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특허공보(B1)

 

(51) 。Int. Cl.

     H01L 33/00 (2006.01)

(45) 공고일자

(11) 등록번호

(24) 등록일자

2006년12월14일

10-0657891

2006년12월08일

(21) 출원번호 10-2003-0049547 (65) 공개번호 10-2005-0010336

(22) 출원일자 2003년07월19일 (43) 공개일자 2005년01월27일

심사청구일자 2005년05월23일

(73) 특허권자 삼성전자주식회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416

(72) 발명자 장은주

경기도수원시팔달구영통동1028-12번지401호

안태경

서울특별시성동구용답동226-45대일빌라다동105호

(74) 대리인 리앤목특허법인

이해영

(56) 선행기술조사문헌

JP09148071 A

US20020149076 A1

KR1019990044895 A

US20030010987 A1

* 심사관에 의하여 인용된 문헌

심사관 : 이진홍

전체 청구항 수 : 총 21 항

(54) 반도체 나노결정 및 그 제조방법

(57) 요약

본 발명은 12족 금속 또는 12족 금속 전구체를 분산제 및 용매와 혼합하고, 이를 가열하여 12족 금속 전구체 용액을 얻는

단계; 16족 원소 또는 16족 원소 전구체를 이와 배위 가능한 용매에 용해하여 16족 원소 전구체 용액을 얻는 단계; 상기 12

족 금속 전구체 용액과 16족 원소 전구체 용액을 혼합하여 반응시킨 후, 결정을 성장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반도체 나노결정의 제조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화학적 습식 합성법으로 크기와 형태가 균일하고, 양

자 효율이 높고, 안정한 12, 16족 화합물 반도체 나노결정을 제조할 수 있다.

대표도

도 1

특허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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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

(a) 12족 금속 또는 12족 금속의 아세테이트(acetate), 12족 금속의 아세틸아세토네이트(acetylacetonate), 12족 금속의

아이오다이드(iodide), 12족 금속의 브로마이드(bromide), 12족 금속의 클로라이드(chloride), 12족 금속의 플루오라이드

(fluoride), 12족 금속의 카보네이트(carbonate), 12족 금속의 시아나이드(cyanide), 12족 금속의 니트레이트(nitrate),

12족 금속의 옥사이드(oxide), 12족 금속의 퍼옥사이드(peroxide), 12족 금속의 퍼클로레이트(perchlorate), 12족 금속

의 설페이트(sulfate), 12족 금속의 포스파이드 또는 그 혼합물 중의 어느 하나인 12족 금속 전구체를 분산제 및 용매와 혼

합하고, 이를 가열하여 12족 금속 전구체 용액을 얻는 단계;

(b) 16족 원소, 또는 분말 형태의 16족 원소 또는 16족 원소의 트리메틸실릴(TMS=Trimethylsilyl)의 16족 원소 전구체

를, 이와 배위 가능한 용매에 용해하여 16족 원소 전구체 용액을 얻는 단계;

(c) 상기 12족 금속 전구체 용액과 16족 원소 전구체 용액을 혼합하여 반응시킨 후, 결정을 성장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나노결정의 제조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b) 단계의 16족 원소 또는 그 전구체로서 2종 이상의 16족 원소 전구체를 사용하는 경우,

상기 (c) 단계에 있어서, 상기 12족 금속 전구체 용액에 상기 2종 이상의 16족 원소 또는 그 전구체 용액을 부가하는 경우,

2종 이상의 16족 원소 전구체 용액을 동시에 부가하거나 또는 순차적으로 부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나노 결정

의 제조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12족 금속은 Zn, Cd, Hg 또는 그 혼합물 중의 어느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나노 결정의

제조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12족 금속 전구체는 아세트산아연, 아연 아세틸아세토네이트, 요도화 아연, 브롬화아연, 염화아연,

불화아연, 아연 카보네이트, 아연 시아나이드(Zinc cyanide), 질산아연(Zinc nitrate), 아연 옥사이드(Zinc oxide), 아연 퍼

옥사이드(Zinc peroxide), 아연 퍼클로레이트(Zinc perchlorate), 아연 설페이트(Zinc sulfate), 카드뮴 아세테이트

(Cadmium acetate), 카드뮴 아세틸아세토네이트(Cadmium acetylacetonate), 요도화카드뮴(Cadmium iodide), 브롬화

카드뮴, 염화카드뮴, 불화카드뮴, 카드뮴 카보네이트, 질산카드뮴, 카드뮴 옥사이드, 카드뮴 퍼클로레이트, 카드뮴 포스파

이드, 황산카드뮴, 아세트산수은, 요도화수은, 브롬화수은, 염화수은, 불화수은, 수은 시아나이드(Mercury cyanide), 질산

수은(Mercury nitrate), 수은 옥사이드(Mercury oxide), 수은 퍼클로레이트(Mercury perchlorate), 황산수은(Mercury

sulfate) 또는 그 혼합물 중의 어느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나노결정의 제조방법.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분산제는 탄소수 2내지 18의 알킬카르복실산, 탄소수 2 내지 18의 알케닐카르복실산, 탄소수 2 내

지 18의 알킬술폰산, 탄소수 2 내지 18의 알케닐술폰산, 탄소수 2 내지 18의 알킬아민, 탄소수 2 내지 18의 알케닐아민 및

탄소수 6 내지 18의 알킬 포스피닉산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나노결정

의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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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분산제는 올레인산, 스테아르산, 팔미트산, 헥실 포스포닉산(hexyl phosphonic acid), n-옥틸포스

포닉산, 테트라데실 포스포닉산, 옥타데실 포스포닉산, n-옥틸 아민 및 헥실데실 아민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하

나 이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나노결정의 제조방법.

