥성능이‥우수

한‥유기물을‥사용한다면‥정공‥전달‥특성이‥나

빠지기‥때문에‥역시‥우수한‥소자‥성능을‥기대

하기는‥어려울‥것으로‥생각된다.

카드뮴을‥이용하지‥않는‥Cd-free‥양자점의‥

경우‥양자점의‥발광‥선폭이‥FWHM‥기준‥50‥

nm‥이상으로‥넓기‥때문에,‥poly-TPD와‥같

은‥청색‥발광‥전달층과‥함께‥구성하여‥순수한‥

그림 6. 소자구조와 스펙트럼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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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QLED를‥제작하는‥것이‥더‥쉽다.‥2010

년‥J.‥Xu‥그룹에서는‥ZnCuInS/ZnS‥구조의‥

적색‥양자점과‥poly-TPD를‥이중‥층‥구조로‥

제작하여,‥16‥V‥에서‥최대‥휘도‥450‥cd/m2‥

수준의‥백색‥QLED를‥보고하였고‥[13],‥H.‥V.‥

Demir‥그룹에서는‥2012년‥발광효율‥60%‥이

상의‥InP/ZnS‥양자점을‥poly-TPD‥정공‥전

달층과‥TPBi‥전자‥전달층‥사이에‥형성하여,‥

최대‥휘도‥270‥cd/m2를‥달성하였다‥[14].‥이‥

그룹은‥동일한‥소자‥구조에‥녹색‥InP‥양자점

을‥사용하고,‥poly-TPD와‥TPBi‥층을‥맞닿게‥

하여‥약‥620‥nm‥부근에서‥적색‥exciplex‥발

광이‥일어나도록‥소자를‥제작하여‥3파장의‥백

색‥QLED를‥보고하기도‥하였다‥[15].‥하지만‥

이들‥모두‥그림‥7에‥나타난‥것처럼‥높은‥구동

전압과‥낮은‥효율‥등‥성능의‥한계를‥분명하게‥

드러내고‥있다.

이와‥같은‥낮은‥효율‥문제를‥근본적으로‥

해결할‥수‥있는,‥백색‥OLED‥구조에‥하나

의‥색만‥양자점으로‥바꾸어‥우수한‥백색‥발

광‥특성을‥얻도록‥하는‥소자‥구조도‥일찍이‥

보고되었다.‥2005년‥G.‥Gigli‥연구팀은‥적

색‥발광‥CdSe/ZnS‥양자점을‥청색‥발광‥고

분자인‥poly[(9,9-dihexyloxyfluoren-

2,7-diyl)-alt-co-(2-methoxy-5-{2-

ethylhexyloxy}phenylen-1,4-diyl)]‥

( P FH-MEH)에 ‥ 혼

합하여‥ 발광층을‥ 형

성하고 , ‥ 전자 ‥ 전달

층에‥우수한‥녹색‥발

광/전자전달‥ 재료로‥

잘‥알려진‥ tr is-(8-

hydroxyquinoline)

a luminum‥ (A lq 3)

를 ‥ 사용하여 ‥ 세 ‥ 개

의‥peak을‥갖는‥백색‥

QLED를‥제작,‥보고하

였다‥ [16].‥이‥소자의‥

EQE는‥0.24%로‥낮았

지만,‥당시에는‥QLED뿐만‥아니라‥OLED‥역

시‥성능이‥그리‥높지‥않았던‥시기였으므로,‥이

를‥감안하면‥준수한‥성능이라고‥여겨진다.‥이

후‥이‥그룹은‥2009년,‥처음으로‥하이브리드‥

QLED에‥인광‥염료를‥사용한‥향상된‥소자‥구

조를‥제시하며‥백색‥QLED의‥EQE를‥2.1%

까지‥끌어올렸다‥[17].‥그림‥8과‥같이,‥발광

그림 7.  (a) Poly-TPD를 이용한 백색 QLED 소자 구조, (b)-(f) 여러 논문
에 보고된 poly-TPD 이용 백색 QLED의 스펙트럼 [11-15].

