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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order to obtain data on the formation process of CdSe/CdS core/shell semiconductor nanocrystals, we subjected samples of nanocrystals to long-term heat treatment at a temperature of 80 ◦ C.
After a certain time, the absorption and the emission spectra were measured using parts of the
samples. As the heat treatment time was increased, the Stokes shift decreased until the growth of
the CdSe nanocrystals stopped. The time when the Stokes shift increases after a certain time can
be regarded as the time when the surfaces of nanocrystals change. A method for distinguishing
whether CdSe/CdS has core-shell structure or is an alloy was studied by analyzing the Raman
spectra and the X-ray diffraction (XRD) patterns of the samples at the time when the surfaces of
the nanocrystals changed. When CdSe/CdS core-shell semiconductor nanocrystals are synthesized,
a chance exists that interfaces will be observed in CdSx Se1−x alloys. Thus, distinguishing whether
the synthesized nanocrystals have a core-shell structure or are CdSx Se1−x alloys is possible. If a
new phonon is observed between phonon L01 and phonon L02 in the Raman spectra, the material
is an alloy. A more precise core-shell structure can be identified by looking at the XRD pattern
and the Stokes shift.
PACS numbers: 61.46.Df, 78.67.Hc, 81.07.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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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만분광과 스토크스 이동에 의한 CdSe/CdS 나노결정의 형태 연구
박성욱 · 조훈현 · 유동선 · 김일곤∗
창원대학교 물리학과, 창원 51140, 대한민국
(2018년 9월 16일 받음, 2018년 12월 3일 게재 확정)

CdSe/CdS 반도체 나노결정이 형성되는 과정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합성된 CdSe 나노결정 시료를
80 ◦ C의 온도에서 장시간 열처리하였다.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면 시료의 일부를 채취하여, 흡수와 발광
스펙트럼을 측정하였다. 열처리 시간이 증가하면 CdSe 나노결정의 성장이 멈출 때까지 스토크스 이동이
감소한다. 특정한 시간이 지나서 스토크스 이동이 증가하기 시작할 때를 나노결정의 표면 상태가 변하는
시점으로 볼 수 있으며, 이때의 시료에 대한 라만스펙트럼과 X선 회절 (X-ray diffraction, XRD) 로부터
CdSe/CdS가 합금 (alloy) 형태인지 아니면 코어/셀 구조인지를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CdSe/CdS 코어/셀 구조의 반도체 나노결정을 합성할 때, 경계면에서의 CdSx Se1−x 형태의 합금 구조가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합성한 나노결정이 코어/셀 구조인지 아니면 CdSx Se1−x 형태의 합금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Study of the Shapes of CdSe/CdS Nanocrystals by Using Raman Spectroscopy · · · – Seong-Wook Park et al.

17

구조인지는 라만스펙트럼에서 LO1포논과 LO2포논 사이에서 특정한 새로운 포논이 관측되면 합금 구조로
판단할 수 있으며, XRD, 스토크스 이동을 참조하면 더 정확하게 코어/셀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PACS numbers: 61.46.Df, 78.67.Hc, 81.07.Ta
Keywords: 나노입자, 코어/쉘, 합금, 스토크스 이동, 라만스텍트럼

