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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광 다이오드 개발 동향

‥

1. 서 론

세계‥가전‥전시회‥(consumer‥electronics‥

show,‥CES)는‥다양한‥기술이‥집약된‥제품을‥선

보이며‥미래기술의‥흐름을‥확인할‥수‥있는‥장

이‥되고‥있다.‥2013년‥CES에서는‥세계‥최초

로‥TV‥제작업체인‥Sony와‥양자점‥(quantum‥

dot)‥생산업체인‥QD‥Vision이‥FHD‥ (full‥

high‥definition)‥양자점‥TV를‥출시하며‥세계

의‥이목을‥집중시켰다.‥양자점‥TV는‥기존‥LCD‥

(liquid‥crystal‥display)‥TV에서‥광‥변환‥소재

로‥사용되는‥형광체를‥양자점으로‥대체한‥제품

이다.‥이는‥그림‥1(a)와‥같이‥기존‥LCD‥TV와는‥

다른‥발광‥스펙트럼을‥보인다‥[1].‥발광‥반치폭‥

(full-width-at-half-maximum)이‥좁은‥양자

점은‥고색순도‥(high‥color‥purity)‥특성을‥가

지기‥때문에‥그림‥1(b)와‥같이‥넓은‥색역‥(color‥

gamut)을‥구현할‥수‥있고‥다양한‥색상‥표현이‥

가능한‥장점을‥가진다‥[1].‥그러나‥양자점‥TV

에‥적용된‥양자점이‥인체에‥유해한‥카드뮴을‥함

유하고‥있어서‥초기‥시장진입에‥어려움을‥겪

었다.‥2015년‥CES에서‥삼성전자는‥비‥카드뮴

계‥양자점을‥적용한‥SUHD‥(super‥ultra‥high‥

definition)‥TV를‥출시하면서‥차세대‥TV의‥핵

심기술로‥양자점‥TV를‥강조하였다.‥SUHD‥TV

는‥중국의‥대면적·고해상도‥LCD‥TV와‥차별화

하며‥시장의‥새로운‥방향을‥제시하였다.‥2016

년‥CES에서‥1세대‥양자점‥TV보다‥성능이‥향상

된‥2세대‥양자점‥TV를‥출시한‥삼성전자는‥앞으

로‥양자점‥TV의‥시장‥점유율을‥확대해‥갈‥것으

로‥예상된다.‥이처럼‥양자점은‥형광체를‥대체할‥

수‥있는‥차세대‥광‥변환‥소재로‥주목받고‥있다.

양자점은‥수‥나노미터‥크기의‥반도체‥나노입

자이다.‥양자점‥내에서는‥전자와‥정공이‥만나‥

그림 1.  일반적인 LCD TV와 양자점 TV의 (a) 발광 스
펙트럼 및 (b) 색역 비교 [1].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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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시톤‥(exciton)을‥형성하는데,‥이‥때‥전자와‥

정공‥간의‥거리를‥excitonic‥Bohr‥radius라고‥

한다.‥Excitonic‥Bohr‥radius보다‥입자의‥크

기가‥작아지면‥입자‥내에‥전자와‥정공이‥존재

하기‥위해서는‥추가적인‥에너지가‥필요하다.‥

이‥에너지는‥밴드갭의‥증가를‥유발하고,‥그‥결

과‥그림‥2(a)와‥같이‥양자점은‥동일한‥조성의‥

벌크‥반도체‥물질보다‥큰‥밴드갭을‥가지게‥된

다‥[2].‥이‥현상을‥양자제한효과‥(quantum‥

confinement‥effect)라고‥한다.‥양자점은‥양

자제한효과를‥통해‥크기나‥조성을‥변화시킴으

로써‥손쉬운‥밴드갭‥조절이‥가능하기‥때문에‥

그림‥2(b)와‥같이‥다양한‥파장의‥빛을‥구현할‥

수‥있다‥[2].‥코어‥(core)와‥리간드‥(ligand)로‥

구성된‥나노‥크기의‥양자점은‥매우‥높은‥단위‥

부피당‥표면‥비율‥(surface‥to‥volume‥ratio)