청구항 7.

제1항에 있어서, 12족 금속 또는 12족 금속 전구체와, 분산제의 혼합비는 1:0.1에서 1:100 몰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

도체 나노결정의 제조방법.

청구항 8.

제1항에 있어서, 상기 (a) 및 (b) 단계의 용매는 1차 알킬 아민, 2차 알킬 아민, 3차 알킬 아민, 질소 함유 헤테로고리 화합

물, 황 함유 헤테로고리 화합물, 탄소수 6 내지 22개의 알칸, 탄소수 6 내지 22개의 알켄 및 탄소수 6내지 22개의 알킨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나노결정의 제조 방법

청구항 9.

제8항에 있어서, 상기 용매는 트리옥틸아민, 도데실아민, 헥사데실아민, 디메틸도데실아민, 옥사데센(octadecene)으로

이루어진 군으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나노결정의 제조 방법.

청구항 10.

제1항에 있어서, 상기12족 금속 전구체 용액의 농도는 0.001M 내지 2M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나노결정의 제조

방법.

청구항 11.

제1항에 있어서, 상기 (a) 단계에 있어서, 가열이 100 내지 400℃에서 실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나노결정의 제

조방법.

청구항 1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16족 원소는 S, Se, Te 또는 그 혼합물 중의 어느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나노 결정의 제

조 방법.

청구항 1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16족 원소의 전구체는 황 분말, 셀레늄 분말, 텔러륨 분말, 트리메틸실릴 설퍼 (S(TMS),

TMS=Trimethylsilyl), 트리메틸실릴 셀레늄 (Se(TMS)) 또는 트리메틸실릴 텔러륨 (Te(TMS))중의 어느 하나인 것을 특

징으로 하는 반도체 나노결정의 제조 방법.

청구항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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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상기 16족 원소 전구체 용액의 농도는 0.001M 내지 2M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나노 결정의 제조

방법.

청구항 1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16족 원소의 전구체 용액과 용매의 혼합비는0.1:1 내지 1:100 몰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제조 방

법.

청구항 16.

제1항에 있어서, 상기 (c) 단계에 있어서, 반응 온도는 50℃ 내지 400℃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나노 결정의 제조방

법.

청구항 17.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결정 성장에 걸리는 시간이 1초 내지 10시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나노 결정의 제조 방법.

청구항 18.

1종 이상의 12족 금속과, 1종 이상의 16족 원소로 구성되는 삼성분계 또는 사성분계 합금이 ZnSSe, ZnSeTe, ZnSTe,

CdSSe, CdSeTe, CdSTe, HgSSe, HgSeTe, HgSTe, ZnCdS, ZnCdSe, ZnCdTe, ZnHgS, ZnHgSe, ZnHgTe, CdHgS,

CdHgSe, CdHgTe, ZnCdSSe, ZnHgSSe, ZnCdSeTe, ZnHgSeTe, CdHgSSe 또는 CdHgSeTe 중의 어느 하나인 것을 특

징으로 하는 유기 전계 발광 소자용 반도체 나노 결정.

청구항 19.
삭제

청구항 20.

제18항에 있어서, 상기 나노결정의 양자구조가 구형, 막대형, 트리포드(tripod)형, 테트라포드(tetrapod)형, 입방체(cube)

형, 박스(box)형 또는 스타(star)형 중의 어느 하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기 전계 발광 소자용 반도체 나노결정.

청구항 21.

한 쌍의 전극 사이에 발광층을 포함하는 유기 전계 발광 소자에 있어서,

상기 발광층이 제18항의 반도체 나노 결정을 포함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기 전계 발광 소자.

청구항 22.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발광층이 삼성분계 또는 사성분계 반도체 나노 결정으로서, 상기 나노 결정의 양자 구조가 구형, 막

대형, 트리포드(tripod)형, 테트라포드(tetrapod)형, 입방체(cube)형, 박스(box)형 또는 스타(star)형 중의 어느 하나인 반

도체 나노 결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기 전계 발광 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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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반도체 나노결정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상세하기로는 가시광 영역에서 높은 효율로 발광하는

12족-16족의 화합물 반도체 나노결정 및 이 반도체 나노결정을 습식 합성법에 따라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화합물 반도체 물질을 나노 크기의 결정으로 제조하게 되면 그 물질의 벌크 엑시톤 보어 반경(bulk exciton Bohr radius)

보다 작은 영역에서 양자 제한(quantum confinement)효과를 나타내게 되고, 이러한 양자 제한 효과에 의하여 반도체 물

질의 특성으로 나타나던 밴드 갭 에너지가 변화하게 된다. 원래의 화합물 반도체 물질이 가시광 영역에서 발광을 하는 경

우, 나노 결정으로 만들어 크기를 줄여가면 특정한 크기 이하에서 밴드 갭 에너지가 변화하기 시작하여 에너지가 점점 증

가하게 되고, 발광 영역이 청색 영역으로 이동하는 청색 천이(blue shift)가 관찰된다. 이러한 양자점(quantum pot) 물질의

특성을 이용하여, 물질 자체의 특성과, 구조, 형태, 크기를 조절하여 해당 밴드 갭을 조절하여 다양한 에너지 준위를 만들

어 낼 수 있다.

