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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fabricated Mn-doped CdSe QDs by mixing Mn-acetate (Mn(CH3 CO2 )4H2 O) with 0.5 mmol
of cadmium oxide (CdO) in the stage of Cd2+ precursor synthesis and investigated the effects of
Mn doping. When the amount of Mn-acetate mixed was below 0.1 mmol, the properties of QDs
doped like PL spectra and the XRD patterns, were not different from those of undoped QDs, and
this resulted from the difference in reaction rates for Cd-Mn and Mn-oleate formation. On the
other hand, when the amount of Mn-acetate mixed reached 0.5 mmol, the XRD patterns and the
PL spectra showed that the doped QDs had a core-shell structure a CdSe core with a big band gap
energy and a MnSe shell with small band gap energy, and in this core-shell structure, the surface
passivation ligands changed from Cd-oleate of CdSe to Mn-oleate of M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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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간을 도핑한 CdSe 양자점의 물성 연구
정은비∗ · 김일곤† · 유동선‡
창원대학교 물리학과, 창원 51140, 대한민국
(2020년 9월 18일 받음, 2020년 10월 29일 수정본 받음, 2020년 11월 16일 게재 확정)
CdSe 양자점의 합성과정 중 Cd2 선행물 (precursor) 의 재료물질인 0.5 mmol 의 CdO 에 Mn-acetate
(Mn(CH3 CO2 )4H2 O) 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망간 (manganese: Mn) 이 도핑된 CdSe 양자점을 의
저온에서 합성하였고, 첨가된 Mn-acetate (이하 Mn 이라 함) 의 몰 농도 변화에 따른 양자점의 조성,
PL 특성, 구조, 그리고 표면 배위자에 관해 조사하였다. 첨가된 Mn 의 양이 0.1 mmol 이하의 소량
([Mn]/[Cd] < 20%) 일 때는 Cd-oleate 와 Mn-oleate 의 반응률의 차이로 인해 Mn 의 첨가에도 불구하고
도핑된 양자점의 물성은 도핑하지 않은 CdSe 양자점의 특성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에 첨가된
Mn 의 양이 Cd 의 양과 동일한 0.5 mmol 이상일 경우에는 합성된 양자점은 CdSe 코어 및 MnSe 껍질의
구조를 가지는 것을 XRD 무늬 및 PL 스펙트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FT-IR 측정 결과 이러한
코어-껍질 구조에서는 도핑된 양자점의 표면의 보호막 (passivation) 이 도핑되지 않은 CdSe 양자점
표면의 Cd-oleate 배위자 (ligand) 로부터 MnSe 껍질 표면의 Mn-oleate 배위자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었다.
Keywords: Mn 도핑, CdSe 양자점, CdO, Mn-acetate, FT-IR, EDS, XRD, PL, Raman shi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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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수십 나노미터 (nano meter) 이하의 크기인 반도체 양
자점 (semiconductor quantum dots) 은 덩치 (bulk) 반도
체와는 달리 크기의 변화에 의존하여 흡수 (absorption) 및
발광 (photoluminescence: PL) 의 파장이 변화하는 매우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1–3]. 이러한 특성은 양자점
의 구성 물질과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양자점들이 보이는
양자점 고유의 특성이지만 반도체 양자점의 흡수 및 발광
파장의 범위는 같은 물질로 이루어진 덩치 반도체의 띠간격
에너지 (band gap energy) 에 의해 제한된다. 여러 종류의
반도체 양자점들 중에서 CdSe 양자점은 특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CdSe 덩치 반도체의 띠간격 에너지가
Eg = 1.74 eV이기 때문에 CdSe 양자점은 크기의 조율에
따라 가시광선의 전 파장 영역에서의 흡수 및 발광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기 때문이다 [4,5].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CdSe 양자점을 발광 다이오드, 양자점 레이저 그리고
양자점 디스플레이와 같은 광소자 분야에 응용하려는 연구
가 이어져 왔으며 [6–9] 생체의학영상, 박테리아 표식과 같
은 바이오 분야에 응용하기 위한 연구 또한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10,11]. 또한 CdSe 양자점의 흡수 파장이 태양광에
포함된 가시광선의 전 파장 영역에 걸쳐 있기 때문에 CdSe
양자점을 태양전지 (solar cell) 에 응용하려는 연구 또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12,13].