을‥가진다.‥이로‥인해‥표면의‥dangling‥bond

는‥밴드갭‥내부에‥다수의‥ surface‥ defect‥

site로‥작용하게‥된다.‥이‥defect‥site들은‥여

기‥(excitation)된‥전하들을‥trap하여‥non-

radiative‥decay을‥유발하기‥때문에‥양자효

율의‥감소와‥안정성‥저하의‥원인이‥된다.‥이

러한‥특성을‥개선하기‥위해‥그림‥2(c)와‥같은‥

코어/쉘‥(core/shell)‥구조를‥도입하게‥되는

데,‥이때‥코어보다‥밴드갭이‥큰‥쉘은‥코어‥표

면을‥passivation하여‥

surface‥ defect‥ site

를‥감소시켜‥양자효율

이‥증가하게‥한다.‥코

어/쉘‥구조를‥형성하

기‥ 위해서는‥ 코어와‥

쉘의‥물질‥간‥ lattice‥

pa rame te r의‥ 차이

가‥크지‥않아야‥한다.‥

Lattice‥parameter의‥

차이가‥크게‥되면‥코

어와‥쉘‥사이의‥계면

에서‥ 변형이‥ 유발되

어‥ 구조적인‥ 결함이‥

발생하기‥때문에‥쉘이‥코어‥표면을‥효과적으

로‥passivation할‥수‥없다.‥따라서‥높은‥양자

효율‥및‥우수한‥광안정성을‥유지하는‥코어/쉘‥

구조의‥양자점을‥합성하기‥위해서는‥lattice‥

parameter가‥코어와‥유사한‥쉘‥물질을‥선택

하여야‥한다.

일반적으로‥백색‥발광‥소자는‥n-UV‥및‥청

색‥LED‥(light‥emitting‥diode)‥chip‥위에‥형

광체를‥도포하여‥제작되고‥있다.‥그렇기‥때문

에‥백색‥발광‥소자에서‥형광체를‥대체하기‥위

한‥차세대‥광‥변환‥소재는‥n-UV‥및‥청색‥영역

에서의‥광‥흡수율이‥높아야‥한다.‥그림‥3과‥같

이‥양자점은‥발광‥파장과‥무관하게‥흡수‥스펙

그림 2.  CdSe 양자점 크기에 따른 (a) 밴드갭 에너지 변화 및 (b) 발광스
펙트럼 변화 [2] 및 (c)양자점의 코어/쉘 구조 [3].

그림 3.  n-UV와 청색 LED chip의 발광 스펙트럼 및 
양자점의 흡수 스펙트럼.



전기전자재료 제29권 제5호 (2016년 5월)   13

테마기획  _ 콜로이덜 퀀텀 닷
S p e c i a l 
T h e m a

트럼이‥n-UV‥및‥청색‥LED‥chip의‥발광‥스

펙트럼과‥중첩되고‥해당‥영역에서‥높은‥광‥흡

수율을‥가진다.‥하지만‥광‥변환‥소재로‥적용하

기에는‥양자점은‥기존의‥상용화된‥형광체들에‥

비해‥뒤떨어지는‥발광‥효율과‥안정성에‥관한‥

이슈가‥존재한다.‥많은‥연구팀들이‥이를‥개선

하기‥위한‥연구들을‥진행하고‥있고‥이전에‥비

해‥많은‥발전이‥이루어졌다.‥이에‥본‥글에서는‥

양자점을‥광‥변환‥소재로‥적용한‥연구들과‥양

자점의‥안정성‥개선에‥대한‥연구들에‥대해‥살

펴‥보고자‥한다.