양자점 성장 제어 기술은 신개념 미래 반도체 소자의 개발 기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술로 주목 받고 있다. 특히 기존의

기상 증착 방법인 MOCVD(metal organic chemical deposition), MBE(molecular beam epitaxy) 등은 반도체 박막을 단

일 원자 층 수준으로 제어할 수 있고, 양자점을 성장시키고 제어할 수 있는 좋은 성장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주로

격자 부정합에 의하여 기상법으로 제조된 양자점은 양자점 자체의 결정성은 좋지만 크기, 균일도, 밀도 등을 조절하는 데

치명적인 결함이 있어, 현재까지 이러한 기술로는 상용화 할 수 있는 소자를 실현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상법으로 박막 위에서 양자점을 성장 시키는 기술의 단점과 한계를 극복하고자, 화학적인 습식 방법으로 양자점을 합성

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화학적 습식 합성법에서는 배위가 가능한 유기 용매에서 결정을 성장시킬 수 있는

전구체 물질을 도포하여 결정이 성장되면서 유기 용매가 자연스럽게 양자점 결정 표면에 배위 되어 분산제의 역할을 하게

되어 나노 크기의 양자점을 조절하는 방법이다.

미국 특허 제6,225,198호 B1은 12, 16족 화합물 반도체 양자점을 합성하는 공정을 개시하고 있다. 이러한 합성공정에 의

하면, 12족의 전구체인 12족 금속 (Zn, Cd, Hg)을 포함하는 물질을 첫 번째 분산제 용액에 녹이고, 16족 전구체인 16족 원

소 (S, Se, Te)를 포함하는 물질을 두 번째 분산제 용액에 녹이고, 여기에 상기 두 가지 전구체를 녹일 수 있는 용매를 부가

한 후, 결정이 성장할 수 있는 온도를 유지하여, 12, 16 족 화합물 반도체 결정을 제조하고, 원하는 크기가 되면 결정을 분

리해낸다. 그런데, 특히 이 반응계의 단점은 한정된 용매를 사용하는 것인데, 이 때 사용된 용매는 트리 옥틸 포스포닉 산

(Tri-octyl phosphonic acid, 이후 TOPO로 나타냄)으로, 현재 상업적으로 구입이 가능한 TOPO는 약 90%의 테크니컬

그래이드(technical grade)로만 판매되고 있으며, 불순물이 다량 포함된 용매에서 재현성 있고, 균일한 크기의 양자 구조

를 제조하기 어렵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TOPO를 99%까지 정제하여 사용하게 되면 TOPO

의 결합(binding) 특성이 변하여 원하는 결정으로 성장시킬 수 없기 때문에 90% 테크니컬 그래이드(technical grade)에

포함된 불순물이 반응에 결정적인 요인을 미치면서도, 조절할 수 없는 반응 변수가 되어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낳는 것

으로 보고되어 있다.

미국 특허 제6,306,736호에서는 앞서 설명한 12, 16 족 화합물 반도체 양자점의 합성 방법과 같은 공정을 12I, V족 화합

물 반도체 양자점의 합성 방법에 적용한 것이다.

미국 특허 제6,322,901호 B1는 발광 효율이 증가된 코아 (core)-쉘 (shell) 구조를 가지는 양자점 물질과, 미국 특허 제

6,207,229호에서는 코아 (core)-쉘 (shell) 구조를 가지는 양자점 물질을 제조하는 방법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이렇게

형성된 코아-쉘 구조의 화합물 반도체 양자점은 발광 효율이 30% ~ 50%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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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는 크기와 형태가 균일하고, 양자 효율이 높고, 안정한 12족, 16족 화합물 반도

체 나노결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다른 기술적 과제는 상기 12족, 16족 화합물 반도체 나노결정을 화학적 습식 방법에 따라 단순하

고 재현성이 있게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또 다른 기술적 과제는 상기 반도체 나노 결정을 채용하여 발광 특성 등이 우수한 유기 전계 발광

소자를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구성

상기 기술적 과제를 이루기 위하여 본 발명에서는,

(a) 12족 금속 또는 12족 금속 전구체를 분산제 및 용매와 혼합하고, 이를 가열하여 12족 금속 전구체 용액을 얻는 단계;

(b) 16족 원소 또는 16족 원소 전구체를 이와 배위 가능한 용매에 용해하여 16족 원소 전구체 용액을 얻는 단계;

(c) 상기 12족 금속 전구체 용액과 16족 원소 전구체 용액을 혼합하여 반응시킨 후, 결정을 성장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반도체 나노결정의 제조방법을 제공한다.

상기 (b) 단계의 16족 원소 또는 그 전구체로서 2종 이상의 16족 원소 전구체를 사용하는 경우, 상기 (c) 단계에 있어서, 상

기 12족 금속 전구체 용액에 상기 2종 이상의 16족 원소 또는 그 전구체 용액을 부가하는 경우, 2종 이상의 16족 원소 전

구체 용액을 동시에 부가하거나 또는 순차적으로 부가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다른 기술적 과제는 1종 이상의 12족 금속과, 1종 이상의 16족 원소로 구성되는 삼성분계 이상 합금 형태의 양

자구조를 갖는 반도체 나노 결정의 예로서, ZnSSe, ZnSeTe, ZnSTe, CdSSe, CdSeTe, CdSTe, HgSSe, HgSeTe,

HgSTe, ZnCdS, ZnCdSe, ZnCdTe, ZnHgS, ZnHgSe, ZnHgTe, CdHgS, CdHgSe, CdHgTe, ZnCdSSe, ZnHgSSe,

ZnCdSeTe, ZnHgSeTe, CdHgSSe 또는 CdHgSeTe을 들 수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기술적 과제는 한 쌍의 전극 사이에 유기막을 포함하는 유기 전계 발광 소자에 있어서,

상기 유기 막이 상술한 반도체 나노 결정을 포함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유기 전계 발광 소자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본 발명은, 1종 이상의 12족 금속 또는 12족 금속 전구체를 분산제와 반응 용매와 혼합하고, 이를 소정 온도 범위로 가열하