I. 서 론
나노결정에서의 흡수와 발광 스펙트럼은 양자구속 현상
에 의해서 벌크 상태의 반도체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
다. 비선형성이 크며, 크기에 따라서 스펙트럼이 달라지는
성질도 가지고 있다. 나노결정을 산업에 응용하려면 만들
어진 나노결정이 안정된 상태로 존재해야하나 나노결정의
크기는 주변 환경에 따라서 변하기가 쉽다 [1]. 나노결정에
대한 연구는 물리적인 기구를 밝히기 위한 실험적인 연구와
안정적인 나노결정을 만드는 연구로 구별할 수 있는데, 흡
수와 발광 등과 관련되는 물리현상에 대한 연구는 나노결
정의 성질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인 모델의 개발 [2–10]에
역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나노결정의 생장은 물리적인 방법
보다는 화학적인 방법이 대량 생산 및 나노결정의 추출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화학적인 연구가 더 많이 수행되고 있다
[11–13].
나노결정의 구조에 대한 정보를 얻는 가장 쉬운 방법은
흡수와 발광 스펙트럼을 측정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흡
수스펙트럼의 피크와 발광스펙트럼의 피크가 다른 곳에서
보인다. 이 차이 값을 스토크스 이동 (Stokes shift) 이라고
부르며, 이러한 이동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한 연구를 통해
서 나노결정의 구조에 대한 지식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다
[6–10,20].
나노결정은 양자구속 현상 때문에 벌크 반도체에 비해서
적색편이 한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편이 하는 정도가 크
기에 의존하므로 흡수스펙트럼으로부터 크기를 유추할 수
있다. 이 때 주로 사용하는 것이 유효질량 (effective mass)
모델이다 [14, 15]. 실험적인 결과들을 참고로 크기에 대
한 밴드갭 에너지를 커브 피팅하여 크기를 추정하는 방법
도 보고되었으며 [16], X선 회절 (X-ray diffraction, XRD)
이나 투과전자현미경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TEM) 으로부터 크기를 알아내는 방법은 많은 사람이 간편
하게 이용하고 있다 [17–22]. 그러나 이 모델은 나노결정에
대해서는 크기 추정이 가능하나, 코어/셀 (core/shell) 이나
합금 (alloy) 구조의 나노결정의 크기 추정은 가능하지 않다.
단순한 나노결정이 아닌 코어/셀과 같은 구조에서 크기를
추정하는 새로운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23–25].
∗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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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ros는 나노결정의 성질을 엑시톤의 양자구속, 전자와
정공 사이의 쿨롱 상호작용, 전자-정공의 교환 상호작용
(electron-hole exchange interaction) 으로 설명했다. 여기
에 덧붙여서 다크 엑시톤 (dark exciton) 이 존재한다고 생각
했다. 다크 엑시톤의 존재는 실험과 이론적인 설명을 통해서
증명되었으며, 이 다크 엑시톤이 탄성 스토크스 이동의 원인
중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 [2,7–9]. 이들에 따르면 스토크스
이동의 원인으로는 전자-정공 교환 상호작용에 의한 다크
엑시톤과 나노결정의 비대칭성을 지적하고 있다. 전자-정공
교환 상호작용은 전자와 정공의 공간 분포가 겹쳐지는 정도
에 비례하므로 운반자 구속이 커지는 작은 차원의 반도체
나노결정에서 그 효과가 더 커진다 [9]. 따라서 나노결정이
커질수록 스토크스 이동이 줄어들게 된다. 가전자대에서
Sx 와 Px 가 역전되어 Px 가 홀 기저상태가 되면 광학적 천
이가 금지되며, 이 경우를 다크 엑시톤이라고 한다. CdS의
경우에는 나노결정의 반경이 69 Å보다 작을 때, Sx (Jz =
3/2) 가 아닌 Px (Jz = 1/2) 가 홀 기저상태가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며, CdSe의 경우에는 30 Å보다 반경이 작을 때에
Px 가 기저 상태가 된다 [8, 26]. 따라서 비탄성 스토크스
이동은 엑시톤의 미세 구조에 영향을 받는다. 전도대의 두
개의 준위와 가전자대의 다크 (dark) 엑시톤 사이의 에너지
차이가 비탄성 스토크스 이동에 해당한다. 다크 엑시톤이
형성되면 포논의 도움으로 천이가 가능하며, 따라서 스토크
스 이동에서 포논 에너지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18]. 비탄성
스토크스 이동은 나노결정의 외형, 결정 구조의 불균일성,
포논 등의 영향을 받는다. CdSx Se1−x 나 CdSx Te1−x 등
과 같은 합금 (alloy) 구조를 갖는 나노결정의 특성에 관한
연구도 계속되고 있다 [27–31]. 나노결정의 발광스펙트럼
이 흡수단에서 멀어지는 데 LO포론 (longitudinal-optical
phonon) 의 역할이 있음을 발견한 이 후에 포논 모드의 분
석에 의한 라만 실험이 수행되고 있다 [1, 32]. CdSe NCs
에서 라만 스펙트럼의 200 cm−1 부근 피크를 분석하는 방
법으로 반도체 코어/셀 구조와 합금구조를 구별하는 방법
이 제안되었으며 [33], 코어/셀 구조에서 CdS 셀의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서 CdS 피크가 점점 커지며, 반대로 CdSe
피크는 크기가 감소한다는 보고도 있었다 [34]. 그리고 표
면 포논 (surface phonon) 에 의한 피크가 CdSe와 CdS에
의한 피크 사이에서 관측되는가를 기준으로 합금구조를
구별하는 방법도 제시되고 있다 [35]. CdSe 나노결정에서
S 농도가 작을 경우에 표면 포논에 의한 268 cm−1 피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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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되기도 한다 [36]. CdSe/CdS 코어/셀 나노결정의 코
어와 셀의 경계면에서의 구조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서 스토크스 이동 (Stokes shift) 과 라만 스펙트럼 (Raman
spectrum) 측정을 중심으로 실험하였다. CdSe/CdS 반도
체 나노결정에서 셀이 형성되는 과정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합성된 CdSe 나노결정 시료를 80 ◦ C의 온도에서
장시간 열처리하였다. 시료는 MPA(3-mercaptopropionic
acid) 가 충분히 녹아 있는 용액 속에 들어 있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MPA에서 분리되는 S이온이 Cd와 결합하여
셀을 형성하도록 하였다.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면 시료의
일부를 채취하여, 흡수와 발광스펙트럼을 측정하였다. 열처
리 시간이 증가하면 CdSe 나노결정의 성장이 멈출 때까지
스토크스 이동이 감소한다. 특정한 시간이 지나서 스토크
스 이동이 증가하기 시작할 때를 나노결정의 표면 상태가
변하는 시점으로 볼 수 있으며, 이때의 시료에 대한 라만스
펙트럼과 XRD로부터 CdSe/CdS가 합금 형태인지 아니면
코어/셀 구조인지를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CdSe/CdS 코어/셀 구조의 반도체 나노결정을 합성할 때,
경계면에서의 CdSx Se1−x 형태의 합금 구조가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합성한 나노결정이 코어/셀 구조인지 아
니면 CdSx Se1−x 형태의 합금 구조인지를 XRD, 스토크스
이동 그리고 라만스펙트럼으로 분석하였다.

