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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고출력/광대역 광소자용 유무기 나노 복합 박막 및 이를포함하는 광소자와 그 제조 방법

(57) 요약

유기 리간드가 배위된 반도체 양자점층을 포함하는 고출력/광대역 광소자용 유무기 나노 복합 박막 및 이를 포함하는 광소

자와, 그 제조 방법에 관하여 개시한다. 본 발명 따른 유무기 나노 복합 박막은 고분자층과, 상기 고분자층 위에 자기조립

되어 있는 유기 리간드가 배위된 반도체 양자점층을 포함하는 적층 구조, 또는 제1 홀을 가지는 제1 고분자층 패턴과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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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홀 내에 충진되어 있는 유기 리간드로 배위된 제1 반도체 양자점층 패턴을 포함하는 제1 복합 박막으로 이루어진다.

본 발명의 유무기 나노 복합 박막은 반도체 양자점 용액과 고분자 용액을 교대로 스핀 코팅하여 1 층씩 교대로 적층된 복

수층으로 이루어지는 유기물 다층 박막으로 구성될 수 있다. 고밀도, 광대역의 반도체 양자점층과 고분자층이 물리적으로

결합된 하이브리드 광소자용 나노 복합 박막을 제공함으로써 고출력, 광대역, 고휘도, 고감도의 광소자를 구현할 수 있으

며 유연성 있는 광소자를 제조할 수 있다.

대표도

도 10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고분자층과, 상기 고분자층 위에 자기조립되어 있는 유기 리간드가 배위된 반도체 양자점층을 포함하는 적층 구조로 이루

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소자용 유무기 나노 복합 박막.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고분자층 및 상기 반도체 양자점층은 각각 극성 및 비극성 중에서 선택되는 특성 중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광소자용 유무기 나노 복합 박막.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적층 구조는 복수의 상기 고분자층과 복수의 상기 반도체 양자점층이 1층씩 교대로 순차적으로 적층되어 이루어진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소자용 유무기 나노 복합 박막.

청구항 4.

제3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반도체 양자점층은 각각 서로 동일한 반도체 양자점 크기를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소자용 유무기 나노

복합 박막.

청구항 5.

제3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반도체 양자점층은 각각 서로 다른 반도체 양자점 크기를 가지는 적어도 2개의 반도체 양자점층을 가지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광소자용 유무기 나노 복합 박막.

청구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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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홀을 가지는 제1 고분자층 패턴과 상기 제1 홀 내에 충진되어 있는 유기 리간드로 배위된 제1 반도체 양자점층 패턴을

포함하는 제1 복합 박막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소자용 유무기 나노 복합 박막.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고분자층 패턴 및 상기 제1 반도체 양자점층 패턴은 동일 평면상에 동일 레벨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광소자용 유무기 나노 복합 박막.

청구항 8.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고분자층 패턴 및 상기 제1 반도체 양자점층 패턴을 동시에 덮도록 상기 제1 복합 박막 위에 형성되어 있는 제1

고분자 박막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소자용 유무기 나노 복합 박막.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고분자 박막 위에서 상기 제1 복합 박막의 반대측에 형성되고, 제2 홀을 가지는 제2 고분자층 패턴과 상기 제2

홀 내에 충진되어 있는 유기 리간드로 배위된 제2 반도체 양자점층 패턴을 포함하는 제2 복합 박막을 더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광소자용 유무기 나노 복합 박막.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반도체 양자점층 패턴 및 제2 반도체 양자점층 패턴은 각각 서로 동일한 반도체 양자점 크기를 가지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광소자용 유무기 나노 복합 박막.

청구항 11.

제9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반도체 양자점층 패턴 및 제2 반도체 양자점층 패턴은 각각 서로 다른 반도체 양자점 크기를 가지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광소자용 유무기 나노 복합 박막.

청구항 12.

제1 전극과, 제2 전극과, 상기 제1 전극 및 제2 전극 사이에서 순차적으로 적층되어 있는 정공수송층, 발광층, 및 전자수송

층을 포함하고,

상기 발광층은 제1항 내지 제5항 중 어느 한 항에 따른 상기 유무기 나노 복합 박막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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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3.

제1 전극과, 제2 전극과, 상기 제1 전극 및 제2 전극 사이에서 순차적으로 적층되어 있는 정공수송층, 발광층, 및 전자수송

층을 포함하고,

상기 발광층은 제6항 내지 제11항 중 어느 한 항에 따른 상기 유무기 나노 복합 박막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소자.

청구항 14.

기판상에 고분자층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고분자층 위에 유기 리간드를 배위한 반도체 양자점 용액을 스핀코팅하여 상기 고분자층 위에 자기조립된 반도체 양

자점층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소자용 유무기 나노 복합 박막의 제조 방법.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고분자층 형성 단계 및 상기 반도체 양자점층 형성 단계를 복수회 반복하여 행하여 복수의 상기 고분자층과 복수의

상기 반도체 양자점층이 1층씩 교대로 순차적으로 적층되어 이루어진 적층 구조를 형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

징으로 하는 광소자용 유무기 나노 복합 박막의 제조 방법.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반도체 양자점층은 각각 서로 동일한 반도체 양자점 크기를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소자용 유무기 나노

복합 박막의 제조 방법.

청구항 17.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복수의 반도체 양자점층은 각각 서로 다른 반도체 양자점 크기를 가지는 적어도 2개의 반도체 양자점층을 가지는 것

을 특징으로 하는 광소자용 유무기 나노 복합 박막의 제조 방법.

청구항 18.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고분자층으로부터 상기 기판을 제거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소자용 유무기 나노 복합 박막의

제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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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9.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기판은 용융 실리카, 글라스 또는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소자용 유무기 나노 복합 박막의

제조 방법.

청구항 20.