여 균일한 용액을 만들고, 1종 이상의 16족 원소 또는 그 전구체를 이와 배위 결합력이 적당한 용매에 녹여, 특정 온도로

유지되고 있는 12족 금속이 포함된 반응 용매 내에 주입하여 반도체 결정을 성장시키는 방법을 제공한다. 이와 같이 간단

한 제조공정으로 크기 분포가 매우 좁고 (FWHM<30nm), 발광효율이 높고 (>50%), 재현성이 매우 우수한 12, 16족 화합

물 반도체의 양자 구조를 합성할 수 있고, 특히 삼성분계 이상의 결정성이 우수하고, 별도의 선택적 분리과정을 거치지 않

아도 균일한 크기를 갖는 화합물 반도체 양자점을 제조할 수 있다.

삼성분계 이상의 화합물 반도체는, 1종 이상의 12족 금속 또는 그 전구체를 반응 용매와 분산제에 녹여 12족 금속 전구체

용액을 얻고, 여기에 1종 이상의 16족 원소 또는 그 전구체를 용매에 용해하여 각각 얻은 16족 원소 전구체 용액을 동시에

주입하거나 또는 순차적으로 주입하는 방법에 의하여 제조할 수 있다. 이 때 생성되는 화합물 반도체의 나노 결정 구조는

다른 종류의 원소를 사용할 때 원소 종류에 따른 반응 속도의 차이 또는 혼합되어 사용되는 비율에 따라 특정한 구조를 가

질 수 있고, 사용되는 물질에 따라 밴드 갭과 발광 효율 등을 조절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이하, 본 발명에 따른 반도체 나노결정의 제조방법을 보다 상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1종 이상의 12족 금속 또는 1종 이상의 12족 금속 전구체를 분산제 및 용매와 혼합하고, 이를 소정온도범위가 되도

록 가열하여 12족 금속 전구체 용액을 얻는다.

상기 12족 금속은 Zn, Cd, Hg 또는 그 혼합물을 사용하며, 상기 12족 금속의 전구체로는 공기 중에서 비교적 안정하면서

전구체 주입 과정에서 유독한 가스 등을 발생시키지 않는 물질로서, 12족 금속의 산화물, 12족 금속의 할로겐 화합물,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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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 금속의 유기 착물 등을 사용하며, 이의 구체적인 예로는 아세트산아연, 아연 아세틸아세토네이트, 요도화 아연, 브롬화

아연, 염화아연, 불화아연, 아연 카보네이트, 아연 시아나이드(Zinc cyanide), 질산아연(Zinc nitrate), 아연 옥사이드(Zinc

oxide), 아연 퍼옥사이드(Zinc peroxide), 아연 퍼클로레이트(Zinc perchlorate), 아연 설페이트(Zinc sulfate), 카드뮴 아

세테이트(Cadmium acetate), 카드뮴 아세틸아세토네이트(Cadmium acetylacetonate), 요도화카드뮴(Cadmium iodide),

브롬화카드뮴, 염화카드뮴, 불화카드뮴, 카드뮴 카보네이트, 질산카드뮴, 카드뮴 옥사이드, 카드뮴 퍼클로레이트, 카드뮴

포스파이드, 황산카드뮴, 아세트산수은, 요도화수은, 브롬화수은, 염화수은, 불화수은, 수은 시아나이드(Mercury

cyanide), 질산수은(Mercury nitrate), 수은 옥사이드(Mercury oxide), 수은 퍼클로레이트(Mercury perchlorate), 황산

수은(Mercury sulfate) 또는 그 혼합물을 사용한다.

상기 분산제로는 12족 금속 또는 그 전구체와 반응하여 12족 금속과 착물을 형성할 수 있는 물질을 사용한다. 여기에서 분

산제는 그 종류와 농도에 따라 분산제의 배위 능력과 특정 결정면의 성장속도가 조절될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얻어지

는 반도체 나노결정의 크기와 형태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인자 중 하나이다.

상기 분산제의 구체적인 예로는 약한 산성을 띠는 유기물로서, 말단에 COOH기를 갖는 탄소 수 2 내지 18의 알킬카르복실

산, 말단에 PO3 H기를 갖는 탄소수 2내지 18의 알케닐카르복실산, 말단에 SO3H기를 갖는 탄소수 2내지 18의 알킬술폰

산, 탄소수 2내지 18의 알케닐술폰산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상기 분산제중 약한 염기성을 띠는 유기물로서, 말단에 NH2

기를 갖는 탄소수 2내지 18의 알킬아민 또는 말단에 NH2기를 갖는 탄소수 2내지 18의 알케닐아민 을 사용한다. 이러한 분

산제의 구체적인 예로서, 올레인산, 스테아르산, 팔미트산, 헥실 포스포닉산(hexyl phosphonic acid), n-옥틸포스포닉산,

테트라데실 포스포닉산, 옥타데실 포스포닉산, n-옥틸 아민, 헥실데실 아민을 들 수 있다.

상기 12족 금속 또는 12족 금속 전구체와, 분산제의 비율은 1:0.1에서 1:100 몰비인 것이 바람직하며, 보다 바람직하게는

1:1 내지 1:20 몰비, 보다 더 바람직하게는 1:2 내지 1:8 몰비이다. 만약 분산제의 함량이 상기 범위 미만이면, 금속 또는

금속 전구체를 안정화 시키지 못하고, 상기 범위를 초과하면 반응 속도의 조절이 어렵고, 나노 결정의 크기 분포가 커진다.