2. 양자점 발광 다이오드 패키징

LED‥패키징‥시‥사용되는‥양자점‥조성에‥따

라‥응용분야가‥달라진다.‥발광‥반치폭이‥좁은‥

재료‥(예,‥CdSe‥및‥ InP)는‥고색순도의‥특성

이‥요구되는‥디스플레이에‥적합하며,‥발광‥반

치폭이‥넓은‥재료‥(예,‥CuInS2)는‥넓은‥가시광‥

영역에서‥발광하는‥조명에‥적합하다.‥다양한‥

조성의‥양자점을‥광‥변환‥소재로‥응용하기‥위

해서는‥패키징이‥필요하다.‥현재‥LCD‥TV에서

는‥그림‥4(a)와‥같이‥청색‥InGaN‥LED‥chip에‥

녹색과‥적색의‥형광체를‥LED에‥도포하여‥제

작한‥백색‥LED를‥사용한다‥[1].‥형광체를‥이

용한‥백색‥LED‥chip은‥패키징‥시‥에폭시‥및‥

실리콘‥레진과의‥불균일한‥혼합이‥발생하고,‥

레진‥안에‥분포하고‥있는‥마이크론‥크기의‥형

광체‥입자들이‥LED‥chip으로부터‥방출되는‥

상당수의‥청색‥빛을‥산란시키거나‥후방으로‥

반사시킨다.‥또한‥고효율의‥형광체를‥사용하

더라도‥넓은‥반치폭으로‥인해‥상당수의‥빛이‥

컬러필터에서‥손실되어‥소자의‥효율‥저하가‥

발생한다.‥Sony에서‥제작한‥양자점‥TV의‥경

우‥양자점을‥청색‥LED‥chip에‥직접적으로‥도

포하지‥않고‥그림‥4(b)와‥같이‥LCD‥패널의‥모

서리‥부분에‥선형으로‥위치시켜‥백색을‥구현

하였으며‥[1],‥이와‥같이‥기존‥형광체와는‥다

른‥패키징을‥양자점에‥적용함으로써‥소자‥효

율을‥향상시켰다.‥

2.1 On-chip 패키징

On-chip‥패키징은‥기존‥형광체‥기반‥LED

에서‥많이‥쓰이는‥방법이다.‥그림‥5와‥같이‥다

양한‥형태의‥on-chip‥패키징‥방법에‥형광체

를‥대신하여‥양자점을‥적용하는‥연구가‥진행

되고‥있다.‥그림‥5(a)와‥같은‥패키징‥방식은‥

수‥mm2의‥면적에‥소량의‥양자점을‥도포하여‥

재료의‥소모를‥줄이고‥공정비용‥절감이‥가능

하다‥[4].‥또한‥마이크론‥크기의‥형광체에‥비

해‥나노미터‥크기의‥양자점은‥산란‥작용과‥후

방‥반사로‥인한‥광‥손실‥효과를‥상대적으로‥최

소화할‥수‥있으며,‥많은‥연구기관에서‥양자점

을‥응용한‥기초적인‥LED‥특성‥평가‥시‥사용

되는‥방법이다.‥그림‥5(b)는‥LED‥chip의‥광

원부에‥양자점을‥직접적으로‥도포하는‥방법이

다‥[4].‥이러한‥패키징‥방법은‥LED‥구동‥시‥광

원부의‥온도가‥85∼120℃까지‥상승하기‥때문

에‥thermal‥quenching과‥같은‥에너지‥손실

그림 4.  LED  패키징 방법에 차이에 따른 (a ) 
conventional LCD TV, (b) Sony의 양자점 
TV [1].

(a)

(b)



14   테마

테마기획  _ 콜로이덜 퀀텀 닷

이‥발생하게‥된다.‥또한‥양자점이‥장시간동안‥

높은‥온도와‥광속에‥노출되면서‥소재의‥열화

가‥촉진되어‥성능이‥저하된다.‥이를‥개선하기‥

위해‥그림‥5(c)와‥같은‥remote‥방식의‥패키징

이‥고안되었다‥[4].‥이‥구조는‥LED의‥광원부

와‥양자점과의‥거리를‥두어‥안정성‥개선‥효과

를‥얻을‥수‥있다.‥그러나‥제한된‥공간에‥과량

의‥양자점들이‥분포되어‥있기‥때문에‥양자점‥

간의‥광‥재흡수‥문제가‥발생하는‥단점이‥발생

하게‥된다.

2.2 Film 패키징

Film‥패키징‥방식은‥양자점을‥고분자‥기

재에‥균일하게‥분산시켜‥film으로‥만드는‥방

식으로,‥제작이‥간단하고‥대면적화가‥가능하

다.‥이‥방식은‥그림‥6과‥같이‥기존‥LCD‥패널

에‥적용이‥가능하며‥양자점‥발광체를‥적용함

으로써‥기존‥LCD보다‥더‥넓은‥색역을‥구현

할‥수‥있다‥[5].‥이는‥최근‥삼성전자에서‥출시

한‥SUHD‥TV에‥채택된‥패키징‥방법이며,‥이

와‥같은‥film‥패키징은‥on-chip‥패키징과‥다

르게‥LGP‥(light‥guide‥panel)‥측면에‥위치한‥

청색‥LED의‥빛이‥LGP를‥통해‥양자점에‥도달

하기‥때문에‥LED‥구동‥시‥발생하는‥열로부터‥

거리확보가‥가능하여‥안정성‥확보측면에서‥유

리하다.‥그러나‥film‥제작‥시‥사용되는‥양자점

의‥소모량이‥많고,‥단순히‥고분자‥기재와‥양자

점만을‥혼합하게‥되면‥산소나‥수분에‥취약하

다.‥이‥안정성‥문제를‥개선하기‥위해서는‥SiO2‥

및‥Al2O3와‥같은‥산화물‥기반의‥barrier‥film

을‥이용한‥encapsulation‥공정이‥필요하기‥때

문에‥제품의‥가격‥상승의‥원인이‥된다.