기판상에 제1 고분자층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제1 고분자층을 패터닝하여 소정 형상의 제1 홀이 형성된 제1 고분자층 패턴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제1 고분자층 패턴 위에 유기 리간드를 배위한 반도체 양자점 용액을 스핀코팅하여 상기 제1 홀 내에 제1 반도체 양

자점층 패턴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소자용 유무기 나노 복합 박막의 제조 방법.

청구항 21.

제20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고분자층 패턴 및 상기 제1 반도체 양자점층 패턴을 동시에 덮는 제1 고분자 박막을 형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소자용 유무기 나노 복합 박막의 제조 방법.

청구항 22.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고분자 박막 위에서 제2 고분자층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제2 고분자층을 패터닝하여 소정 형상의 제2 홀이 형성된 제2 고분자층 패턴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제2 고분자층 패턴 위에 유기 리간드를 배위한 반도체 양자점 용액을 스핀코팅하여 상기 제2 홀 내에 제2 반도체 양

자점층 패턴을 형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소자용 유무기 나노 복합 박막의 제조 방법.

청구항 23.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반도체 양자점층 패턴 및 제2 반도체 양자점층 패턴은 각각 서로 동일한 반도체 양자점 크기를 가지도록 형성되

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소자용 유무기 나노 복합 박막의 제조 방법.

청구항 24.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반도체 양자점층 패턴 및 제2 반도체 양자점층 패턴은 각각 서로 다른 반도체 양자점 크기를 가지도록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소자용 유무기 나노 복합 박막의 제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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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고출력/광대역 광소자용 박막 및 이를 포함하는 광소자와 그 제조 방법에 관한 것으로, 반도체 양자점 (quantum

dot)과 고분자가 결합된 유무기 나노 복합 재료를 이용하여 얻어지는 유무기 나노 복합 박막 및 이를 포함하는 광소자와

유무기 나노 복합 박막의 제조 방법에 관한 것이다.

지금까지 개발된 광소자용 반도체 양자점과 고분자가 결합된 유무기 나노 복합 재료는 대부분 물리적인 방법이 아닌 화학

적인 방법으로 제작된다. 화학적인 방법으로 제작하고 있는 유무기 나노 복합 재료를 제작하기 위한 방법은 크게 다음의

네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 유무기 하이브리드 양자점 반도체와 고분자 용액을 동시에 화학적으로 합성하여 박막으로 만드는 방법이다.

(Yongbin Zhao et al., Synthesis and characterization of PbS/modified hyperbranched polyester nanocomposite

hollow spheres at room temperature, Materials Letters, vol.59, p.686, 2005) 그러나, 이런 합성 방법은 용액으로는

만들기 쉬우나 스핀코팅 등을 통해 박막을 형성하기는 상당히 힘들다. 설령 박막을 형성한다 하더라도 잘 분산된 양질의

박막을 만들기는 더욱 더 힘들다.

둘째, 반도체 양자점 용액과 전도성 고분자 용액을 각각 분리하여 준비하고, 이 두 용액을 단순히 섞어서 사용하는 방법이

다. 이 방법을 이용하는 데 사용되는 재료의 예로서, 혼합된 두 용액으로부터 스핀코팅 등에 의한 방법으로 박막을 만들고

단순히 열경화하여 사용한 재료 (Nir Tessler et al., Efficient Near-Infrared Polymer Nanocrystal Light-Emitting

Diodes, Science vol.295, p.1506, 2002)와, 열경화시 포화 용해도와 상분리 (phase segregation)에 의해 반도체 양자점

이 박막 표면으로 용출되어 배열한 재료 (Jonathan S Steckel et al., 1.3 ㎛ to 1.55 ㎛ Tunable Electroluminesence

from PbSe Quantum Dots Embedded within an Organic Device, Advanced Materials, vol.15, No.21 p.1862, 2003)

를 사용하는 기술이 있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박막내 포화 용해도에 의해 저농도의 반도체 양자점 박막은 만들 수 있으나,

양자점의 농도를 증가시키기 매우 힘들고, 반도체 양자점을 적절히 배열하거나 복수층으로 적층하여 만들기는 매우 힘들

다.

셋째, 반도체 양자점 용액과 전도성 고분자 용액을 각각 분리하여 준비하고, 이 두 용액을 섞어서 리간드 교환법 (ligand

exchange method)을 사용하여 반도체 양자점의 표면을 패시베이션 (passivation)함과 동시에 복합재 용액을 합성하는

방법이다. 합성된 용액을 스핀코팅 등의 방법으로 박막화하고 열경화 또는 자외선 광경화하여 광소자용 재료로 이용한다.

그러나, 이 방법 역시 박막내 포화 용해도에 의해 저농도의 반도체 양자점 박막은 만들 수 있으나, 양자점의 농도를 증가시

키기 힘들고, 리간드 교환법이 일어날 수 있는 기본 고분자가 아민기를 가져야 되는 등 많은 제약이 있다.

넷째, 전도성 고분자 용액과 반도체 양자점 용액을 각각 층층이 스핀코팅하여 만드는 방법이다. 이 방법에서는 각각 단순

히 스핀코팅에 의해 고분자층과 반도체 양자점층을 형성한다. (Sumit Chaudhary et al., Trilayer hybrid polymer-

quantum dot light-emitting diodes, Applied Physics Letters, vol.84, no. 15. p.2925, 2004) 그러나, 이 방법에 의해

형성되는 반도체 양자점층은 단순히 한 종류의 무작위 배열의 반도체 양자점층으로 형성되어 고농도 및 광대역을 구현하

기가 매우 힘들다.