CdSe 양자점을 비롯한 반도체 양자점에 불순물 (dopant)
을 도핑하는 경우 첨가된 불순물의 종류에 따라 양자점의
물성은 변화하는데 양자점에 첨가하는 불순물은 도핑의 목
적에 따라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14–16]. 니켈 (nickel)
이나 구리 (copper) 와 같은 금속 원소들은 모체의 띠간격
내부에 깊은 준위 (deep level) 을 형성하여 발광 중심 (luminescence center) 또는 전하 보정 (charge compensation)
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들의 도핑에 관한 연구는 레
이저 물질, 태양전지 등의 응용 분야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17,18]. 사마륨 (samarium) 과 같은 희토류 (rare earth)
원소들은 고유의 PL 특성을 가지는데 이러한 특성은 사마
륨 이온 (sm3+ ) 을 도핑한 CdSe 양자점을 통한 백색광의
구현에 많은 관심을 유발하고 있다. 2019년 JJagi 등 [19] 은
CdSe 양자점의 합성과정에 사마륨 이온을 첨가한 결과 사
마륨이 첨가된 양자점은 특정한 파장에서 발광 봉우리 (PL
peak) 를 보이지 않고 450 – 800 nm 에 걸친 넓은 파장 영역
에서 거의 균일한 발광을 얻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CdSe
‡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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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점에 은 (Ag) 을 도핑한 연구도 최근 들어 많이 보고되
고 있는데 [20] Kotin 등은 카드뮴-올레이트 (Cd-oleate) 를
이용한 CdSe 양자점의 합성 시 Cd-oleate 의 합성과정에
AgCl (Ag4 Cl4 (PPH3 )4 ) 을 첨가하는 방법으로 AgCl 이
도핑된 CdSe 양자점을 합성하였는데, AgCl 과 Cd-oleate
의 비가 3:8 일 때 타원형의 양자점을 얻었으며 약 1,400
nm에 이르는 적외선 발광 (infrared PL) 을 얻었다고 보고
하였다 [21].
망간 (manganese: Mn) 은 CdSe 양자점에 주입하는 불
순물로서 큰 관심을 받는 물질 중의 하나인데 그 이유는
반도체 양자점에 Mn 이온을 도핑하는 것이 양자점감광 태
양전지 (quatum dot sensitized solar cell) 의 일률전환효
율 (power conversion efficiency: PCE) 을 증진 시킬 수
있으며 흡수 파장을 적외선 영역까지 확장 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 때문이다. 2016 년 Hou 등 [15] 은 CdSe
양자점에 Mn 이온 (Mn2+ ) 을 도핑함으로서 약 42% 에
달하는 태양전지의 PCE 증가를 얻었다는 보고를 하기도
하였다.
양자점의 도핑 효과는 양자점의 제작 방법 및 도핑 방식
에 의해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 그동안 CdSe 양자점에
Mn 을 도핑하는 것은 자기정화 (self-purification) 로 인해
많은 제약을 받았지만 최근 유기금속합성법 (metal organic
synthesis) 을 통한 역미셀 (inverse micelle) 방식의 CdSe
합성법이 많은 관심을 받음에 따라 이 방법을 이용한 Mn
의 도핑에 관한 연구도 보고되고 있다. 최근,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역미셀 방식의 CdSe 양자점의 합성 방법은 Cdoleate 와 Se-TOP (Se-trioxylphosphine), 그리고 파라핀
(paraffin) 이나 옥타데신과 같은 비반응성용매를 이용한
방법인데 [22–24], 이 경우 양자점의 제작과정 중 Cd2+ 의
선행물 (precursor) 인 Cd-oleate 의 제작과정에 Mn 의 재
료물질을 첨가하는 방식으로 Mn 도핑이 이루어진다. 2016
년 Hamizi 등 [25] 은 위의 방법으로 Mn 을 도핑한 CdSe
양자점의 물성에 관한 실험을 수행하였는데 첨가된 Mn 의
몰 농도는 고정시킨 상태에서, 합성 온도 및 합성 시간을
변화시켜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합성 온도의 상승 및
합성 시간의 경과에 따라 도핑된 양자점의 크기는 증가하며
PL 봉우리는 장파장 쪽으로 천이 (shift) 한다는 단순한 결
과를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 결과가 도핑의 효과인지 합성
온도의 상승 혹은 합성 시간의 경과에 따른 양자점의 크기
성장에 기인한 단순한 결과인지는 명확히 밝히지 못하였다.
그리고 지금껏 Cd-oleate 와 Se-TOP를 기반으로 하는 역
미셀 방식의 Mn 도핑에 관한 연구는 Hamizi 등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거의 보고된 바 없다.
본 논문에서는 본 연구진이 지난번 발표한 논문 [26] 에서
채택한 방법과 유사한 조건으로 Cd-oleate, Se-TOP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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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올레산을 기반으로 하여 Mn 을 도핑한 CdSe 양자점을
합성하였고, 첨가된 Mn 의 몰 농도 변화에 따른 양자점의
조성, PL 특성, 구조, 그리고 표면 배위자와 같은 양자점의
물성 변화에 관해 연구하였다. 그 결과 첨가된 Mn 의 양이
0.1 mmol 이하인 경우, 첨가된 Mn 원자는 Gutsev 등의
밀도함수이론 (density functional theory) 에 입각한 근사
계산 결과 [27] 와는 다르게 양자점 내부의 Cd 자리 (site)
가 아닌 Se 자리에 치환 (substitution) 됨을 확인하였고 이
로 인해 합성된 양자점은 CdSe 양자점의 특성을 유지함을
알 수 있었다. 반면 Mn 의 양이 0.5 mmol 에 이를 경우