Fig. 1. TEM image of CdSe/CdS nanocrystals (Annealing time : 258 hours).

있다고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실험에서는 나노결정의 성
장을 억제할 목적으로 MPA의 농도를 2:3으로 높였다 [37].
본 실험에서는 Cd:NaHSe:MPA = 8:1:12가 되도록 NaHSe
용액의 양을 조절하였다. 그리고 실험하는 동안 pH는 9.5
로 유지하였다. 나노결정은 가열 멘틀 (heating mentle) 에
장착한 플라스크 속에서 24시간에 걸쳐서 합성하였다. 나
노결정을 성장시킨 다음에는 플라스크에 있는 용액을 전부
수거하여 80 ◦ C의 항온 장치 속에서 열처리하면서, 필요한
시간에 시료의 일부를 수거하여 측정하였다.

II. 실험 방법
1. 시료의 준비
용존 산소를 제거한 탈이온수 (Milli-Q water) 에 CdCl2
를 넣고 10 분 이상 교반하여 Cd 용액을 만들고, 여기에
MPA를 첨가해서 Cd/MPA 용액을 만들었다. 그리고 얼음
으로 냉각한 탈이온수에 NaBH4 를 넣고, Se 분말을 녹여서
NaHSe 수용액을 만들었다. 이 과정은 화학반응이 급격
히 일어나므로 반응이 진행되는 동안에 플라스크에 질소
가스를 계속 불어 넣어주면서 환기시킨다. 투명한 NaHSe
수용액을 침전물과 분리하여 탈이온수에 넣어 잘 섞어서
NaHSe 용액을 만들었다. 실험에서는 Cd/MPA 용액과 Se
용액의 비율을 150 mL:10 mL인 상태로 나노결정 합성을
시작하였는데, CdCl2 ·2H2 O를 140 mL의 탈이온수에 녹이
고, MPA를 녹인 탈이온수 10 mL를 Cd 용액에 주입하여
Cd/MPA 용액을 만들고, Se 이온을 포함하고 있는 NaHSe
용액 10 mL를 주사기를 이용하여 Cd/MPA 용액에 주입
하면 된다. 이때 주입하는 시간은 천천히 하는 것이 좋다.
화학약품의 상세한 비율은 선행 논문을 참고하였다. 여기서
Cd:MPA가 1:1일 때, 안정적으로 나노결정을 생장시킬 수