유무기 나노 복합재가 아닌 순수한 반도체 양자점 박막 재료의 경우, 반도체 양자점층을 형성하기 위해 MBE (molecular

beam epitaxy), MOCVD (metal-organic chemical vapor deposition) 등의 성장 기구를 이용하여 SK (Stranski-

Kranstanow) 성장 모드 등에 의해 박막을 성장시킨 다음 급속 열처리 (rapid thermal annealing) 방법 등에 의해 하나의

반도체 양자점층을 형성시키는 방법이 있다. 반도체 양자점의 밀도를 높이기 위해 이러한 반도체 양자점층을 30 층까지 적

층한 보고가 있다. (K. Stewart et al., Influence of rapid thermal annealing on a 30 stack InAs/GaAs quantum dot

infrared photodetector, Journal of Applied Physics, Vol.94, No. 8. p.5283, 2003). 그러나, 한 층의 양자점 농도(밀도)

는 하나의 양자점 높이 만큼 이차원 평면상에 무작위로 분포되어 밀도가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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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의 목적은 상기한 종래 기술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고출력, 광대역의 발광소자 (LED: light

emitting diodes), 광수신소자, 광센서, 태양전지 등의 광소자에 사용하기 적합하도록 유연성을 가지며 고농도, 광대역 반

도체 양자점과 고분자가 물리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고출력/광대역 광소자용 유무기 나노 복합 박막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고농도, 광대역의 반도체 양자점과 고분자가 물리적으로 결합된 양질의 유무기 나노 복합 박막 재

료를 포함하는 고출력, 광대역 광소자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고출력, 광대역의 발광소자, 광수신소자, 광센서, 태양전지 등의 광소자에 사용하기 적합하도록

유연성을 가지며 고농도, 광대역 반도체 양자점과 고분자가 물리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고출력/광대역 광소자용 유무기 나

노 복합 박막의 제조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일 양태에 따른 고출력/광대역 광소자용 유무기 나노 복합 박막은 고분자층과, 상

기 고분자층 위에 자기조립되어 있는 유기 리간드가 배위된 반도체 양자점층을 포함하는 적층 구조로 이루어진다.

상기 고분자층 및 상기 반도체 양자점층은 각각 극성 및 비극성 중에서 선택되는 특성 중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다.

상기 적층 구조는 복수의 상기 고분자층과 복수의 상기 반도체 양자점층이 1층씩 교대로 순차적으로 적층되어 이루어질

수 있다.

상기 복수의 반도체 양자점층은 각각 서로 동일한 반도체 양자점 크기를 가질 수도 있고, 각각 서로 다른 반도체 양자점 크

기를 가지는 적어도 2개의 반도체 양자점층을 가질 수도 있다.

또한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다른 양태에 따른 고출력/광대역 광소자용 유무기 나노 복합 박막은 제1 홀

을 가지는 제1 고분자층 패턴과 상기 제1 홀 내에 충진되어 있는 유기 리간드로 배위된 제1 반도체 양자점층 패턴을 포함

하는 제1 복합 박막으로 이루어진다.

상기 제1 고분자층 패턴 및 상기 제1 반도체 양자점층 패턴은 동일 평면상에 동일 레벨로 형성될 수 있다. 또한, 상기 제1

고분자층 패턴 및 상기 제1 반도체 양자점층 패턴을 동시에 덮도록 상기 제1 복합 박막 위에 형성되어 있는 제1 고분자 박

막을 더 포함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다른 양태에 따른 고출력/광대역 광소자용 유무기 나노 복합 박막은 상기 제1 고분자 박막 위에서 상기 제

1 복합 박막의 반대측에 형성되고, 제2 홀을 가지는 제2 고분자층 패턴과 상기 제2 홀 내에 충진되어 있는 유기 리간드로

배위된 제2 반도체 양자점층 패턴을 포함하는 제2 복합 박막을 더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제1 반도체 양자점층 패턴 및 제2 반도체 양자점층 패턴은 각각 서로 동일한 반도체 양자점 크기를 가질 수도 있고,

각각 서로 다른 반도체 양자점 크기를 가질 수도 있다.

상기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일 양태에 따른 광소자는 제1 전극과, 제2 전극과, 상기 제1 전극 및 제2 전

극 사이에서 순차적으로 적층되어 있는 정공수송층, 발광층, 및 전자수송층을 포함한다. 상기 발광층은 상기 설명한 바와

같은 본 발명에 따른 고출력/광대역 광소자용 유무기 나노 복합 박막들 중 어느 하나로 이루어진다.

상기 또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일 양태에 따른 광소자용 유무기 나노 복합 박막의 제조 방법에서는 기판

상에 고분자층을 형성한다. 상기 고분자층 위에 유기 리간드를 배위한 반도체 양자점 용액을 스핀코팅하여 상기 고분자층

위에 자기조립된 반도체 양자점층을 형성한다.

상기 고분자층 형성 단계 및 상기 반도체 양자점층 형성 단계를 복수회 반복하여 행하여 복수의 상기 고분자층과 복수의

상기 반도체 양자점층이 1층씩 교대로 순차적으로 적층되어 이루어진 적층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 상기 복수의 반도체 양

자점층은 각각 서로 동일한 반도체 양자점 크기를 가지거나, 또는 각각 서로 다른 반도체 양자점 크기를 가지는 적어도 2

개의 반도체 양자점층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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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성 있는 광소자를 구현하기 위하여, 상기 고분자층으로부터 상기 기판을 제거할 수도 있다.

상기 또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다른 양태에 따른 광소자용 유무기 나노 복합 박막의 제조 방법에서는 기

판상에 제1 고분자층을 형성한다. 상기 제1 고분자층을 패터닝하여 소정 형상의 제1 홀이 형성된 제1 고분자층 패턴을 형

성한다. 상기 제1 고분자층 패턴 위에 유기 리간드를 배위한 반도체 양자점 용액을 스핀코팅하여 상기 제1 홀 내에 제1 반

도체 양자점층 패턴을 형성한다.