(a)

합성된 양자점은 CdSe 코어와 MnSe 의 껍질로 이루어진
코어-껍질 구조를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II. 실험 조건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Cd2+ 의 선행물인 Cd-oleate 의 제작 과
정에 CdO 분말 (99.99%), 올레산 (90%) 을 사용하였으
며 Se2− 의 선행물인 Se-TOP 의 제작 과정에는 Se 분말
(99.99%) 과 TOP (90%) 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두 과정
모두에 옥타데신 (octadecene: 90%) 을 비반응성 용매로
사용하였는데 모든 시약은 별도의 처리 없이 Aldrich 사

(b)

로부터 구입 된 상태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Cd-oleate 의
제작과정에 CdO 분말과 불순물인 Mn(CH3 CO2 )4H2 O 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Mn 도핑을 수행하였다. Table 1 은 본
논문에서 채택한 실험 조건이다.
모든 시료에서 합성 온도는 로 고정하였고 합성 시간 역시
10 분으로 고정하였는데 자세한 합성과정은 지난 논문 [25]
에 소개되어 있다. 합성된 양자점은 클로로폼 (chloroform)
에 분산시켜 흡수 및 PL 스펙트럼 (spectra), 그리고 적외선
(infrared) 스펙트럼 (FT-IR) 을 측정하였는데 측정에 사용

Fig. 1. (Color online) (a) EDS data of Mn-doped CdSe
QDs when the amount of Mn-acetate mixed was 0.1
mmol and (b) Relative atomic concentration of Cd, Se
and Mn in Mn-doped CdSe QDs for various amounts of
Mn-acetate mixed.
양자점 내의 Cd, Se, 그리고 Mn 의 원자농도를 비교한 그림
이다. 그리고 Table 2 는 EDS 측정의 결과를 표로 정리한
것이다.

된 기기 및 측정 방법 역시 지난 논문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

Table 2 로부터 우리는 Mn 이 도핑되지 않은 CdSe 양자

다. 도핑된 양자점 내의 Cd, Se, Mn 의 원자 농도 (atomic

점의 경우 Cd 원자와 Se 원자의 비는 54:46 이며 Se 원자에

concentration: %) 측정은 체코 TESCAN 사의 주사전자현

비해 Cd 원자의 양이 상대적으로 큰 값을 보임을 알 수 있는

미경 (FE-SEM) 의 EDS (energy dispersive spectroscopy)

데 이것은 CdSe 양자점의 일반적인 특성이다. Cd-oleate 를

를 이용하였고 , 라만천이 (Raman shift) 는 일본 JASCO

기반으로 합성된 CdSe 양자점의 표면은 대부분 Cd-oleate

사의 라만분광광도계 (Raman spectroscopy) 를 이용하여

배위자 (ligand) 의 형태로 보호되는데 [26] 이것이 Cd 과잉

측정하였다.