상기 용매로는 불순물이 적게 포함되면서 상온에서는 액체 상태로 존재하고, 배위 되는 세기가 적당한 것을 사용한다. 이

러한 용매로는 탄소수 6 내지 22개의 1차 알킬 아민, 탄소수 6 내지 22개의 2차 알킬 아민, 탄소수 6 내지 22개의 3차 알

킬 아민이나, 또는 탄소수 6 내지 22개의 질소 함유 헤테로고리 화합물, 탄소수 6 내지 22개의 황 함유 헤테로고리 화합물,

탄소수 6 내지 22개의 알칸, 탄소수 6 내지 22개의 알켄, 탄소수 6 내지 22개의 알킨 등을 사용한다. 상기 1차 알킬 아민의

구체적인 예로는 도데실아민, 헥사데실아민, 디메틸도데실아민 등이 있고, 상기 2차 알킬 아민의 구체적인 예로는 디옥틸

아민이 있고, 상기 3차 알킬 아민의 예로는 트리옥틸아민이 있다. 그리고 상기 질소 함유 헤테로고리 화합물의 예로는 이

소프로필-2,3-디페닐아지리딘이 있고, 상기 황 함유 헤테로고리 화합물의 예로는 디메틸술폴레인이 있고, 상기 알칸의 예

로는 옥타데칸이 있고, 상기 알켄의 예로는 옥타데신이 있고, 상기 알킨의 예로는 도데신이 있다.

상기 용매는 적절한 배위 능력과 결정 핵의 분산 능력을 동시에 갖고 고온의 반응 온도에서도 안정하게 존재하여야 하므

로, 일정 길이 이상의 탄소 결합을 갖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데, 대략적으로는 6-18개 정도의 탄소수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

다. 또한 이러한 반응 용매는 화합물 반도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전구체를 용해 시킬 수 있어야 한다.

상기 12족 금속 또는 12족 금속 전구체와, 용매의 혼합비는 0.1:1 내지 1:100이며, 바람직하게는 0.5:1 내지 1:40이며, 보

다 바람직하게는 1:1 내지 1:20이다.

상기 12족 금속 전구체 용액의 농도는 0.001 내지 2M 이고, 바람직하게는 0.005 내지 0.5M이며, 보다 더 바람직하게는

0.01 내지 0.1M이다.

이어서, 1종 이상의 16족 원소 또는 1종 이상의 16족 원소 전구체를 이와 배위될 수 있는 용매에 용해하여 16족 원소 전구

체 용액을 얻는다.

상기 16족 원소로는 황 (S), 셀레늄(Se), 텔러륨 (Tellurium)(Te) 또는 그 혼합물을 사용하며, 16족 원소 전구체로는 황 분

말, 셀레늄 분말, 텔러륨 분말 또는 트리메틸실릴 설퍼 (S(TMS), TMS=Trimethylsilyl), 트리메틸실릴 셀레늄 (Se(TMS))

, 트리메틸실릴 텔러륨 (Te(TMS))을 사용한다.

상기 용매로는 상술한 12족 원소 전구체 용액 제조 시 사용한 용매와 동일한 것을 사용하면 되며, 이러한 용매는 16족 원

소에 배위 될 수 있다. 용매중 알칸, 알켄, 알킨 등은 16족 원소에 배위되는 능력이 거의 없고 알킬 아민, 알킬포스포닉산,

질소 함유 헤테로고리, 황 함유 헤테로고리 등은 16족 원소에 약하게 배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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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1종 이상의 16족 원소 또는 1종 이상의 16족 원소 전구체와 용매의 혼합비는 0.1:1 내지 1:100이며, 바람직하게는

0.5:1 내지 1:40이며, 보다 바람직하게는 1:1 내지 1:20이다.

상기 16족 원소 전구체 용액의 농도는 0.001 내지 2M이고, 바람직하게는 0.01 내지 0.5M이다. 만약 상기 16족 원소 전구

체 용액의 농도가 0.01M 미만이면 나노 결정을 반응 용액에서 분리하기 어렵고, 0.5M을 초과하면 결정의 분포가 넓어져

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상기 과정에 따라 12족 금속 전구체 용액에 16족 원소 전구체 용액을 주입하여 반응시킨 후, 결정을 성장시켜 12족-16족

화합물 반도체 나노 결정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만약 16족 원소 전구체 용액이 1종 이상의 16족 원소 전구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16족 원소 전구체 용액의 부가방법으

로는 하기 2가지 방법을 들 수 있다.

첫번째 방법은 1종 이상의 16족 원소 또는 그 전구체를 함유하는 전구체 용액을 각각 제조하고, 복수의 16족 원소 전구체

용액을 12족 금속 전구체 용액에 동시에 부가하는 방법이다.

두번째 방법은 1종 이상의 16족 원소 전구체를 함유하는 전구체 용액을 각각 제조하고, 이들을 12족 금속 전구체 용액에

순차적으로 부가하는 방법이다.

상기 첫번째 방법에 의하면, 코아와 쉘의 구조가 뚜렷이 분리되지 않은 1종 이상의 12족 금속과 1종 이상의 16족 원소로

구성되는 삼성분계 이상의 다원계 반도체 나노결정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화합물 반도체 나노결정의 구체적인 예로서,

ZnSSe, ZnSeTe, ZnSTe, CdSSe, CdSeTe, CdSTe, HgSSe, HgSeTe, HgSTe, ZnCdS, ZnCdSe, ZnCdTe, ZnHgS,

ZnHgSe, ZnHgTe, CdHgS, CdHgSe, CdHgTe, ZnCdSSe, ZnHgSSe, ZnCdSeTe, ZnHgSeTe, CdHgSSe, CdHgSeTe

등이 있다. 이러한 삼성분계 이상의 화합물 반도체는 코어-쉘로 구성된 양자 구조와 달리 사용된 전구체의 비율에 따라 밴

드 갭을 조절할 수 있게 되고, 특정한 비율에서만 발광 효율이 증가된다.