2. 측정 방법
할로겐 램프와 D2 램프로 구성된 광원을 사용하여 흡수
스펙트럼을 측정하였다. 광측정에는 Acton275 분광기와
PMT(PD471) 을 사용하였다. 발광스펙트럼 측정에는 중
심파장이 405 nm인 반도체 레이저 (Coherent Cube 40550C) 를 사용하고, 분광에는 Spex1704 분광기와 광자계
수기 (photon counter) 그리고 데이터 수집 장치 (Spectra
ACQ2) 를 이용하였다. 시료는 폭이 10 mm인 석영 튜브에
담았으며, 전면 여기 방식을 취하였다. 투과전자현미경
(TEM) 은 JOEL JEM 2100F를 사용하였으며, 시료는 알
코올에 용해한 후에 구리 그리드 표면에 부착한 후, 건조시
켜 측정하였다.
라만 스펙트럼 측정에는 라만 스펙트로미터 (JP/NRS3300, JASCO) 를 사용하였다. 여기광의 파장은 532.24 nm
였으며, 0.01 cm−1 의 분해능으로 100에서 800 cm−1 사이
에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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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lor online) Average diameter of CdSe/CdS
nanocryst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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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lor online) XRD patterns of CdSe/CdS Comparison of XRD patterns of CdSe/CdS nanocrystals between annealing time 91 (black) and 258 (red) hours.

III. 결과 및 분석
격자면 사이의 간격은 0.35 nm로 cubic CdSe 반도체의
(111) 면의 0.351 nm와 거의 같은 값을 갖고 있으므로 징크
블렌드 (zinc blende) CdSe 나노결정이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나노결정은 (111) 방향이 더 긴 계란형으로 성장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코어/셀 나노결정인 경우에 이런
형태로 자라는 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Fig. 1에서 보이는 모습은 CdSe 나노결정과는
다르게 가장자리에서 윤곽이 흐려지는 전형적인 코어/셀
구조를 가지고 있다 [19,23]. CdSe/CdS의 경우에는 TEM
사진으로 나노결정의 크기를 정확히 측정하는 것은 어려움
이 따르며 경계 부분을 포함시키지 않으면 직경의 평균이
약 3 nm 정도 되었다.
Fig. 2는 열처리 시간이 각각 91, 141, 207, 258인 CdSe
나노결정에 대한 흡수스펙트럼과 XRD 결과로부터 만들었
다. 나노결정의 크기를 추정하기 위해서 William등은 이미
보고된 실험결과들을 바탕으로 첫 번째 엑시톤 흡수 피크
파장의 함수로 다음과 같은 실험식을 만들었다.
D = (1.6122 × 10−9 )λ4 − (2.6575 × 10−6 )λ3
+(1.6242 × 10−3 )λ2 − (0.4277)λ + 41.57
이 식의 적용범위는 300 < λ < 680 (nm) 이며, 나노결정의
크기는 직경이며, 파장은 nm로 표시하였다 [16]. Fig. 3
에서 William의 식을 이용한 결과를 실험값 (empirical) 으
로 표시하였으며, Efros의 기본식을 Kayanuma가 변형한
π 2 ℏ2
e2
EQD (R) = Eg +
−
1.786
− 0.248ER 을 이용한
2µR2
ϵR
결과를 Efros로 표시하였다 [14]. 여기서 CdSe에 대한 변
수는 300 K에서 밴드갭 에너지 Eg = 1.75 eV, 유전상수