2.3 Edge optic 패키징

Edge‥optic‥패키징은‥Sony에서‥출시한‥양

자점‥TV에서‥채택한‥양자점‥패키징‥방법이다.‥

이‥방식은‥그림‥7과‥같이‥film‥패키징과‥on-

chip‥패키징의‥중간‥형태를‥가진다‥[1].‥Edge‥

optic‥패키징은‥glass‥fiber에‥양자점을‥넣은‥

뒤‥양‥끝단의‥glass를‥녹여‥내부를‥밀폐시키

그림 5.  (a) 상용 LED 패키징, (b) 다이렉트 패키징 및 
(c) remote 패키징 [4].

그림 6.  LCD TV 구조에 적용된 Nanosys의 QDEF 
(quantum dot enhanced film) [5].

그림 7.  양자점 LED 패키징 방법에 따른 구조 및 
제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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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방법이며,‥이는‥remote‥방식과‥유사하게‥

LED‥광원‥부분에‥위치하게‥된다.‥Glass‥fiber

를‥사용하기‥때문에‥외부의‥산소나‥수분의‥영

향을‥최소화‥시킬‥수‥있는‥장점이‥있지만,‥외

부의‥충격에‥약하고‥크기가‥커질수록‥공정‥수

율이‥낮아지기‥때문에‥LCD‥패널의‥크기가‥커

질수록‥가격‥상승의‥요인이‥된다.‥또한,‥LED

의‥광원부와‥근접해‥있기‥때문에‥장시간‥구동‥

시‥소재의‥열화로‥인한‥안정성‥문제가‥발생할‥

수‥있다.

3. 광 변환 양자점 발광 소자

양자점은‥입자‥크기를‥조절함으로써‥가시

광‥영역의‥모든‥파장을‥구현할‥수‥있고,‥다양

한‥조성에‥따라‥발광‥특성을‥조절할‥수‥있기‥

때문에‥광‥변환‥소재로‥많은‥연구가‥진행되고‥

있다.‥II-VI족의‥CdSe‥양자점은‥디스플레이‥

특성에‥적합한‥좁은‥발광‥반치폭과‥높은‥양자

효율을‥보이는‥대표적인‥조성이다.‥그러나‥환

경‥및‥인체‥유해성‥차원에서‥심각한‥문제점

을‥야기할‥수‥있기‥때문에‥최근에는‥무독성

의‥III-V족‥양자점에‥대한‥연구로‥방향이‥전

환되고‥있다.‥III-V족의‥InP‥양자점은‥II-VI

족‥양자점과‥유사한‥발광‥영역을‥구현할‥수‥

있어‥II-VI족‥양자점을‥대체할‥후보로‥꼽히고‥

있다.‥그러나‥InP‥양자점은‥II-VI족‥양자점의‥

발광특성과‥비교하여‥낮은‥양자효율과‥넓은‥

발광‥반치폭을‥보이고‥있기에‥성능‥향상을‥위

한‥많은‥연구가‥필요하다.‥한편‥I-III-VI족의‥

CuInS2‥양자점은‥넓은‥발광‥반치폭‥특성을‥

가지고‥있어서‥조명용‥LED의‥광‥변환‥소재로‥

연구되고‥있다.

3.1 II-VI족 양자점

2010년‥삼성종합기술원에서는‥청색‥발광의‥

InGaN‥LED‥chip과‥고효율의‥멀티쉘‥구조인‥

CdSe‥계열의‥녹색과‥적색‥양자점을‥이용하여‥

on-chip‥패키징이‥적용된‥백색‥발광‥LED를‥

제작하였다.‥소자에‥적용된‥양자점들은‥540‥

nm의‥중심파장과‥28‥nm의‥좁은‥반치폭을‥보

이며‥100%의‥양자효율을‥가지는‥녹색‥CdSe/

ZnS/CdSZnS‥양자점과‥95%의‥양자효율과‥

630‥nm의‥중심‥파장,‥35‥nm의‥반치폭을‥가

지는‥적색‥발광의‥CdSe/CdS/ZnS/CdSZnS‥

양자점이다.‥녹색‥및‥적색‥양자점을‥실리콘‥레

진과‥혼합하여‥제작된‥소자는‥녹색과‥적색‥영

역에서‥각각‥최대‥72%,‥34%의‥광변환‥효율

을‥기록하였다.‥이‥소자는‥그림‥8(a)와‥같이‥

NTSC‥color‥space와‥비교하였을‥때,‥일반‥형

광체를‥이용하여‥제작된‥백색‥LED의‥85.6%‥

보다‥우수한‥104.3%의‥색역을‥구현하였다.‥

또한,‥41‥lm/W의‥광효율을‥보이는‥다수의‥양

자점‥기반의‥백색‥LED를‥이용하여‥LED‥백라

이트를‥제작함으로써‥그림‥8(b)와‥같이‥46인

그림 8.  (a) 양자점 (청색선) 및 형광체 (회색선) 기반 
백색 LED의 발광 스펙트럼 (연속선)과 휘도 
(빗금친 영역) 및 (b) 백색 양자점-LED 백라이
트 (오른쪽 밑 사진) 기반의 46인치 LCD TV 
패널 사진 [6].