(excess) 의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이다. Table 2 는 첨가한
Mn-acetate 의 양이 0.1 mmol 이하일 경우 양자점 내의
Mn 원자의 농도는 Mn-acetate 의 첨가량과 비교할 때 소

III. 결과 및 분석

량이라는 알려준다. 즉, Mn-acetate 의 첨가량이 0.1 mmol
의 경우는 Mn-acetate 와 CdO 의 몰비가 0.2 임에도 CdSe

Figure 1(a) 는 FE-SEM 을 통해 측정한 Mn 의 양이 0.1

양자점 내의 Mn 원자와 Cd 원자의 비는 0.1 로서 작은 것을

mmol 일 때의 EDS 측정의 실제 결과이며, Fig. 1(b) 는

알 수 있다. Figure 1(b) 는 Table 2 의 Cd, Se, Mn 원자농

EDS 측정결과들을 토대로 첨가한 Mn 의 양에 따라 CdSe

도의 값을 Mn-acetate 의 양에 따라 표현한 그림인데 F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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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xperimental conditions adopted for this study.
CdO
(mmol)

Cd Precursor
Oleic Acid
(mmol)

0.5

1.5

Octadecene
(ml)

16

Se Powder
(mmol)

0.25

Table 2. Relative atomic concentration of Cd, Se and
Mn in Mn-doped CdSe QDs for various amount of Mnacetate mixed.
Elements
Atomic
concentration
(%)

Cd
Se
Mn

0
53.95
46.05
0

Amount of Mn added (mmol)
0.01 0.02 0.05 0.1
0.5
1
54.26 54.26 54.76 54.63 35.89 33.72
45.36 44.99 42.98 40.31 26.11 21.26
0.38 0.45 2.26 5.05
38 45.02

1(b) 는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첨가한 Mn-acetate 의 양이 0.1 mmol
이하일 경우 양자점 내의 Mn 의 원자농도는 첨가된 Mnacetate 의 양에 따라 선형적으로 증가한다는 것과 양자점
내의 Mn 원자의 농도가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동안 Cd 의
원자농도는 변함이 없는 반면 Se 원자의 농도가 선형적으
로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결과가 흥미로운 이유는
첨가된 Mn 이 Cd 원자의 자리 (site) 에 치환 (substitute)
되어 Mn 원자의 증가에 따라 Se 원자가 아닌 Cd 원자의
수가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Gudsev
등 [27] 은 (CdSe)9 에 Mn 원자를 치환시켰을 때의 결합에
너지 (binding energy) 의 계산을 통해 Cd8MnSe9 의 결합
에너지는 2.31 eV 이고 Cd9 MnSe8 의 결합에너지는 5.61
eV 로서 Cd 원자의 치환이 에너지적으로 선호된다고 주장
하였는데 Mn 의 양이 소량일 때의 그림의 결과는 Gudsev
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Gudsev 의
에너지적 접근이 아닌 Bailey 등 [28] 의 반응률 (reaction
rate) 에 입각한 해석으로써 설명할 수 있다. 즉 선행물의
제작 시 Cd-Mn 의 반응률이 Mn-oleate 의 반응률보다 상
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첨가된 Mn 의 양이 0.1 mmol 이하일
경우 첨가된 대부분의 Mn 은 Cd 와 결합하며 이 결과 Mnoleate 는 거의 생성되지 않은 채 Cd-oleate 의 농도가 작
아져 합성된 양자점의 Se 원자의 농도 역시 작아진 것이다.
Mn 의 양이 0.1 mmol 이상으로 증가할 경우 양자점 내의
Mn 원자의 농도 증가함에 따라 Cd 원자의 농도 역시 Se
원자의 농도와 더불어 감소하기 시작하는데, Mn-acetate
의 첨가량이 CdO 의 양과 동일한 0.5 mmol 에 이르렀을 때

Se precursor
TOP
(mmol)

0.4

Octadecene
(ml)