Ke = 6.23 그리고 유효질량은 m∗e = 0.13m0 , m∗h = 0.3m0
이었다 [15]. 그리고 XRD로 표시된 결과는 XRD 실험 결과
λ
를 Debye-Scherrer 방정식 d = k
에 대입하여 얻은
β cos θ
결과이다. 여기서 사용한 계수는 d 는 입자의 직경이며, k
는 결정구조에 대한 계수이다. β 회절무늬 주피크의 반치
폭 (radian), X-선의 파장 λ = 1.5405 Å이며, 징크 블렌드
구조를 갖는 CdSe에 대해서는 k = 0.89이다. 그리고 θ 는
회절무늬의 회절각이다 [22]. Fig. 2의 위쪽에 떨어져서 보
이는 Efros 결과 보다는 William이 만든 식에 의한 결과가
실험에서 구한 XRD 값과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열처리 시간이 지나면서 나노결정의 크기가 서서히 증가
하는 것으로 보이나 CdSe 나노결정에 CdS 셀이 입혀지는
과정으로 실험을 진행했기 때문에 실제의 크기와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TEM으로 본 결과는 오히려
Efros 식으로 추정한 결과와 비슷한 값이 나왔다. 따라서
코어/셀 나노결정의 크기를 추정하는 문제가 간단하지는
않다. 한편 나노결정의 흡수스펙트럼에서 구한 밴드갭 에너
지가 CdSx Se1−x 합금 구조일 경우에는 두 성분의 비례로
정해진다고 생각하고, Eg (nm) = 718 − 210 × x 의 식을 이
용하여 흡수스펙트럼의 피크 값으로부터 밴드갭 에너지를
구하였다. CdSe와 CdS 반도체의 밴드갭의 피크 값은 각각
717 nm와 505 nm이다. 여기서 210은 밴드갭 에너지의
차이이며, CdS/CdSe = a/b 이면 x = a/(a + b) 이다 [23].
실험에서 258시간 열처리한 시료는 530 nm 정도에서 첫
번째 엑시톤 피크가 보였는데, 이 식을 사용하면 CdS/CdSe
= 8.5가 된다. 그러나 CdSe나노결정에 캡핑하는 과정이
MPA에서 분리되는 소량의 CdS를 사용한 실험이었으므로
CdS가 너무 많이 포함된 이 결과는 예상되는 결과와는 매우
다르므로 나노결정이 CdSx Se1−x 구조를 갖는다고 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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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eak list of CdS and CdSe.
(hol)
111
200
220
311

Cubic CdS (19-0191)
2θ (deg) Data 2θ (deg)
28.218
28.9
32.778
31.7
47.046
45.5
56.029
56.5

Cubic CdSe (89-0440)
2θ (deg) Data 2θ (deg)
25.354
26.0
42.009
49.699

43.2
50.8

는 무리가 있으며, CdSe 나노결정에 CdS가 캡핑된 코어/
셀 구조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논리적이다.
Fig. 3은 91시간과 258시간 열처리한 시료의 XRD 측정
결과이다. 위쪽에 보이는 그래프가 258시간이 지난 나노
결정으로 91시간 지난 아래쪽의 시료와 비교해 보면 회절
패턴이 비슷하게 보이지만 CdSe패턴과 CdS 패턴을 볼 수
있다. 이 피크들의 위치를 Table 1에 정리하였다. Table
1에서는 징크 블렌드 구조의 CdSe와 CdS 반도체에 대한
(111), (220), (311) 면에 대한 X 선 회절각 (CdS:JCPDS
19-0191, CdSe: JCPDS 89-0440) 이 실험에서 측정한 회절
결과와 비슷함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로부터 합성한 나노
결정이 징크 블렌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코어 부분에는
CdSe가 자리잡고 있는 전형적인 CdSe/CdS 코어/셀 반도
체 나노결정 임을 알 수 있다. Fig. 3에서 회절 스펙트럼은
나노결정으로 인한 선폭 확대가 발생하여 크기가 조금 작게
계산되지만 Debye-Scherrer 방정식을 이용한 크기 추정은
2.3 nm이다 [22]. 91시간 열처리한 시료에 대해서 258시간
열처리한 시료의 회절 무늬는 거의 변화가 보이지 않으나
큰 차이점은 징크 블렌드 CdS에 해당하는 피크가 작지만
나타난다는 점이다. CdSx Se1−x 구조에서는 XRD 무늬에
서 이런 형태가 보이지 않는다 [24]. 따라서 실험에 사용한
시료는 열처리 시간이 경과하면서 CdSe 코어의 표면에
CdS 셀이 형성되었다고 조심스럽게 말할 수 있으며, 이
방법이 코어/셀 구조를 확인하는 지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CdSe 나노결정을 80 ◦ C에서 열처리 하는 과정에서 발
광스펙트럼의 변화를 관찰해 보면 91 시간에서 250 시간
사이에서 변화가 심하게 보인다. 이 시기에 나노결정의
표면 상태에 변화가 심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나
노결정의 상태를 살펴볼 목적으로 FTIR 스펙트럼을 측정
하였다. Fig. 4는 207과 258시간 열처리한 시료의 FTIR
스펙트럼이다. 530 cm−1 부근의 넓은 영역에서 Cd-S가
결합한 상태가 보이며, 1400 cm−1 에서 C-S 결합이 보인다.
1556 cm−1 에서는 MPA의 카르복실 음이온 (carboxylate
anion, COO− ) 진동이 보인다. 1634 cm−1 에서는 카르
복실기의 C=O 결합이 나타나며, 2934 cm−1 에서는 C-H
진동 (stretching vibration) 이 관측된다. 3430 cm−1 부근