본 발명의 다른 양태에 따른 광소자용 유무기 나노 복합 박막의 제조 방법에서는 상기 제1 고분자층 패턴 및 상기 제1 반도

체 양자점층 패턴을 동시에 덮는 제1 고분자 박막을 형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상기 제1 고분자 박막 위에

서 제2 고분자층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제2 고분자층을 패터닝하여 소정 형상의 제2 홀이 형성된 제2 고분자층 패턴을

형성하는 단계와, 상기 제2 고분자층 패턴 위에 유기 리간드를 배위한 반도체 양자점 용액을 스핀코팅하여 상기 제2 홀 내

에 제2 반도체 양자점층 패턴을 형성하는 단계를 더 포함할 수도 있다. 여기서, 상기 제1 반도체 양자점층 패턴 및 제2 반

도체 양자점층 패턴은 각각 서로 동일한 반도체 양자점 크기를 가지도록 형성될 수도 있고, 각각 서로 다른 반도체 양자점

크기를 가지도록 형성될 수도 있다.

본 발명에 따른 광소자용 유무기 나노 복합 박막은 미리 혼합된 양자점 반도체 용액을 제조한 후, 이를 스핀코팅하여 형성

됨으로써 복수의 층으로 이루어지는 다중층 구조의 반도체 양자점층 구조물을 형성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광소

자용 유무기 나노 복합 박막은 광소자의 발광층으로 사용함으로써 고출력, 광대역, 고휘도, 고감도의 LED, 광수신기, 광센

서, 및 태양전지와 같은 광소자를 구현할 수 있으며, 특히 유연성이 있는 기판을 사용하거나 본 발명에 따른 광소자용 유무

기 나노 복합 박막을 형성한 후 기판을 제거함으로써 유연성을 가지는 광소자를 구현할 수 있다.

다음에,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들에 대하여 첨부 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본 발명의 예시적인 실시예들에서는 스핀코팅이라는 단순 물리적인 방법과 극성(또는 비극성) 물질의 박막위에 비극성(또

는 극성) 물질의 박막이 잘 형성된다는 원리를 이용해, 가요성(flexibility) 있는 고출력, 광대역 광소자용 반도체 양자점층/

고분자층을 포함하는 나노 복합 박막과 그 제조 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예시적인 실시예들에서는, 비극성 고분자 용액과 극성 유기 리간드를 배위(coordination)한 반도체 양자점 용액

을 교대로 순차적으로 스핀코팅하여 고분자층으로 이루어지는 제1 박막과, 자기조립 (self-assemble)된 반도체 양자점층

으로 이루어지는 제2 박막이 교대로 순차 적층된 유무기 나노 복합 박막을 제공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고출력/광대역 광소자용 유무기 나노 복합 박막(10)의 구성을 보여주는 부분 사시도

이다.

도 1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고출력/광대역 광소자용 유무기 나노 복합 박막(10)은 기판(12)위에 형성

된 고분자층으로 이루어지는 복수의 제1 박막(14)과, 상기 제1 박막(14) 위에 자기조립된 반도체 양자점층으로 이루어지

는 복수의 제2 박막(16a, 16b, 16c)이 1개 층씩 교대로 순차적으로 적층되어 있는 복수층의 유무기 나노 복합 박막으로 이

루어져 있다.

도 1에는 상기 복수의 제2 박막(16a, 16b, 16c)은 각각 서로 동일한 반도체 양자점 크기를 가지는 반도체 양자점층으로 이

루어지는 경우가 예시되어 있다.

상기 복수의 제2 박막(16a, 16b, 16c)을 구성하는 각각의 자기조립된 반도체 양자점층은 육각 배열 (hexagonal array) 구

조 및 조밀 충진 구조 (close packed structure)를 가진다.

도 2a는 상기 복수의 제2 박막(16a, 16b, 16c)을 구성하는 데 이용될 수 있는 예시적인 반도체 양자점층을 구현한 투과 전

자 현미경 사진이다.

보다 상세히 설명하면, 도 2a는 유기 리간드 (organic ligand)인 올레인산 리간드 (oleate ligand)와 평균 5 nm의 PbSe 양

자점 크기를 가진 용액을 고분자층 위에 스핀코팅하여 육각 배열로 자기조립된 한 층의 PbSe 양자점층의 투과 전자 현미

경 사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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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b는 도 2a의 PbSe 양자점층에서 육각 배열 구조를 가지는 PbSe 양자점(PbSe QD)들의 배열 상태를 보여주는 개략적

인 다이어그램이다.

도 2c는 2개 층의 조밀 충진 구조를 가지는 육각 배열 구조의 PbSe 양자점층의 투과 전자 현미경 사진이다.

도 2d는 4개 층의 FCC (face centered cubic) 조밀 충진 구조를 가지는 육각 배열 구조의 PbSe 양자점층의 배열 상태를

보여주는 개략적인 다이어그램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고출력/광대역 광소자용 유무기 나노 복합 박막(20)의 구성을 보여주는 부분 사시도

이다.

도 3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고출력/광대역 광소자용 유무기 나노 복합 박막(20)은 기판(22) 위에 형성

된 고분자층으로 이루어지는 복수의 제1 박막(24)과, 상기 제1 박막(24) 위에 자기조립된 반도체 양자점층으로 이루어지

는 복수의 제2 박막(26a, 26b, 26c)이 1개 층씩 교대로 순차적으로 적층되어 있는 복수층의 유무기 나노 복합 박막으로 이

루어져 있다.

도 3에는 상기 복수의 제2 박막(26a, 26b, 26c)이 각각 서로 다른 반도체 양자점 크기를 가지는 반도체 양자점층으로 이루

어지는 경우가 예시되어 있다.