상기 두번째 방법에 의하면, ZnS, ZnSe, ZnTe, CdS, CdSe, CdTe, HgTe 등과 같은 반도체 나노 결정 또는 CdSe/ZnS,

CdSe/ZnSe, CdSe/CdS, CdS/ZnS, CdTe/CdSe, CdTe/CdS, CdTe/ZnS, CdTe/ZnSe 등과 같은 코아/쉘 반도체 나노 결

정을 얻을 수 있다.

상기 가열온도는 100℃ 내지 400℃, 바람직하게는 200℃ 내지 350℃, 보다 바람직하게는 300℃ 내지 350℃인 것이 바람

직하다. 이 때 가열온도가 100℃미만이면 결정의 성장이 어렵고, 400℃를 초과하면 안정한 용매를 찾기가 어렵고, 결정의

성장속도를 조절하기 어려워 바람직하지 못하다.

상기 12족 금속 전구체 용액과 16족 원소 전구체 용액의 반응으로 얻어진 결정을 성장시키는 시간은 1초 내지 10시간이

다. 바람직하게는 10초 내지 5시간이며, 보다 바람직하게는 30초 내지 2시간이다. 만약 결정성장 시간이 상기 범위를 벗어

나면 반응 속도를 조절하기 어려워지므로, 공정상 여러 가지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만약 12족 원소 전구체 용액이 1종 이상의 12족 원소 또는 그 전구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16족 원소 전구체 용액과 혼합

할 때, 다음 두가지 방법이 모두 다 가능하다.

첫번째 방법은 상기 1종 이상의 12족 원소 전구체를 함유하는 전구체 용액을 각각 제조하고, 이 전구체 용액을 16족 금속

전구체 용액과 순차적으로 혼합한다.

두번째 방법은 1종 이상의 16족 원소 전구체를 함유하는 전구체 용액을 각각 제조하고, 이 전구체 용액을 12족 금속 전구

체 용액과 동시에 부가한다.

상술한 제조방법에 따라 얻어진 반도체 나노 결정의 양자 구조는 특별하게 제한되지는 않으며, 구형, 막대형, 트리포드

(tripod)형, 테트라포드(tetrapod)형, 입방체(cube)형, 박스(box)형 또는 스타(star)형일 수 있다.

본 발명의 제조방법에 따라 얻은 삼성분계 이상의 화합물 반도체 나노 결정은 그 발광 영역이 300nm내지 1300n이다. 그

리고 이러한 화합물 반도체의 양자 구조의 발광 효율이 30% 이상이며, 바람직하게는 50%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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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삼성분계 이상의 화합물 반도체는 양자 구조의 크기 분포를 나타내는 광 여기 발광 스펙트럼의 FWHM이 50nm 이하

이고, 바람직하게는 30nm이하로서, 균일한 크기 분포를 갖는 나노 입자이다.

한편, 상술한 코아와 쉘의 구조가 뚜렷이 분리되지 않은 1종 이상의 12족 금속과 한가지 종류 이상의 16족 원소로 구성되

는 삼성분계 또는 그 이상의 다원계 반도체 나노결정은 디스플레이, 센서, 에너지 분야 등과 같은 분야에 다양하게 응용될

수 있고, 특히 유기 전계 발광 소자의 유기막 특히 발광층 형성시 유용하다. 이러한 반도체 나노 결정을 발광층에 도입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진공증착법, 스퍼터링법, 프린팅법, 코팅법, 잉크젯방법, 전자빔을 이용한 방법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여

기에서 유기막의 두께는 50 내지 100 nm인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에서 상기 유기막으로는, 발광층이외에 전자전달층, 정

공전달층 등과 같이 유기 전계발광 소자에서 한 쌍의 전극 사이에 형성되는 유기 화합물로 된 막을 지칭한다.

이러한 유기 전계발광 소자는 통상적으로 알려진 양극/발광층/음극, 양극/버퍼층/발광층/음극, 양극/정공전달층/발광층/

음극, 양극/버퍼층/정공전달층/발광층/음극, 양극/버퍼층/정공전달층/발광층/전자전달층/음극, 양극/버퍼층/정공전달층/

발광층/정공차단층/음극 등의 구조로 형성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때 상기 버퍼층의 소재로는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물질을 사용할 수 있으며, 바람직하게는 구리 프탈로시아닌(copper

phthalocyanine), 폴리티오펜 (polythiophene), 폴리아닐린(polyaniline), 폴리아세틸렌(polyacetylene), 폴리피롤

(polypyrrole), 폴리페닐렌비닐렌(polyphenylene 16nylene), 또는 이들의 유도체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 않

는다.

상기 정공전달층의 소재로는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물질을 사용할 수 있으며, 바람직하게는 폴리트리페닐아민

(polytriphenylamine)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상기 전자전달층의 소재로는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물질을 사용할 수 있으며, 바람직하게는 폴리옥사디아졸

(polyoxadiazole)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상기 정공차단층의 소재로는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물질을 사용할 수 있으며, 바람직하게는 LiF, BaF2 또는 MgF2 등을 사

용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본 발명의 유기 전계 발광 소자의 제작은 특별한 장치나 방법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통상의 발광 재료를 이용한 유기 전계

발광 소자의 제작방법에 따라 제작될 수 있다.