Fig. 4. (Color online) FTIR spectrum of CdSe/CdS
nanocrystals (Annealing time: 207 and 258 hours).
에서는 O-H 결합에 대한 진동이 관측된다 [22]. 2557 cm−1
에서 나타나는 S-H 스트레칭 (stretching) 모드가 없는 것은
MPA의 S가 Cd-S 본드 형태로 나노결정의 표면에 결합되
어 있음을 말해준다. 나노결정이 커질수록 카르복실산 음
이온에 의한 진동이 커지며, 이는 나노결정의 표면에 음이
온이 부착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므로 MPA에 의해서
나노결정이 캡핑되었다는 증거로 판단된다. 열처리 시간
이 증가하면서 나노결정은 성장과 더불어서 표면 상태가
조금씩 개선되며, O-H 결합과 C-S 결합 그리고 COO− 와
관계된 모드가 주도적이다. 200시간이 지나면서 자유로운
카르복실 산 (carboxylic acid) 에 의한 1634 cm−1 모드가
감소하기 시작한다. 본 실험에서는 S이온을 보충하기 위한
다른 수단을 갖지 않고, MPA 에서 유리된 S 가 CdSe 나
노결정의 표면에서 확산 및 부착을 통해서 CdSe/CdS 코
어/셀로 성장한다고 가정하였으며, 카르복실 산의 감소는
MPA의 감소를 증명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200시간까지는
CdSe 나노결정이 성장하면서 표면에 존재하는 결함들이
감소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 시간이 지나면 CdS
셀이 형성이 되는 과정이 계속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나노결정의 크기가 작아지면 체적에 대한 표면적의 비
율이 높아지며, 표면 효과가 나노결정의 특성과 전자 분
포 등에서 역할이 커지게 된다. 열처리 시간이 작을 때는
나노결정의 PL 스펙트럼에서 두 개의 피크를 볼 수 있다
(Fig. 5). 낮은 에너지 쪽에 있는 피크는 깊은 트랩 (deep
trap) 또는 댕글링 본드 (dangling bond) 에 의한 스펙트럼
으로 해석한다 [24]. 열처리 시간이 200시간을 넘어가면서
장파장 쪽에서 보이는 스펙트럼이 거의 사라지면서 나노결
정의 표면이 많이 좋아졌음을 말해준다. 이는 앞에서 XRD
결과에서와 같이 CdSe가 무엇인가로 캡핑된 것으로 결론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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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olor online) PL spectrum of CdSe/CdS
nanocrystals for the various annealing times.
엑시톤의 재결합에 의한 발광스펙트럼이 만들어지는 첫
번째 방법은 포논 (phonon) 의 도움으로 P-상태로 돌아오는
것으로 이 때 S-상태와 P-상태의 홀이 갖는 에너지 차이에
해당하는 ∆ESP 만큼 스토크스 이동이 발생한다 (Fig. 6).
두 번째 방법은 처음에는 단일항 상태에 있던 엑시톤이 포논
의 도움으로 삼중항 상태로 이동한 후에 포논의 도움으로 S상태와 P-상태로 돌아오는 방법이다. 스토크스 이동은 얕은
트랩 준위 사이의 이완이나 크기 분포, 나노결정의 형태 등이
원인이 되는데, 결국에는 전자-정공의 교환 상호작용과 표면
포논에 의한 영향으로 설명하고 있다. CdSe 나노결정은
크기가 커지면서 스토크스 이동은 줄어드는데, 2 nm에서 5
nm될 때에 90에서 30 meV로 감소한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7,18]. 4.5 nm인 CdSe 나노결정에서 스토크스 이동은 60
meV 정도이며, 합금 상태에서는 150 meV를 넘는다. 성분
비에 따라서 스토크스 이동의 증가율은 일정하지 않으며,
두 성분이 비슷한 영역에서 그 값이 최대가 된다. CdSe와
CdS의 격자간격은 각각 6.052 Å, 5.818 Å으로 경계면에서
격자간격의 불일치로 인한 변형력이 작용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밴드 구조에도 변형이 일어나기 때문에 스토크스
이동이 발생한다고도 설명하고 있다 [26].
열처리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감소하던 스토크스 이동이
141시간에서 207시간 사이에서는 증가한다. 207시간이 지
나면 스토크스 이동에 변화가 없이 일정한 값으로 접근한다
(Fig. 7). 여기에 있는 결과와 같이 다른 조건에서 실험을 해
도 비슷한 결과를 얻었다. CdSe와 CdS의 성분비가 비슷할
때 비탄성 스토크스 이동이 최대가 된다고 보면 스토크스
이동이 시간이 지나면서 증가를 계속해야만 하는데, 결과는
일정한 값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셀을 만드는 S이온은
MPA에서 분리되어 공급되는데, 충분한 량의 S이온이 공
급되지 못해서 CdS 셀의 성장이 거의 멈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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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olor online) Stokes shift of CdSe/CdS NCs.