상기 복수의 제2 박막(26a, 26b, 26c)을 구성하는 각각의 자기조립된 반도체 양자점층은 육각 배열 구조 및 조밀 충진 구

조를 가진다.

본 발명의 예시적인 다른 실시예들에서는, 비극성 고분자 박막을 포토리소그래피 공정 등을 이용하여 소정 형상으로 패터

닝하여 홀이 형성되어 있는 비극성 고분자 박막 패턴을 형성한 후, 그 위에 극성 반도체 양자점 용액을 스핀코팅하여 상기

비극성 고분자 박막 패턴의 홀 내에 극성 반도체 양자점 용액을 충진시키고, 그 위에 다시 비극성 고분자 박막을 스핀코팅

하는 방법을 반복적으로 행한다. 그 결과, 상기 고분자 박막 패턴으로 이루어지는 제1 패턴과, 상기 고분자 박막 패턴의 홀

내에 충진된 반도체 양자점층으로 이루어지는 제2 패턴으로 구성되는 복합 박막을 포함하는 유무기 나노 복합 박막을 제

공한다. 상기 복합 박막에서는 상기 제1 패턴 및 제2 패턴이 동일 평면상에 동일 레벨로 형성되어 있다. 상기 제1 패턴 및

제2 패턴이 동일 평면상에 형성되어 있는 상기 복합 박막과 고분자층을 각각 1개 층씩 교대로 순차적으로 적층하여 본 발

명에 따른 유무기 나노 복합 박막을 제공할 수 있다.

도 4는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따른 고출력/광대역 광소자용 유무기 나노 복합 박막(30)의 구성을 보여주는 부분 사시도

이다.

도 4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따른 고출력/광대역 광소자용 유무기 나노 복합 박막(30)은 기판(32) 위에 형성

된 고분자층으로 이루어지는 제1 박막(34)과, 상기 제1 박막(34) 위에 형성된 복합 박막(36)을 포함한다.

상기 복합 박막(36)은 상기 제1 박막(34)의 상면을 노출시키는 소정 형상의 홀(37a)이 형성되어 있는 소정 형상의 고분자

박막 패턴으로 이루어지는 제1 패턴(37)과, 상기 제1 패턴(37)의 홀(37a) 내에 충진된 반도체 양자점층으로 이루어지는

제2 패턴(38)으로 구성된다. 상기 복합 박막(36)에서 상기 제1 패턴(37) 및 제2 패턴(38)은 동일 평면상에 동일 레벨로 형

성되어 있다. 상기 복합 박막(36)의 상면을 덮도록 다른 고분자층으로 이루어지는 제1 박막(34)을 상기 복합 박막(36) 위

에 더 형성할 수 있다. 상기 복합 박막(36)의 제2 패턴(38)을 구성하는 반도체 양자점층은 육각 배열 구조 및 조밀 충진 구

조를 가진다.

도 5는 본 발명의 제4 실시예에 따른 고출력/광대역 광소자용 유무기 나노 복합 박막(40)의 구성을 보여주는 부분 사시도

이다. 도 5에서, 도 4의 구성 요소와 동일 또는 유사한 구성 요소에 대응되는 부분은 동일한 참조 부호로 표시하였다.

도 5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제4 실시예에 따른 고출력/광대역 광소자용 유무기 나노 복합 박막(40)은 기판(42) 위에 형성

된 고분자층으로 이루어지는 복수의 제1 박막(34)과, 복수의 복합 박막(46a, 46b, 46c)이 1개 층씩 교대로 순차적으로 적

층되어 있는 복수층의 유무기 나노 복합 박막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 상기 복합 박막(46a, 46b, 46c)은 각각 상기 제1

박막(34)의 상면을 노출시키는 소정 형상의 홀(37a)이 형성되어 있는 소정 형상의 고분자 박막 패턴으로 이루어지는 제1

패턴(37)과, 상기 제1 패턴(37)의 홀(37a) 내에 충진된 반도체 양자점층으로 이루어지는 제2 패턴(38)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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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에는 상기 복수의 복합 박막(46a, 46b, 46c)에서, 각각의 제2 패턴(38)이 서로 동일한 반도체 양자점 크기를 가지는

반도체 양자점층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예시되어 있다.

상기 제2 패턴(38)을 구성하는 반도체 양자점층은 육각 배열 구조 및 조밀 충진 구조를 가진다.

도 6은 본 발명의 제5 실시예에 따른 고출력/광대역 광소자용 유무기 나노 복합 박막(50)의 구성을 보여주는 부분 사시도

이다. 도 6에서, 도 4 및 도 5의 구성 요소와 동일 또는 유사한 구성 요소에 대응되는 부분은 동일한 참조 부호로 표시하였

다.

도 6을 참조하면, 본 발명의 제5 실시예에 따른 고출력/광대역 광소자용 유무기 나노 복합 박막(40)은 기판(52) 위에 형성

된 고분자층으로 이루어지는 복수의 제1 박막(34)과, 복수의 복합 박막(56a, 56b, 56c)이 1개 층씩 교대로 순차적으로 적

층되어 있는 복수층의 유무기 나노 복합 박막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 상기 복합 박막(56a, 56b, 56c)은 각각 상기 제1

박막(34)의 상면을 노출시키는 소정 형상의 홀(37a)이 형성되어 있는 소정 형상의 고분자 박막 패턴으로 이루어지는 제1

패턴(37)과, 상기 제1 패턴(37)의 홀(37a) 내에 충진된 반도체 양자점층으로 이루어지는 제2 패턴(38a, 38b, 38c)으로 구

성된다.

도 6에는 상기 복수의 복합 박막(36)에서 각각의 제2 패턴(38a, 38b, 38c)이 각각 서로 다른 반도체 양자점 크기를 가지는

반도체 양자점층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예시되어 있다.