(b)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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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LCD‥TV‥패널로의‥적용이‥최초로‥이루어

졌다‥[6].

일반적으로‥양자점의‥LED‥패키징‥과정에

서‥광‥변환‥효율의‥감소가‥발생한다.‥이러한‥

원인은‥레진‥내에서‥양자점‥간의‥응집으로‥인

한‥재흡수‥및‥빛의‥산란이‥발생하기‥때문이

다.‥이와‥같은‥현상을‥최소화함으로써‥광‥변

환‥효율을‥증가시킬‥수‥있는‥방법은‥양자점

을‥투명하면서도‥낮은‥굴절률을‥갖는‥실리카

와‥복합체를‥형성하는‥방법이‥있다.‥2013년

에‥삼성종합기술원에서‥이‥방법을‥이용하여‥

소자를‥제작하였으며,‥이때‥복합체‥형성에‥앞

서‥6-MHOH(6-mercaptohexanol)를‥이용

하여‥95%의‥양자효율과‥597‥nm의‥중심파장

을‥보이는‥CdSe/CdS/ZnS‥양자점‥표면의‥리

간드들을‥소수성에서‥친수성으로‥전환시켰다.‥

이후,‥실리카를‥코팅한‥양자점을‥실리카‥레진

과‥혼합하여‥열‥경화시킴으로써‥양자점-실리

카‥monolith를‥제작하였다.‥155‥W/cm2의‥효

율을‥보이는‥UV-LED를‥이용하여‥양자점-

실리카‥monolith의‥광안정성을‥측정한‥결과‥

200시간‥동안‥PL‥(photoluminescence)‥발

광‥파장의‥변화‥없이‥초기‥값의‥약‥90%를‥유

지하였다고‥보고되었다.‥이‥양자점-실리카‥

monolith를‥이용하여‥그림‥9(a)와‥같이‥녹색‥

및‥적색‥발광의‥remote‥방식의‥양자점‥LED를‥

제작하였다.‥제작된‥양자점‥LED는‥그림‥9(b)

와‥같은‥발광‥스펙트럼을‥보이며,‥녹색‥및‥적

색‥양자점을‥통한‥광‥변환‥효율은‥각각‥89%,‥

60%을‥기록하였고,‥광‥효율은‥47lm/W로‥보

고하였다‥[7].

3.2 III-V족 양자점

2013년‥홍익대학교‥양희선‥교수팀에서는‥

그림‥10(a)와‥같이‥청색‥발광의‥InGaN‥LED‥

chip과‥녹색‥및‥적색의‥InP/ZnS‥코어/쉘‥양

자점-고분자‥복합체를‥이용하여‥remote‥방식

의‥백색‥LED를‥제작하였다.‥이‥때‥사용된‥녹

색‥및‥적색‥발광‥양자점의‥발광‥중심‥파장은‥

각각‥516‥nm‥및‥614‥nm,‥반치폭은‥48‥nm‥

및‥58‥nm를‥보이며‥양자효율은‥61%‥및‥69%

로‥보고되었다.‥녹색과‥적색‥양자점을‥각각‥

PVP‥(polyvinylpyrrolidone)‥고분자와‥혼합

하여‥양자점-고분자‥plate‥제작하였고,‥이를‥

청색‥LED‥chip에‥적용한‥소자의‥발광‥효율은‥

각각‥30.5‥ lm/W,‥10.8‥ lm/W를‥기록하였다.‥

이때‥본‥연구팀은‥백색광을‥구현하기‥위해‥녹

색‥및‥적색‥양자점-고분자‥plate를‥이중층‥구

조로‥제작하여‥LED에‥적용하였다.‥그림‥10(b)