Fig. 7. (Color online) Non-resonant Stokes shift of
CdSe/CdS nanocrystals as a function of the annealing
times.
실험에서 원했던 것은 CdSe 나노결정의 표면에 CdS 셀이
천천히 형성되는 상황을 원했기 때문에 온 결과이다. 스토
크스 이동 값이 120 meV에 접근하고 있으므로 합금 구조와
코어/셀 구조가 혼재된 형태의 나노결정이라고 판단된다.
열처리 시간이 141시간에서 207 시간 사이에서 스토크스
이동이 증가하므로 이 과정에 대한 변화를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노결정에서 LO 포논의 변화를 보기 위해서
라만 스펙트럼을 조사하였다. Fig. 8은 측정한 결과이다.
XRD 시료와 마찬 가지로 열처리 시간이 91, 141, 207, 258
일 때의 시료에 대한 측정 결과이다. 발광스펙트럼으로부터
141시간 이전의 시료는 표면 결함 등으로 인한 2차 피크가
장파장 쪽에서 보이므로 표면 상태가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141시간 이 후의 시료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 특히 141
시간과 207시간 사이에서 변화가 심하므로 이 두 점을 중심
으로 시료를 선택하였다. Fig. 8에서 CdSe LO1 피크의 라
만 이동 (Raman shift) 은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으며, CdS
LO2 피크는 5 cm−1 정도 발생했다. 이런 점에서 실험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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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Color online) Height ratio of phonon (LO1: 1st
phonon, LO2: 2nd Phonon, 2LO1: overtone of LO1).

Fig. 8. (Color online) Raman spectra of CdSe/CdS
nanocrystals.
용한 나노결정의 셀이 변형력을 받을 정도의 두께로 성장하
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압축과 인장 같은 변형력이
발생하면 포논 형성에 영향을 주어서 포논의 주파수가 수십
cm−1 만큼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30]. 이 그래프에서 가장
큰 변화는 CdSe에 의한 LO1과 CdS에 의한 LO2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크기가 변하는 것이다. 변화하는 정도를
보기 위해서 LO1을 기준으로 각각의 피크의 크기 변화를
정리하여 Fig. 9에 그려 놓았다.
검은 점으로 표시한 [LO2/LO1] 의 변화를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선형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CdS
셀의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서 CdS 피크가 점점 커지며,
반대로 CdSe 피크는 크기가 감소하고 있다. 이런 이유는
외각의 CdS 셀이 입사광을 흡수함으로써 CdSe에 도달하는
광의 세기가 감소하는 영향과 코어의 중심에 홀이 구속됨
으로써 전자가 전체 영역을 차지함으로써 코어에 관련되는
LO 포논의 세기는 줄어들고 코어를 들러 싸고 있는 셀에
관련된 포논과 그들의 배음 (overtone) 의 세기는 증가하게
된다 [34].
LO1 의 배음인 2LO1 의 크기는 나노로드 (nanorod) 의
경우에는 셀의 두께가 증가하면 급격하게 감소한다고 [32]
알려져 있으나 Fig. 9에서는 시간이 경과하여 셀이 증가함에