이하, 본 발명을 하기 실시예를 들어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기로 하되, 본 발명이 하기 실시예로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실시예 1. CdSe 나노 결정의 합성

트리 옥틸 아민 (Tri-octyl amine, 이후 TOA로 표시) 10g과 올레인산(Oleic acid) 2g, CdO 0.5mmol을 동시에 환류 콘덴

서가 설치된 100ml 플라스크에 넣고, 이를 교반 하면서 반응 온도를 180℃로 조절하였다.

이와 별도로, Se 분말을 트리 옥틸 포스핀 (Tri-octyl phosphine, 이후 TOP로 표시)에 녹여서 Se 농도가 약 0.25M인

Se-TOP 착물 용액을 만들었다. 이 Se-TOP 용액 2ml를 상술한 반응 혼합물에 빠른 속도로 주입하고 교반 하면서 반응

시간을 약 5분으로 유지하였다.

반응 혼합물의 반응이 종결되면, 반응 혼합물의 반응 온도를 가능한 빨리 상온으로 떨어뜨리고, 비용매(non solvent)인 에

탄올을 부가하여 원심 분리를 실시하였다. 원심 분리된 침전을 제외한 용액은 데칸트해서 버리고, 침전은 톨루엔에 분산시

킨 후, PL 스펙트럼(photoluminescence spectrum)을 측정하였다.

PL 스펙트럼 측정 결과, 발광 파장은 약 574nm에서 나타났고, FWHM은 약 30nm로 나타났다.

실시예 2. ZnSe 나노 결정의 합성

TOA 16g과 올레인산 0.5g, 아연 아세틸 아세토네이트(Zinc acetyl acetonate) 0.4mmol을 동시에 환류 콘덴서가 설치된

100ml 플라스크에 넣고, 이를 교반 하면서 반응 온도를 300℃로 조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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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별도로, Se 분말을 TOP에 녹여서 Se 농도가 약 0.25M인 Se-TOP 착물 용액을 만들었다. 이 Se-TOP 용액 1ml를

상술한 반응 혼합물에 빠른 속도로 주입하고 교반 하면서 반응 시간을 약 2분으로 유지하였다.

반응 혼합물의 반응이 종결되면, 반응 혼합물의 반응 온도를 가능한 빨리 상온으로 떨어뜨리고, 비용매(non solvent)인 에

탄올을 부가하여 원심 분리를 실시하였다. 원심 분리된 침전을 제외한 용액은 데칸트해서 버리고, 침전은 톨루엔에 분산시

킨 후, PL 스펙트럼(photoluminescence spectrum)을 측정하였다.

PL 스펙트럼 측정 결과, 발광 파장은 약 426nm에서 나타났고, FWHM은 약 26nm로 나타났다.

실시예 3. CdS 나노 결정의 합성

TOA 16g과 올레인산 0.5g, 카드뮴 아세테이트 0.4mmol을 동시에 환류 콘덴서가 설치된 100ml 플라스크에 넣고, 이를

교반 하면서 반응 온도를 300℃로 조절하였다.

이와 별도로, Se 분말을 TOP에 녹여서 Se 농도가 약 0.25M인 Se-TOP 착물 용액을 만들었다. 이 Se-TOP 용액 1ml를

상술한 반응 혼합물에 빠른 속도로 주입하고 교반 하면서 반응 시간을 약 2분으로 유지하였다.

반응 혼합물의 반응이 종결되면, 반응 혼합물의 반응 온도를 가능한 빨리 상온으로 떨어뜨리고, 비용매(non solvent)인 에

탄올을 부가하여 원심 분리를 실시하였다. 원심 분리된 침전을 제외한 용액은 데칸트해서 버리고, 침전은 톨루엔에 분산시

킨 후, PL 스펙트럼(photoluminescence spectrum)을 측정하였다.

PL 스펙트럼 측정 결과, 발광 파장은 약 496nm에서 나타났고, FWHM은 약 18nm로 나타났다.

실시예 4. CdSe/CdS 코아(core)/쉘(shell) 나노 결정의 합성

TOA 16g과 올레인산 0.5g, 카드뮴 아세테이트 0.4mmol을 동시에 환류 콘덴서가 설치된 100ml 플라스크에 넣고, 이를

교반 하면서 반응 온도를 300℃로 조절하였다.

이와 별도로, Se 분말을 TO에 녹여서 Se 농도가 약 0.25M인 Se-TOP 착물 용액을 만들었다. 이 Se-TOP 착물 용액 1ml

를 상술한 반응 혼합물에 빠른 속도로 주입하고 교반 하면서 반응 시간을 약 4분동안 유지하였다.

S 분말은 TOP에 녹여서 S 농도가 2M 정도인 S-TOP 착물 용액을 준비하고, S-TOP 착물 용액 1ml를 상기 과정에 따라

반응 혼합물에 적가한 다음, 교반하였다.

상기 반응 혼합물의 반응이 종결되면, 반응 혼합물의 반응 온도를 가능한 빨리 상온으로 떨어뜨리고, 비용매(non solvent)

인 에탄올을 부가하여 원심 분리를 실시하였다. 원심 분리된 침전을 제외한 용액은 데칸트해서 버리고, 침전은 톨루엔에

분산시킨 후, PL 스펙트럼(photoluminescence spectrum)을 측정하였다.

상기 PL 스펙트럼 측정 결과, 발광 파장은 약 582nm에서 나타났고, FWHM은 약 30nm로 나타났다.

실시예 5. CdSeS 나노 결정의 합성

TOA 16g과 올레인산 0.5g, 카드뮴 옥사이드 0.4mmol을 동시에 환류 콘덴서가 설치된 100ml 플라스크에 넣고, 이를 교

반 하면서 반응 온도를 300℃로 조절하였다.