는‥양자점-고분자‥복합체‥기반‥백색‥LED와‥

청색,‥녹색,‥적색의‥컬러필터가‥적용된‥스펙

트럼과‥발광‥사진이다.‥이‥스펙트럼을‥통해‥

컬러필터를‥투과‥전·후의‥손실되는‥스펙트럼‥

영역이‥매우‥적은‥것을‥확인할‥수‥있다.‥그림‥

10(c)와‥같이,‥청색,‥녹색,‥적색의‥색‥좌표는‥

각각‥(0.269,‥0.239),‥(0.153,0.056),‥(0.258,‥

그림 9.  (a) 녹색 및 (b) 적색 양자점-실리카 monolith 
기반 LED의 EL (electroluminescence) 스펙
트럼 변화 (구동전류: 60 mA), (c) LED 제작 
모식도 및 (d) 백색 LED의 EL 스펙트럼 [7].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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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52)에‥위치하며‥NTSC‥color‥space와‥비

교하였을‥때‥87%의‥색역을‥보인다고‥보고하

였다‥[8].

2015년‥삼성전자에서는‥세계‥최초로‥InP‥

양자점‥기반‥LCD‥TV인‥SUHD‥TV를‥공

개하였다.‥삼성전자는‥film‥패키징‥방식을‥

LCD‥TV에‥적용하여‥그림‥11과‥같이‥타‥디

스플레이‥(LCD,‥OLED,‥PDP,‥Wide‥color‥

LCD)에‥비해‥화려한‥색감과‥밝은‥휘도를‥구

현하였다‥[9].‥일반적

으로‥형광체‥기반의‥

LCD‥TV는‥컬러필터

에서‥광‥손실이‥발생

하기‥때문에‥밝은‥휘

도를‥구현하기‥위해서

는‥LED‥chip의‥전력

을‥증가시켜야‥한다.‥

이에‥반해‥양자점‥TV

는‥좁은‥발광‥반치폭

을‥가지기‥때문에‥컬

러필터를‥통한‥광‥손

실을‥줄일‥수‥있으며‥

이는‥기존‥LCD‥TV에‥

비해‥전력효율‥측면에

서‥우위를‥점할‥수‥있

다.‥이처럼‥양자점‥TV

의‥성능이‥상용제품으로‥출시될‥만큼‥고도의‥

성장을‥이루었으며,‥양자점‥합성기술의‥성숙

과‥패키징‥방법의‥최적화가‥이루어진다면‥현

재보다‥더‥좋은‥성능을‥보이는‥양자점‥TV가‥

출시될‥것으로‥보인다.

3.3 I-III-VI족 양자점

2013년‥베이징공과대학교‥Chen‥교수팀은‥

넓은‥발광‥반치폭을‥보이고‥녹색에서‥적색‥영

역까지‥다양한‥발광‥파장을‥가지는‥CuInS2/

ZnS‥양자점들을‥합성하였으며,‥이를‥그림‥

12(a)와‥같은‥on-chip‥방식의‥LED‥패키징을‥

적용하여‥소자로‥제작하였다.‥단일‥양자점이‥

적용된‥소자는‥넓은‥발광‥반치폭을‥보이지만‥

조명‥특성‥평가‥지표인‥CRI‥(color‥rendering‥

index,‥연색지수)‥값이‥80보다‥낮게‥측정되었

다.‥이‥결과는‥구현‥가능한‥스펙트럼의‥영역이‥

가시광‥파장‥영역을‥모두‥포함하지‥않기‥때문

이라고‥분석되었다.‥이를‥개선하기‥위해‥녹색

과‥적색의‥양자점을‥혼합하여‥소자를‥제작하

였으며,‥그‥결과‥제작된‥소자는‥그림‥12(b)와‥

그림 10.  녹색 및 적색 InP/ZnS 양자점-고분자 복합체의 (a) 소자 모식
도 및 발광사진, (b) 컬러필터 적용 발광 사진 및 스펙트럼 및 
(c) 색역 [8].

그림 11.  2015년 CES에서 공개된 InP기반 양자점 
TV와 타 디스플레이와의 비교 전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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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보다‥넓은‥가시광‥영역의‥백색‥발광‥스펙

트럼을‥구현하였고,‥CRI‥값은‥90을‥기록하였

다‥[10].