따라서 그 크기가 조금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절댓값은
알기 어려우나 실제 실험결과를 보면 2LO1의 크기가 거의
일정함을 알 수 있다. 실험하는 범위에서 [2LO1/LO1] 의
크기가 증가하는 비율은 [Mix/LO1] 에 비해서 작으며, LO1
이 거의 절반으로 줄어드는 점을 감안하면 변화가 거의 없다
고 볼 수 있다. CdSe/CdS 코어/셀과 CdSx Se1−x 합금 구
조의 라만 스펙트럼에서의 차이는 CdSe LO1(200) 와 CdS
LO1(300) 사이에서 새로운 스펙트럼 (217 cm−1 ) 이 보이
는지의 유무이다 [35]. 즉, 이 스펙트럼은 합금 구조에서는
존재하나 코어/셀 구조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순수한 나노결정에서는 LO1 스펙트럼을 분해하여도 SO
(surface optical) 포논과 LO 사이에 나타나는 새로운 스펙
트럼이 보이지 않지만 합금 구조에서 이 피크가 나타난다
[33].
Fig. 8에서 LO1과 LO2 피크를 가우스 함수로 커브 피
팅하면 내부에 숨어 있는 스펙트럼을 볼 수 있다. 207시간
열처리한 시료의 LO1에서는 183 cm−1 에서 SO에 의한
첫 번째 피크가 보이고, 197 cm−1 에서는 합금 구조에서
나타나는 두 번째 피크가 보이며, 203 cm−1 에서는 세 번
째 LO 피크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207 시간 열처리한
시료의 경우에는 197 cm−1 에서 두 번째 피크가 있으므로
CdSx Se1−x 합금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3]. 258
시간 열처리한 시료의 경우에도 3개의 피크를 볼 수 있는데,
204 cm−1 에서의 크기가 줄었는데 반해서 197 cm−1 에서의
피크의 크기가 더 크다. 이는 CdSe/CdS 나노결정이 완전
한 코어/셀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다른 시료에서는 두 번째 피크를 찾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라만 스펙트럼에서 합금 구조와 코어/셀 구조를 구별하는
또 다른 기준인 LO1과 LO2 사이에서 나타나는 피크는 그
값이 매우 작아서 구별하기가 쉽지 않으나 230 cm−1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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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있으며, 258시간 열처리한 시료에서의 피크의
크기가 207시간에서 보다 두 배 정도 컸다.

IV. 결 론
반도체 나노결정의 물리적인 특성을 높이기 위해서 CdSe
나노결정의 표면에 CdS를 입혀서CdSe/CdS 코어셀 나노
결정을 만들 때, 두 반도체물질의 경계면이 정확하게 분리
되어서 코어셀 구조를 갖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반도체 나노
결정의 합성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TEM이나 XRD를
이용하면 코어/셀과 합금에 대한 약간의 정보만을 얻을 수
있다. CdSe, CdS, CdSx Se1−x , CdS/CdS 코어/셀에서의
스토크스 이동의 값은 이미 많은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 알려져 있으나, 나노결정이 생장되는 조건과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들 값만으로는 합금과 코어/셀 구조를
확정지을 수 가 없다. 라만스펙트럼을 조사하면 합금구조와
코어/셀 구조를 명확히 구별하기가 쉬워진다. 본 연구에서
는 반 데르 발스 힘, 전기적인 반발력 그리고 쌍극자 간의
힘 등 다양한 상호 작용 (interparticle interaction) 때문에
다루기가 매우 까다로운 수용성 CdSe/CdS 코어/셀 나노
결정의 구조를 비탄성 스토크스 이동과 라만스펙트럼을
이용하여 분석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실험에서 측정한
라만 스펙트럼으로부터 197 cm−1 피크와 230 cm−1 피크
가 있음을 확인은 했으나 크기가 작은 편으로 CdSx Se1−x
합금 구조만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고, XRD 실험과
스토크스 이동에 대한 결과를 참고하면 실험에서 생장시킨
나노결정은 합금 구조와 코어/셀 구조가 혼합된 형태로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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