상기 복수의 복합 박막(36)에서 각각의 제2 패턴(38a, 38b, 38c)을 구성하는 각각의 자기조립된 반도체 양자점층은 육각

배열 구조 및 조밀 충진 구조를 가진다.

도 1 및 도 3 내지 도 6에 예시된 본 발명에 따른 고출력/광대역 광소자용 유무기 나노 복합 박막(10, 20, 30, 40, 50)에 있

어서, 각각 가요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판(12, 22, 32, 42, 52)을 휠 수 있는 고분자 기판으로 구성할 수 있다. 또는, 상기

기판(12, 22, 32, 42, 52) 위에 고분자층과 반도체 양자점층의 적층 구조로 이루어지는 다중 박막을 형성한 후, 그로부터

기판(12, 22, 32, 42, 52)을 분리시켜 가요성을 가지는 고출력/광대역 광소자용 유무기 나노 복합 박막을 형성할 수도 있

다.

다음에, 본 발명에 따른 고출력/광대역 광소자용 유무기 나노 복합 박막을 형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혐예들을 설명한다.

다음 예들은 본 발명을 보다 완전하게 설명하기 위하여 제공되어지는 것으로서, 본 발명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한 것은 아

니다.

예 1

2.5 mg/ml의 농도를 가지는 올레인산 리간드를 배위한 PbSe 양자점 톨루엔 용액 (PbSe 양자점 용액)과 나노 임프린트용

고분자 용액 (NIP 용액, Zenphotonics, Inc)을 준비하였다. PbSe 양자점 용액은 PbSe 양자점에 배위되어 있는 올레인산

리간드로 인해 극성을 가지며, 사용된 PbSe 양자점의 평균 크기는 지름이 5 nm 이하이었다. NIP 용액은 퍼플루오르화 아

크릴레이트 (perfluorinated acrylate) 기반의 용매가 없는(solvent-free) 레진(resin)으로서, 광통신 파장 영역에서 투명

하며, 매우 낮은 10 cP 이하의 점성도 (viscosity)를 가지며 비극성 특성을 가진다.

투명 기판, 예를 들면 용융 실리카 (fused silica) 또는 ITO (indium tin oxide) 글라스 위에 NIP 용액을 스핀코팅하고 자외

선을 이용하여 코팅된 NIP 용액을 광경화시켰다. 그 위에 PbSe 양자점 용액을 매우 느린 속도로 스핀코팅하고 진공 오븐

에서 잔류 용매(solvent)를 제거하였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도 2a는 비극성 특성을 가지는 탄소막 위에 극성 특성을 가지는 PbSe 양자점 용액을 스핀코팅

하여 반도체 양자점이 육각 배열 구조로 1개 층을 형성한 경우를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도 2c는 상기 설명한 바와 유사한

방법으로 반도체 양자점이 조밀 충진 구조로 2개 층으로 자기조립된 결과물을 보여주는 투과전자현미경 사진이다.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고분자층, PbSe 양자점층을 교대로 반복적으로 형성하여 3개의 고분자층과 3개의 PbSe 양자점층

을 1층씩 교대로 형성하면, 도 1에 예시된 바와 같은 구조의 고밀도 PbSe 양자점을 포함한 유무기 나노 복합 박막이 얻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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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은 각각 1층 (도 7의 (a)), 2층 (도 7의 (b)), 및 3층 (도 7의 (c))의 자기조립된 PbSe 양자점층을 가지는 본 발명에 따

른 유무기 나노 복합 박막에 대한 발광 (PL: photoluminescence) 강도 특성을 보여 주는 그래프이다. 도 7에서, PbSe 양

자점층의 수가 증가할수록 발광 강도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상기한 예 1에서와 같은 방법에 따라 복수회의 스핀코팅에 의해 여러층의 반도체 양자점층이 적층되어 있는 유무기 나노

복합 박막은 단위 면적당 양자점의 수(밀도)를 획기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유무기 나노 복합 박막에서

반도체 양자점층의 적층 횟수를 증가시킬수록 반도체 양자점층의 밀도가 증가되며, 그에 따라 발광 강도도 선형적으로 증

가한다. 따라서, 여러층의 반도체 양자점층이 적층되어 있는 유무기 나노 복합 박막은 고출력 광소자의 발광층 재료로서

매우 유망하다.

예 2

본 예에서는 본 발명의 예시적인 실시예에 따른 유무기 나노 복합 박막을 이용한 광소자의 제조 공정의 일 예로서 광대역

IR LED의 제조 공정을 설명한다.

먼저, 2.5 mg/ml의 농도를 가지는 올레인산 리간드를 배위한 크기가 다른 3 종류의 PbSe 양자점 톨루엔 용액 (PbSe 양자

점 용액 I, II, III)과 전도성 고분자 용액을 준비하였다. 3 종류의 PbSe 양자점 I, II 및 III의 평균 지름은 각각 3.5 nm, 4.6

nm 및 5.0 nm이었다.

도 8의 (a), (b) 및 (c)는 각각 올레인산 리간드를 배위한 평균 지름이 각각 3.5 nm (양자점 용액 I), 4.6 nm (양자점 용액

II) 및 5.0 nm (양자점 용액 III)인 PbSe 양자점 용액을 스핀코팅한 후 관찰한 투과전자 현미경 사진이다.

도 9는 PbSe 양자점의 평균 지름에 따른 발광 (photoluminescence: PL) 특성을 보여 주고 있다. 도 9에서, PbSe 양자점

의 평균 지름이 커질수록 발광이 장파장에서 나타나며 1.5 nm의 지름 차이에 200 nm의 파장 전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도 10은 본 예에서 제조하는 IR LED(100)의 개략적인 구조를 보여주는 단면도이다.