4

Mn(CH3 )2 4H2 O
(mmol)
0
0.01
0.02
0.05
0.1
0.5
1

Cd 원자와 Mn 원자의 비는 36:38 로서 양자점 내부의 Mn
의 농도가 오히려 Cd 원자의 농도보다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Cd 원자와 Se 원자의 비 [Cd]/[Se] 는 1.17 이였던
도핑하지 않은 CdSe 양자점의 경우와 비교할 때 1.35 로서
다소 커진 것을 알 수 있다. Bailey 등은 3종 결합 (ternary)
양자점의 합성에 관한 연구에서 CdSeTe 양자점의 합성 시
합성된 양자점 내의 원자들의 조성은 공통의 원자인 Cd 원
자의 절대 농도가 아니라 오직 구성 물질인 CdSe 및 CdTe
양자점의 형성률 (formation rate) 에 의해서만 결정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Figure 1(b) 및 Table 2 의 결과는 첨가
된 Mn 의 양이 0.5 mmol 일 경우, 선행물 내의 Mn-oleate
의 농도는 충분히 커지며, 이때 MnSe 의 형성률이 CdSe
의 형성률보다 크기 때문에 양자점 내의 Mn 원자의 양이
Cd 원자의 양보다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으로서 해석된다.
Zhang 등 [29] 은 화학적석출법 (chemical bath deposition)
을 이용한 CdSe 양자점의 Mn 도핑 실험에서 첨가된 Mn 의
양이 Cd 의 10% 일 때 양자점 내의 원자 조성인 Mn:Se:Cd
의 값이 9.4:38:52.6 이었다고 발표하였는데 이것은 동일한
첨가량일 때의 우리의 결과인 2.26:42.98:54.76 과 비교하면
Cd 의 양에 비해 Mn 의 양이 다소 크지만 이는 합성 방법
및 사용한 화합물의 차이에 기인한 결과이다.
Figure 2 는 합성된 CdSe 양자점의 Mn-acetate 첨가량에
따른 흡수 및 PL 스펙트럼이다. Figure 2 는 Mn-acetate 의
양이 0.1 mmol 이하일 경우, 도핑된 CdSe 양자점의 흡수
스펙트럼 및 PL 스펙트럼 봉우리의 위치 변화가 도핑되지
않은 양자점과 비교할 때 10 nm 이내로서 큰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첨가된 Mn 의 양이 0.1 mmol 일 때 양자점
내의 Cd 원자 농도에 대한 Mn 원자 농도의 비는 0.1 로서
도핑된 Mn 의 양이 결코 작은 값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흡수
및 발광 봉우리의 장파장 영역에로의 천이가 크게 일어나지
않은 것은 흥미로운 결과이다. 이는 도핑된 양자점이 CdSe
양자점의 광학적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의미로서,
선행물의 제작과정에 첨가된 Mn 이 Mn-oleate 보다 CdMn 의 결합을 선호한다는 앞의 해석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즉 PL 측정 결과는 양자점은 CdSe 양자점의 발광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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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 유지하며 발광 중심으로서의 MnSe 의 준위가 형
성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Mn-acetate 의 첨가량이 0.5
mmol 일 때 양자점 내의 Cd 원자의 농도와 Mn 원자의
농도는 거의 비슷한 값을 보이는데, 이때 흡수 스펙트럼
및 PL 스펙트럼의 봉우리는 약 30 nm 정도의 비교적 큰
장파장 쪽으로의 천이를 보이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으나
PL 스펙트럼의 세기는 현저히 감소하였다. Bailey 등의
CdSeTe 3 종 결합 반도체 양자점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합
성된 양자점의 가능한 4 가지 구조 중, CdSe 코어 (core) 와
CdTe 껍질 (shell) 형태의 구조는 PL 이 완전히 사라지는
현상 (quenching) 을 보인다고 발표하였는데 이는 코어-껍
질 구조의 기본적인 특성이다. 덩치 MnSe 반도체의 밴드

(a)

갭은 2.65 eV 이지만 MnSe 박막의 밴드 갭은 1.13 – 1.25
eV 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zinc blende 구조의 CdSe 양자
점의 밴드 갭보다 훨씬 작은 값이다. 일반적으로 큰 밴드
갭의 코어와 작은 밴드 갭의 껍질로 이루어진 코어-껍질
양자점의 경우 PL 은 사라지게 되는데 Fig. 2 에서 Mn 의
양이 0.5 mmol 이상일 경우 PL 이 사라지는 현상은 첨가된
Mn 이 양자점의 표면에 분포하여 밴드 갭이 작은 MnSe 의
껍질을 형성한 때문으로 해석된다. 다음의 FT-IR 측정결과
또한 이를 뒤 받침 한다. Hamizi 등은 Mn-acetate 의 양을
일정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합성 온도 및 합성 시간을 변
화시켜 실험하였는데, 그들이 첨가한 Mn-acetate 의 양은
분자량을 고려하여 우리의 실험 조건과 비교할 때, 우리의
Mn-acetate 첨가량 약 0.25 mmol 에 해당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실험 결과에서 약 40 nm 정도의 큰 천이가

(b)

Fig. 2. (Color online) Absorption spectra (a) and PL
spectra (b), for Mn-doped CdSe QDs under various
amount of Mn-acetate mixed.