그림 8.  (a) 인광 발광 재료를 적용한 하이브리드 백색 
QLED 구조, 전기발광 스펙트럼과 (b) 전류-
전압-휘도 특성 [17].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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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은‥CBP‥인광‥호스

트에‥녹색‥인광‥염료

인‥tris[2-4(4-toltyl)

pheny lpy r i d ine ]

iridium‥[Ir(mppy)3],‥

그리고‥적색‥발광‥양

자점을‥ 혼합하여‥ 구

성하였고, ‥ 이‥ 층‥ 뒤

에는 ‥ 청색 ‥ 형광 ‥ 유

기 물로 ‥ 잘 ‥ 알 려 진‥

2,2,7,7-tetrakis(2,2-

d i p h e n y l v i n y l )

s p i r o - 9 , 9 -

bifluorene‥ (spiro-

DPVBi)가‥적층‥되었

다.‥소자‥구조는‥다소‥

복잡하지만,‥백색‥OLED와‥매우‥유사한‥구조

를‥갖도록‥제작되었으며,‥이에‥따라‥최고‥휘도‥

10,000‥cd/m2,‥낮은‥구동‥전압,‥CRI‥89.8‥등‥

당시‥기준‥매우‥우수한‥백색‥QLED를‥보고하

였다.

양자점에서만‥가능한‥새로운‥형태의‥백색‥발

광은‥황색‥발광‥양자점‥표면에‥청색‥발광‥유기

분자를‥grafting‥하여‥백색‥발광이‥일어나도

록‥한‥것이다‥[18].‥그림‥9(a)의‥개략도와‥같

이,‥유기분자의‥한쪽‥끝에‥ligand와‥유사한,‥

thiol‥작용기를‥붙인‥긴‥alkyl‥chain을‥달면‥

양자점의‥ligand를‥밀어내고‥유기분자‥끝의‥

thiol‥작용기가‥표면을‥감싸게‥된다.‥Ligand‥

exchange를‥통해‥제작된‥유기-무기‥하이브

리드‥형태의‥단일‥화합물‥양자점은‥그‥자체로‥

백색‥(유기물의‥청색과‥양자점의‥황색)‥발광을‥

할‥수‥있다.‥이렇게‥제작한‥QLED는‥EQE가‥

0.67%‥수준에‥그쳤지만‥앞서‥소개한‥소자에‥

비하면‥매우‥간단한‥구조를‥가지게‥된다‥(그림‥

9(b)).‥하지만‥이‥경우에도,‥구동‥전압에‥따라‥

발광‥영역과‥색이‥달라지는‥문제는‥피할‥수‥없

었다.‥(그림‥9(d))

3.3 그 외 백색 QLED

적색,‥녹색,‥청색‥등‥여러‥색의‥양자점을‥

하나의‥층에‥혼합하지‥않고,‥OLED처럼‥색

상별로‥별도의‥층을‥형성하여‥백색‥QLED

를‥제작한‥경우도‥있다.‥이를‥위해서는‥이

미‥형성된‥매우‥얇은‥양자점‥층‥위에‥또‥다

른‥양자점‥층을‥쌓아올려야‥하므로,‥아래‥있

는‥양자점‥층을‥손상시킬‥수‥있는‥스핀코팅

과‥같은‥일반적인‥용액‥공정으로는‥제작이‥

불가능하다.‥ 2013년에‥보고된‥논문에서는‥

polydimethylsiloxane‥ (PDMS)‥스탬프를‥

이용한‥transfer‥printing‥방법을‥사용하여‥

R,‥G,‥B‥양자점‥발광층을‥적층,‥백색‥QLED

를‥제작하였다‥[19].‥Monolayer‥수준으로‥매

우‥얇은‥양자점‥필름의‥pick-up‥수율‥향상

을‥위해‥그림‥10(a)와‥같이‥물에‥쉽게‥제거가‥

가능한‥polyvinylalcohol‥ (PVA)를‥ lifting‥

층으로‥사용하고,‥ transfer‥전에‥이를‥제거

하는‥방법을‥사용하여‥다색‥양자점을‥적층

하였고,‥전자/정공‥전달층으로‥각각‥TiO2와‥

poly[9,9-dioctylfluorene-co-N-[4-(3-

methylpropyl)]-diphenylamine]‥ (TFB)를‥

그림 9.  (a) Ligand exchange를 이용한 청색 발광 ligand/황색 QD 제
작과 (b) 이를 이용한 QLED 소자 구조, (c) 스펙트럼 및 (d) 구동 
전압에 따른 색 변화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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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였다.‥이‥방법을‥이용하면‥R,‥G,‥B‥양