도 10을 참조하여 본 발명에 따른 IR LED(100) 제조예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ITO로 이루어지는 애노드(110)가 코팅된

글라스 기판(102) 위에 정공수송층(120)을 형성하였다. 상기 정공수송층(120)을 형성하기 위하여 폴리(에틸렌 다이옥시

싸이오펜 (poly(ethylene dioxythiphene): PEDOT) 용액을 스핀코팅하고 열경화시켰다.

상기 정공수송층(120) 위에 고분자 발광재인 MEH-PPV (poly(2-methhoxy-5-(2-ethylhexyloxy)-1,4-

pheneylenevinylene)) 용액을 스핀코팅하고 열경화시켜 제1 고분자층(132)을 형성하였다. 그리고, 상기 제1 고분자층

(132) 위에 양자점 용액 I 을 매우 느린 속도로 스핀코팅하고 진공 오븐에서 잔류 용매를 제거하여 제1 반도체 양자점층

(142)을 형성하였다. 상기 제1 반도체 양자점층(142) 위에 다시 MEH-PPV 용액을 스핀코팅하고 열경화시켜 제2 고분자

층(134)을 형성하였다. 상기 제2 고분자층(134) 위에 양자점 용액 II 를 매우 느린 속도로 스핀코팅하고 진공 오븐에서 잔

류 용매를 제거하여 제2 반도체 양자점층(144)을 형성하였다. 상기 제2 반도체 양자점층(144) 위에 다시 MEH-PPV 용액

을 스핀코팅하고 열경화시켜 제3 고분자층(136)을 형성하였다. 상기 제3 고분자층(136) 위에 다시 양자점 용액 III 을 매

우 느린 속도로 스핀코팅하고 진공 오븐에서 잔류 용매를 제거하여 제3 반도체 양자점층(146)을 형성하였다. 상기 제3 반

도체 양자점층(146) 위에 다시 MEH-PPV 용액을 스핀코팅하고 열경화시켜 제4 고분자층(138)을 형성하였다.

상기 제4 고분자층(138) 위에 전자수송층(150)을 형성하였다. 상기 전자수송층(150)을 형성하기 위하여 PBD (2-(4-

tert-Butylphenyl)-5-(4-biphenylyl)-1,3,4-oxadiazole) 용액을 스핀코팅하고 열경화시켰다. 상기 전자수송층(150) 위

에 LiF와 Al을 진공 증착하여 캐소드(160)를 형성함으로써 광대역 IR LED를 제조하였다.

상기한 예 2에서와 같은 방법에 따라 복수회의 스핀코팅에 의해 여러층의 반도체 양자점층이 적층되어 있는 유무기 나노

복합 박막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반도체 양자점층 마다 크기가 다른 반도체 양자점 용액을 스핀 코팅하여 적층함으로써 ,

반도체 양자점층의 밀도를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으며, 따라서, 예 2에서와 같은 방법에 의해 제조된 유무기 나노 복합

박막으로 이루어지는 발광층을 구비한 IR LED(100)는 고출력, 광대역, 고휘도, 및 고감도 특성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상

기 기판(102)으로서 글라스 기판이 아닌 유연성이 있는 다른 기판, 예를 들면 투명 플라스틱 기판을 사용함으로써 유연성

있는 광소자를 구현할 수도 있다.

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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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예에서는 본 발명의 다른 예시적인 실시예에 따른 유무기 나노 복합 박막을 이용한 광소자의 제조 공정의 다른 예를 설

명한다.

도 11a 내지 도 11e를 참조하여 본 예에 따른 광소자(200)의 제조 공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2.5 mg/ml의 농도를 가지는 올레인산 리간드를 배위한 PbSe 양자점 용액 (반도체 양자점 용액), PEDOT용액,

MEH-PPV 용액, 및 PBD 용액을 준비하였다.

도 11a에 도시한 바와 같이, 글라스 기판(202) 위에 ITO로 이루어지는 애노드(210)를 형성하였다. 상기 애노드(210) 위에

PEDOT 용액을 스핀코팅하고 열경화하여 정공수송층(220)을 형성하였다. 그리고, 상기 정공수송층(220) 위에 고분자 발

광재인 MEH-PPV 용액을 스핀코팅하고 열경화하여 고분자층(232)을 형성하였다.

도 11b를 참조하면, 리소그래피 공정에 의해 상기 고분자층(232)을 패터닝하여 일 방향에서의 폭(W)이 500 ㎛ 인 장방형

홀(232h) (즉, 500 ㎛ × 500 ㎛의 평면 크기를 가지는 복수의 홀(232h)이 주기적 간격으로 형성된 고분자층 패턴(232a)

을 형성하였다. 이 때, 상기 고분자층(232)의 식각을 위하여 O2-활성이온식각법(O2-reactive ion etching)을 이용하였

다.

도 11c를 참조하면, 상기 제1 고분자층 패턴(232a) 위에 PbSe 양자점 용액을 스핀 코팅하여 상기 홀(232h) 내에 자기조

립에 의해 PbSe 양자점을 충진시키고, 진공 오븐에서 잔류 용매를 제거하여 반도체 양자점층(240)을 형성하였다.

도 11d를 참조하면, 상기 제1 고분자층 패턴(232a) 및 반도체 양자점층(240) 위에 이들을 동시에 덮도록 PBD 용액을 스

핀코팅하고 열경화시켜 전자수송층(250)을 형성하고, 그 위에 LiF와 Al을 진공 증착하여 캐소드(260)를 형성하여 광소자

(200)를 형성하였다.