한편‥홍익대학교‥양희선‥교수팀에서는‥on-

chip‥패키징‥방식의‥안정성의‥문제를‥해결

하기‥위해‥ remote‥방식의‥양자점-PMMA‥

(poly(methyl‥methacrylate))‥plate를‥제작

하고‥그‥표면을‥실리카로‥코팅함으로써‥안정

성을‥향상시킨‥연구를‥보고하였다.‥그림‥13(a)

와‥같이‥PMMA‥고분자에‥양자점이‥균일하게‥

분포된‥양자점‥plate를‥제작하였고,‥sol-gel법

을‥이용하여‥만들어진‥실리카‥용액을‥양자점‥

plate‥위에‥코팅함으로써‥표면‥보호막을‥형성

시켰다.‥92%의‥양자효율‥가지는‥CuInS2/ZnS

의‥양자점으로‥제작된‥양자점-PMMA‥plate

의‥두께는‥그림‥13(b)의‥SEM을‥통해‥측정한‥

결과‥약‥250‥㎛으로‥측정되었다.‥본‥연구팀은‥

그림‥13(c)와‥같이‥실리카‥표면‥보호막이‥형

성된‥양자점-고분자‥플레이트를‥적용하여‥백

색‥LED를‥제작하였다.‥이렇게‥제작된‥remote‥

패키징의‥소자‥안정성을‥측정한‥결과,‥그림‥

13(d)와‥같이‥구동시간이‥증가함에도‥불구하

고‥소자의‥발광‥강도의‥변화가‥거의‥없다고‥보

고되었다.‥또한,‥백색‥LED의‥연색지수‥(71-

72),‥색온도‥(6000-6200‥K)‥및‥광‥효율‥(60-

61lm/W)은‥초기와‥비슷한‥값을‥나타내었다.‥

본‥연구는‥소자‥안정성‥측면에서‥remote‥방식

의‥양자점-PMMA‥플레이트‥기반‥백색‥LED가‥

on-chip‥패키징을‥적용한‥양자점‥기반의‥백

색‥LED보다‥우수함을‥보였다‥[11].

4. 양자점 복합체 형성을 통한 
안정성 개선 기술

일반적으로‥코어/쉘‥양자점의‥표면에는‥유

기‥리간드들이‥부착되어‥있다.‥이는‥양자점의‥

표면을‥보호하고‥엑시톤의‥누설을‥막아‥양자

효율을‥상승시키지만‥LED‥패키징‥시‥문제를‥

유발한다.‥LED‥패키징‥시‥사용되는‥아크릴계‥

또는‥실리콘‥계열의‥레진과‥양자점을‥혼합하

면‥양자점의‥응집이‥발생하여‥이로‥인해‥소자

그림 12.  (a) 다양한 파장의 CuInS2/ZnS 양자점 기반 
LED 및 (b) 녹색 및 적색 양자점을 혼합하여 
구현한 백색 LED 발광 스펙트럼 [10].

그림 13.  양자점-복합체의 (a) 발광 사진, (b) SEM 이
미지, (c) remote 패키징 LED 발광 사진 및 
모식도 및 (d) 소자 안정성 데이터 [11].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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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효율이‥저하된다.‥또한‥양자점‥기반‥LED의‥

광원에‥양자점이‥노출되면‥양자점‥표면의‥광

산화‥작용이‥더욱‥가속화되어‥광‥변환‥효율의‥

감소가‥발생한다.‥이와‥같은‥문제들을‥보이는‥

양자점‥기반‥LED의‥효율을‥향상시키기‥위해

서는‥양자점의‥안정성‥향상‥기술이‥요구된다.

양자점의‥안정성을‥향상시키기‥위한‥접근

법은‥대표적으로‥양자점‥표면에‥추가적인‥산

화물계‥shell을‥도입하는‥방법과‥양자점-나

노‥구조‥복합체를‥형성하는‥방법이다.‥기존‥

산화물계‥shell을‥도입하여‥양자점의‥안정성

을‥향상시키는‥연구는‥Stöber‥방법을‥이용한‥
SiO2‥shell‥ [12]‥또는‥SiO2‥matrix에‥양자점

이‥embedded된‥연구‥[13]가‥주를‥이루었다.‥

하지만‥이러한‥공정과정에서‥사용되는‥다양한‥

촉매‥(NH4OH,‥NaOH)로‥인해‥양자점‥표면에‥

직접적인‥손상이‥야기되어‥양자효율이‥감소

하게‥된다‥[13].‥Stöber‥방법을‥사용하지‥않는‥
다른‥산화물‥shell(ZnGa2O4‥[14],‥In2O3‥[15])