이와 별도로 Se 분말은 TOP에 녹여서 Se 농도가 0.1M 정도인 S-TOP 착물 용액을 만들고, S 분말은 TOP에 녹여서 S 농

도가 4M 정도인 S-TOP 착물 용액을 준비하였다.

상기 교반되고 있는 반응 혼합물에 S-TOP 착물 용액 0.5ml와 Se-TOP 착물 용액 0.5ml의 혼합물을 빠른 속도로 주입하

고 4분 정도 더 교반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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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반응 혼합물의 반응이 종결되면, 반응 혼합물의 반응 온도를 가능한 빨리 상온으로 떨어뜨리고, 비용매(non solvent)

인 에탄올을 부가하여 원심 분리를 실시하였다. 원심 분리된 침전을 제외한 용액은 데칸트해서 버리고, 침전은 톨루엔에

분산시킨 후, PL 스펙트럼(photoluminescence spectrum)을 측정하였다.

상기 PL 스펙트럼 측정 결과, 발광 파장은 약 520nm에서 나타났고, FWHM은 약 30nm으로 나타났다.

도 1은 상기 과정에 얻은 CdSeS 나노 결정의 고해상도 TEM 사진을 나타낸 것이다. 이를 참조하면 나노 입자의 결정이 균

일한 형태와 크기로 성장할 것을 알 수 있다.

도 2는 상기 과정에 따른 CdSeS 나노 결정의 STEM/EDS 이미지 (Scale bar=50nm)를 나타낸 것이다. 이를 참조하면, 나

노 결정의 조성과 크기 분포가 균일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도 3은 상기 과정에 따른 CdSeS 나노 결정의 X-선 회절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다. 이를 참조하면, CdSe 또는 CdS의 결

정에 의한 회절 패턴이 얻어짐을 알 수 있었다.

도 4는 상기 과정에 따른 CdSeS 나노 결정의 자외선 분광기 흡수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다. 이를 참조하면, 일정한 에너

지에 의하여 여기 되는 균일한 나노 결정이 생성됨을 파악할 수 있었다

도 5는 상기 과정에 따른 CdSeS 나노 결정의 광 여기 발광 스펙트럼 (Emission=426, 456, 474nm for zinc cadmium

selenide, 500, 530, 568, 594nm for cadmium selenide sulfide)을 나타낸 것이다. 이를 참조하면, 결정의 에너지 준위와

크기 분포를 알 수 있고, 발광 효율도 파악할 수 있었다.

실시예 6. CdSeS 나노 결정을 이용한 OLED의 제작

이 실시예는 상기 실시예 5에서 얻은 CdSeS 나노 결정을 EL 소자의 발광 소재로 채용한 유기 EL 소자의 제작을 보여주는

것이다.

패터닝된 있는 ITO 기판 상부에 CdSeS 나노 결정과, 1wt% TPD (N,N'-diphenyl-N,N'-bis(3-methylphenyl)-(1,1'-

biphenyl)-4,4'-diamine) 의 클로로포름 용액을 1:1 중량비로 혼합한 것을 스핀코팅한 다음, 이를 건조하여 40nm 두께의

발광층을 형성하였다.

상기 발광층 상부에 Alq3 (tris-(8hydroxyquinoline) aluminum)를 증착하여 40nm 정도의 전자수송층을 형성하고, 이 상

부에 Mg와 Ag를 10:1의 원소 비율로 75nm 두께로 동시 증착하여 캐소드를 형성하여 유기 EL 소자를 완성하였다.

상기 유기 EL 소자에 있어서, EL 스펙트럼을 조사하였고, 그 결과, 발광 파장은 약 520nm에서 나타났고, FWHM은 약

40nm이며, 밝기는 15Cd/m2, 장치의 효율은 0.5% 정도이다. 도 6에는 실시예 6에 따라 제작된 유기 EL 소자의 EL 스펙

트럼이 나타나 있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에 의하면, 화학적 습식 합성법으로 크기와 형태가 균일하고, 양자 효율이 높고, 안정한 12, 16족 화합물 반도체 나

노결정을 제조할 수 있다. 또한 밴드 갭을 조절하고, 발광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합금 또는 코아-쉘을 형성하거나 삼

성분계 양자 구조를 여러 번의 공정을 반복하지 않고, 1회 공정(one-pot)에서 합성할 수 있도록, 다른 종류의 12족 금속

전구체 또는 다른 종류의 16족 원소를 혼합하여 반응함으로써 단순한 공정에서도 원하는 특성을 갖는 양자 구조의 반도체

나노 결정을 합성할 수 있다. 이렇게 합성된 반도체 나노 결정은 발광 영역 300nm 내지 1300nm에서 발광 효율이 우수하

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예 6에 따라 얻은 CdSeS 나노 결정의 고해상도 High 투과전자현미경 사진(TEM)(Scale bar=5nm)

을 나타낸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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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는 본 발명의 실시예 6에 따라 얻은 CdSeS 나노 결정의 STEM(Scanning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EDS

(Energy Dispersive Spectrometer) 사진 (Scale bar=50nm)을 나타낸 것이고,

도 3은 본 발명의 실시예 6에 따라 얻은 CdSeS 나노 결정의 X-선 회절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고,

도 4는 본 발명의 실시예 6에 따라 얻은 CdSeS 나노 결정의 자외선 분광 흡수 스펙트럼이고,

도 5는 본 발명의 실시예 6에 따라 얻은 CdSeS 나노 결정의 광 여기 발광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다.

도면

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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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도면4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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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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