관찰된 것은 Mn 의 도핑의 효과와 더불어 온도 상승과 합성
시간의 경과에 따른 양자점의 크기 성장의 효과가 반영된
결과이다.

Figrue 3 은 Mn-acetate 의 첨가량에 따른 CdSe 양자
점의 XRD 무늬를 보여주고 있다. Mn 을 첨가하지 않은

Table 3 은 흡수 스펙트럼과 PL 스펙트럼을 통해 구한

양자점의 경우 2θ = 25.2◦ , 42.2◦ , 49.8◦ 에서 주 봉우리를

Mn-acetate 의 첨가량에 따른 Cdse 양자점의 특성과 관련

가지는데 이는 도핑하지 않은 CdSe 양자점의 구조가 잘 알

된 여러 값들을 정리한 표이다.

려진 zinc blende 구조인 것을 의미하며 이들의 값은 각각

광 간격 에너지 (optical gap energy) 는 잘 알려진 Tauc

밀러지수 (Miller indices) (111), (220), (311) 에 대응된다.

[30] 가 고안한 hν 대 (αhν)2 의 그래프의 hν 축의 절편을

본 실험의 CdSe 양자점이 zinc blende 구조를 갖는 것은

이용하여 산출하였는데 여기서 α 는 흡수 스펙트럼을 통해

본 실험에서 채택한 180 ◦ C 라는 낮은 합성 온도에 기인한

측정한 파장별 흡수계수이다. 양자점의 크기 계산에는 잘

결과이다. Figure 3 은 Mn-acetate 의 첨가량이 0.1 mmol

알려진 Brus 의 유효질량모델 (effective mass model) [31]

이하의 소량인 경우, 도핑된 양자점의 구조는 Mn을 첨가하

대신 Peng 의 실험식 [32] 인 다음의 Eq. (1) 을 이용하였다.

지 않은 CdSe 양자점의 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
고 있다. 또한 Fig. 3 은 Mn-acetate 의 첨가량 0.5 mmol

D = (1.6122 × 10−9 )λ4 − (2.6575 × 10−6 )λ3
+ (1.6242 × 10−3 )λ2 − (0.4288)λ + 41.57

인 경우에는 도핑된 양자점의 XRD 무늬에 CdSe 양자점의
(1)

zinc blende 봉우리 외에 2θ = 33.32◦ 에서 새로운 봉우리가
생겼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봉우리는 Mn-Se 의 (200) 에

Equation (1) 에서 λ 는 흡수 스펙트럼 중 첫 번째 흡수 봉

해당되는 봉우리인데 이를 통해 Mn 의 첨가량이 Cd 의

우리의 파장을 의미한다.

양과 동일한 0.5 mmol 일 경우 양자점은 CdSe 와 M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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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stimated parameters of Mn-doped CdSe QDs at various amount of Mn-acetate mixed.
Amount of
Mn added
(mol)
0
0.01
0.02
0.05
0.1
0.5

Optical gap energy
(eV)
2.35
2.39
2.4
2.4
2.37
2.26

Estimated parameters of Mn-doped CdSe QD
QD size
FWHM
PL peak position
(nm)
(nm)
(nm)
3.10
45
577
3.21
37
585
3.10
42
583
3.38
40
585
3.58
36
588
4.58
606

Stoke’s shift
(nm)
24
28
30
20
20
6

스펙트럼에서 파수 (wave number) 722 cm−1 근방은 CH2
의 진동에 상응하는 위치라는 보고가 있으나 [34] Cd-Se 신
장진동의 위치라는 보고 또한 존재한다. 또한 Cd-oleate 를
통한 양자점의 표면 보호 (surface passivation) 와 관련된
밴드 (band) 들의 위치는 1377, 1463, 2583, 2924 그리고
2953 cm−1 근방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Cd-oleate 및
Se-TOP 를 기반으로 제작된 CdSe 양자점의 경우, 양자점
의 표면에는 대부분Cd-oleate 배위자가 분포하며 Se-TOP
관련 배위자는 분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실
험의 FT-IR 스펙트럼의 측정결과는 첨가된 Mn-acetate 의
양에 따른 파수 1463 cm−1 의 봉우리의 현저한 변화를 보
Fig. 3. (Color online) XRD patterns of doped CdSe QDs
grown under various amount of Mn-acetate mixed.