상기한 예 3에서와 같은 방법에 따라 비극성 고분자 박막위에 극성 고분자 박막을 형성한 후 극성 고분자 박막을 소정 형

상으로 식각하여 홀을 형성하고, 상기 홀 내에 반도체 양자점을 충진하여 얻어진 본 발명에 따른 유무기 나노 복합 박막으

로 이루어지는 발광층을 구비한 광소자(200)는 고출력, 광대역, 고휘도, 및 고감도 특성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상기 기판

(202)으로서 글라스 기판이 아닌 유연성이 있는 다른 기판, 예를 들면 투명 플라스틱 기판을 사용함으로써 유연성 있는 광

소자를 구현할 수도 있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른 광소자용 유무기 나노 복합 박막은 고분자층과, 상기 고분자층 위에 자기조립되어 있는 유기 리간드가 배

위된 반도체 양자점층을 포함하는 적층 구조, 또는 제1 홀을 가지는 제1 고분자층 패턴과 상기 제1 홀 내에 충진되어 있는

유기 리간드로 배위된 제1 반도체 양자점층 패턴을 포함하는 제1 복합 박막으로 이루어진다. 상기 반도체 양자점은 삼차

원으로 조밀하게 육각배열된 구조 (closely packed and hexagonally arrayed)를 가지면서 FCC (face centered cubic)

적층 순서를 가진다. 본 발명에 따른 광소자용 유무기 나노 복합 박막은 미리 혼합된 양자점 반도체 용액을 제조한 후, 이

를 스핀코팅하여 형성됨으로써 복수의 층으로 이루어지는 다중층 구조의 반도체 양자점층 구조물을 형성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광소자용 유무기 나노 복합 박막은 광소자의 발광층으로 사용함으로써 고출력, 광대역, 고휘도, 고감도의

LED, 광수신기, 광센서, 및 태양전지와 같은 광소자를 구현할 수 있으며, 특히 유연성이 있는 기판을 사용하거나 본 발명

에 따른 광소자용 유무기 나노 복합 박막을 형성한 후 기판을 제거함으로써 유연성을 가지는 광소자를 구현할 수 있다.

이상, 본 발명을 바람직한 실시예를 들어 상세하게 설명하였으나, 본 발명은 상기 실시예에 한정되지 않고, 본 발명의 기술

적 사상 및 범위 내에서 당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하여 여러가지 변형 및 변경이 가능하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고출력/광대역 광소자용 유무기 나노 복합 박막의 구성을 보여주는 부분 사시도이다.

도 2a는 본 발명의 제1 실시예에 따른 고출력/광대역 광소자용 유무기 나노 복합 박막을 구성할 수 있는 반도체 양자점층

의 투과 전자 현미경 사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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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b는 도 2a의 반도체 양자점층에서 육각 배열 구조를 가지는 PbSe 양자점들의 배열 상태를 보여주는 개략적인 다이어

그램이다.

도 2c는 2개 층의 조밀 충진 구조를 가지는 육각 배열 구조의 PbSe 양자점층의 투과 전자 현미경 사진이다.

도 2d는 4개 층의 FCC (face centered cubic) 조밀 충진 구조를 가지는 육각 배열 구조의 PbSe 양자점층의 배열 상태를

보여주는 개략적인 다이어그램이다.

도 3은 본 발명의 제2 실시예에 따른 고출력/광대역 광소자용 유무기 나노 복합 박막의 구성을 보여주는 부분 사시도이다.

도 4는 본 발명의 제3 실시예에 따른 고출력/광대역 광소자용 유무기 나노 복합 박막의 구성을 보여주는 부분 사시도이다.

도 5는 본 발명의 제4 실시예에 따른 고출력/광대역 광소자용 유무기 나노 복합 박막의 구성을 보여주는 부분 사시도이다.

도 6은 본 발명의 제5 실시예에 따른 고출력/광대역 광소자용 유무기 나노 복합 박막의 구성을 보여주는 부분 사시도이다.

도 7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유무기 나노 복합 박막에 대한 발광 (PL: photoluminescence) 강도 특성을 보여 주는

그래프이다.

도 8은 다양한 평균 지름을 가지는 올레인산 리간드를 배위한 PbSe 양자점 용액을 스핀코팅한 후 관찰한 투과전자 현미경

사진이다.

도 9는 PbSe 양자점의 평균 지름에 따른 발광 특성을 보여 주는 그래프이다.

도 10은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광소자의 개략적인 구조를 보여주는 단면도이다.

도 11a 내지 도 11e는 본 발명의 다른 실시예에 따른 광소자의 제조예를 설명하기 위하여 공정 순서에 따라 도시한 단면도

들이다.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0, 20, 30, 40, 50: 광소자용 유무기 나노 복합 박막, 12, 22, 32, 42, 52: 기판, 14, 24, 34: 제1 박막, 16a, 16b, 16c, 26a,

26b, 26c: 제2 박막, 36: 복합 박막, 37: 제1 패턴, 37a: 홀, 38, 38a, 38b, 38c: : 제2 패턴, 46a, 46b, 46c, 56a, 56b, 56c:

복합 박막, 100: IR LED, 102: 기판, 110: 애노드, 120: 정공수송층, 132: 제1 고분자층, 134: 제2 고분자층, 136: 제3 고

분자층, 138: 제4 고분자층, 142: 제1 반도체 양자점층, 144: 제2 반도체 양자점층, 146: 제3 반도체 양자점층, 150: 전자

수송층, 160: 캐소드, 200: 광소자, 202: 기판, 210: 애노드, 220: 정공수송층, 232: 고분자층, 232a: 고분자층 패턴,

232h: 홀, 240: 반도체 양자점층, 250: 전자수송층, 260: 캐소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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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a

도면2b

등록특허 10-0734842

- 14 -



도면2c

도면2d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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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도면5

등록특허 10-0734842

- 16 -



도면6

도면7

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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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도면10

도면11a

도면1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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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1c

도면11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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