을‥이용하여‥안정성을‥향상시키기‥위한‥연구

가‥계속되고‥있다.‥ZnGa2O4‥산화물‥쉘은‥합

성된‥코어/쉘‥양자점을‥정제한‥뒤‥산화물‥쉘

의‥전구체를‥주입하여‥추가적으로‥쉘을‥형성

하는‥방법이다.‥그‥결과‥ZnGa2O4‥산화물‥쉘

을‥적용하지‥않은‥양자점과‥안정성‥비교시‥향

상된‥결과를‥보인다‥[14].‥ In2O3‥산화물‥쉘의‥

경우‥추가적인‥정제과정‥없이‥합성‥공정중‥산

화물‥In2O3‥전구체를‥주입하여‥산화물‥쉘을‥주

입하는‥방법으로‥안정성이‥매우‥우수한‥결과

를‥보인다‥[15].‥최근‥ZnS‥쉘에‥Al을‥도핑하

여‥self-oxidation‥효과를‥이용하여‥양자점의‥

안정성을‥향상시킨‥연구가‥발표되었다.‥본‥연

구팀은‥Al이‥도핑된‥CIS/ZnS‥양자점을‥on-

chip‥패키징‥방식의‥LED로‥제작하여‥안정성

을‥향상‥시키는‥연구를‥보고하였다‥[16].‥그림‥

14(a)와‥같이‥Al이‥doping된‥ZnS‥쉘을‥형성

하였고‥Al은‥산화되면서‥표면을‥passivation

하는‥역할을‥한다.‥그‥결과‥ZnS‥쉘‥표면에‥

Al2O3‥산화막을‥형성하여‥그림‥14(b)와‥같이‥

그림 15.  (a) CdSe/CdS/ZnS 양자점-LDH 무기물 
복합체 제작 모식도 및 (b) UV 조사 안정성 
테스트 [17].

그림 14.  (a) Al 도핑된 CuInS2/ZnS 양자점의 Al2O3 
shell 형성 모식도 및 (b) CuInS2/ZnS 양자
점과 Al 도핑된 CuInS2/ZnS 양자점의 LED 
안정성 비교 [16].

(b)

(a)

(b)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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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안정성‥테스트‥결과‥우수한‥안정성‥결과

를‥보고하였다‥[16].‥Al‥doping‥쉘의‥경우‥다

양한‥양자점‥조성에도‥적용될‥수‥있을‥것으로‥

기대되며‥합성‥변수‥최적화를‥통해‥더욱‥안정

성이‥향상된‥결과를‥얻을‥것으로‥기대된다.

한편‥양자점-나노‥구조‥복합체를‥형성하여‥

양자점의‥안정성을‥향상시키는‥연구로는‥판상

구조를‥가지는‥무기물‥LDH‥(layered‥double‥

hydroxide)에‥양자점을‥ intercalation하

는‥연구가‥보고되었다.‥그림‥15(a)와‥같이‥

positive‥charge를‥가지는‥LDH에‥negative‥

charge의‥양자점이‥정전기적‥인력으로‥결합

하는‥구조로‥낮은‥온도에서‥공정이‥가능하고‥

쉽게‥제작이‥가능한‥장점이‥있다.‥그림‥15(b)

에서와‥같이‥이렇게‥제작된‥양자점-복합체는‥

외부‥환경에‥대한‥양자점의‥노출을‥최소화하

여‥소자‥구동‥시‥높은‥안정성을‥보이는‥특성을‥

가진다‥[17].‥무기물‥나노‥구조‥복합체에‥앞서‥

언급한‥산화물‥쉘이‥적용된‥양자점을‥적용한

다면‥소자‥안정성을‥더욱‥향상시킬‥수‥있는‥소

재를‥개발할‥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5. 결 론

독특한‥발광‥특성을‥가지는‥양자점은‥차세

대‥광‥변환‥소재로‥주목받고‥있다.‥디스플레

이‥분야에‥적용될‥수‥있는‥좁은‥발광‥반치폭

의‥II-VI족,‥III-V족‥양자점과‥조명으로‥적용

될‥수‥있는‥넓은‥발광‥반치폭의‥I-III-VI족‥양

자점은‥광‥변환‥소자에‥적용하는‥연구가‥활발

히‥진행되어‥왔다.‥일반적으로‥양자점‥소재‥자

체는‥우수한‥발광‥특성을‥보이지만,‥광‥변환‥

소자로의‥패키징‥및‥소자‥구동‥시‥발광‥특성의‥

저하를‥초래할‥수‥있다.‥따라서‥향후‥고품위‥

발광,‥고효율‥및‥고안정‥특성의‥광‥변환‥소자‥

제작을‥위해서는‥양자점‥발광특성의‥추가‥개

선을‥위한‥지속적인‥합성‥기술‥개발과‥더불어,‥

양자점‥소재‥자체의‥안정성‥향상‥기술‥및‥다양

한‥LED‥패키징‥방법을‥통한‥구동환경의‥최적

화‥기술이‥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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