자점의‥적층‥순서를‥자유롭게‥조절할‥수‥있

으며,‥이에‥따른‥소자‥특성의‥차이를‥살펴볼‥

수‥있다.‥이‥연구에서는‥R/G/B,‥B/G/R‥구조

의‥QLED를‥제작하여,‥엑시톤‥재결합‥영역과‥

FRET를‥관찰하고,‥이를‥바탕으로‥그림‥10(b)

와‥같은‥B/G/B/R‥구조의‥QLED를‥제작하였

다.‥이‥구조는‥G와‥B‥양자점‥사이에‥삽입된‥청

색‥양자점‥층이‥G→R‥방향으로의‥에너지‥전

달을‥줄임으로서,‥그림‥10(c)에‥나타난‥것처럼‥

RGB‥균형이‥잘‥맞도록‥하였다.‥최고‥휘도는‥

1,040‥cd/m2,‥전류효율은‥0.19‥cd/A로,‥아주‥

뛰어나지는‥않지만,‥적층형의‥R,‥G,‥B‥양자점

층‥형성을‥통해‥구동‥전압에‥따른‥색의‥변화와‥

에너지‥전달‥현상을‥다소‥줄일‥수‥있는‥연구결

과로‥여겨진다.

2015년,‥홍익대학교‥연구팀은‥청색‥발광‥

CdZnS/ZnS‥양자점과‥비-카드뮴계인‥황색‥발

광‥Cu-In-S‥(CIS)/ZnS‥양자점을‥적층하여‥2

파장의‥백색‥QLED도‥

보고하였다‥ [20].‥CIS‥

양자점은‥카드뮴계‥양

자점과‥에너지‥준위가‥

크게‥차이가‥나기‥때

문에‥혼합층을‥형성하

는‥것‥보다는‥적층‥형

태로‥제작하는‥것이‥더‥

효율적이며,‥스핀코팅

을‥이용하여‥두‥층의‥양

자점을‥쌓기‥위해‥CIS‥

양자점을‥먼저‥코팅‥후‥

3-mercaptopropionic‥

acid를‥이용하여‥표면‥

개질을‥하였다.‥이‥과정

을‥통해‥이후‥진행되는‥

CdZnS‥양자점‥적층‥시‥

손상을‥최소화‥할‥수‥있

으며,‥이‥소자는‥최대‥

휘도‥700‥cd/m2‥내외,‥

전류‥효율‥0.7-1.4‥cd/A‥수준을‥나타내었다.

4. 맺음말

지금까지‥백색‥QLED의‥연구‥동향에‥대해‥

살펴보았다.‥다양한‥응용‥가능성을‥가진‥백색‥

QLED는‥그‥성능이‥두드러지게‥향상되고‥있

다.‥하지만‥전기발광‥상태에서‥양자점과‥양

자점‥사이의‥FRET,‥구동‥전압에‥따른‥스펙트

럼‥변화,‥낮은‥수명‥등‥학술적,‥산업적으로‥탐

구할‥필요성이‥높은‥과제도‥많이‥남아있다.‥

QLED의‥상용화‥까지는‥아직‥시간이‥조금‥더‥

걸릴‥것으로‥예상‥되지만,‥여러‥분야의‥연구자

들이‥힘을‥모야‥노력한다면‥OLED를‥뛰어‥넘

는‥디스플레이‥기술로‥한‥자리를‥차지할‥수‥있

을‥것으로‥생각한다.‥QLED‥시대에‥대한‥기대

와‥함께‥본‥글을‥마무리‥하고자‥한다.‥

그림 10.  (a) Transfer printing 절차와 (b) 양자점 적층형 백색 QLED 구
조, (c) 구동 전압에 따른 발광 스펙트럼 및 소자 사진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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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전기컴퓨터공학부 공학박사

◈ 경 력
·2010년 – 2011년  서울대학교 반도체공동연구소 
 연수연구원
·2011년 – 2015년  동아대학교 전자공학과 조교수
·2015년 –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전자전기컴퓨터공학부 조교수

저|자|약|력|

성 명 : 김재윤 
◈ 학 력
·2014년 
 동아대학교 공과대학 
 전자공학과 공학사
·2016년
 동아대학교 대학원
 전자공학과 공학석사

◈ 경 력
·2016년 –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전자전기컴퓨터공학부 박사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