여주고 있는데 이는 표면의 올레산 관련 배위자의 정보를
제공해 준다. Figure 4(a) 는 도핑하지 않은 CdSe 양자점과
Mn-acetate 의 첨가량이 0.01, 0.02 mmol 인 경우의 도핑된

가 혼합된 구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나노입자의 XRD
무늬의 (111) 봉우리는 다음에 소개한 실러의 식 (Scheerer’
s formular) [33] 에 의해 양자점의 평균 반경을 구하는데
이용된다.
D = Kλ/β cos θ

(2)

위의 Eq. (2) 에서 K 는 0.9 에 해당하는 상수이며, λ
는 사용된 X-선의 파장, θ 는 (111) 봉우리의 Bragg 회절
각, 그리고 β 는 라디안 (radian) 으로 표현된 (111) 피크의
FWHM (full width at half maximum) 값이다. 그러나
Fig. 3 의 XRD 결과에서는 β 의 값의 오차가 크기 때문에
Fig. 3 을 양자점의 반경 계산에 이용하지는 못하였다.
Figure 4 는 도핑하지 않은 CdSe 양자점과 Mn 을 도핑한
CdSe 양자점의 FT-IR 스펙트럼을 첨가한 Mn-acetate 의
양에 따라 비교한 그림이다. FT-IR 스펙트럼은 CdSe 양자
점의 CdSe 의 신장진동 (stretching vibration) 및 양자점
표면의 Cd-oleate 배위자의 여러 밴드 (band) 들의 흡수에
관한 정성적인 정보를 제공해 준다. 그러나 FT-IR 스펙트
럼에는 양자점 표면의 카복실기와 관련된 다양한 봉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FT-IR 스펙트럼을 통한 양자점 표면 물
질에 대한 정량적 해석은 어렵다. CdSe 양자점의 FT-IR

CdSe 양자점의 FT-IR 스펙트럼을 비교한 그림이다. 그림
은 0.02 mmol 의 경우에서 생겨난 1463 cm−1 근방의 아주
작은 봉우리를 제외하면 Mn 의 도핑에도 불구하고 CdSe
양자점의 FT-IR 스펙트럼은 거의 일치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Mn 의 도핑에도 불구하고 양자점의 표면상태가
거의 변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러나 Mn-acetate 의 첨가량이 0.5 mmol, 1 mmol 로
증가하면 (Fig. 4(b)) 도핑된 CdSe 양자점의 FT-IR 스펙
트럼은 도핑하지 않은 CdSe 양자점의 FT-IR 스펙트럼과
비교할 때 큰 차이를 보인다. 가장 눈에 띄는 차이는 1463
cm−1 근방의 CdSe 양자점 표면의 올레산과 관련된 봉우리
이다. Mn 의 첨가량이 많아질수록 이 봉우리는 작은 파수
(wavenumber) 쪽으로 이동하며 세기가 강해진다. Mn 의
원자량은 54.938 로서 Cd 의 원자량 112.41 에 비해 작기
때문에 Mn-oleate 의 진동은 Cd-oleate 의 진동에 비해 다
소 작은 파수에서 나타날 것이 예상되는데 그림의 결과는
양자점의 표면의 배위자가 Cd-oleate 로부터 Mn-oleate 로
변화하였음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이는 Mn 의 양이 0.5
mmol 이상일 경우 합성된 양자점의 구조가 CdSe 코어 와
MnSe 껍질로 이루어진 코어-껍질 구조라는 PL 측정의 결
과 및 XRD 무늬의 측정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1547 c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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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olor online) Raman scattering spectra of
Mn doped CdSe QDs at various amount of Mn-acetate
mixed.
라만 봉우리는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MnSe 박막의 TO 포논 및 LO 포논의 위치는 각각 219.5 cm−1
및 257 cm−1 이지만 그림에서는 이러한 봉우리가 나타나
지 않는다. 그림의 결과는 본 실험에서 합성된 MnSe(껍
질)/CdSe(코어) 는 완전한 형태의 결정 구조를 이루지 못
하여 포논을 형성하지 못하였음을 말해주고 있다.

IV. 결 론

(b)

Fig. 4. (Color online) Comparison of FT-IR spectrum
of undoped CdSe QDs with FT-IR spectra of Mn-doped
CdSe QDs with respect to the amount of Mn-acetate
mixed, (a) 0.01, 0.02 mmol and (b) 0.5, 1 mmol.

Cd-oleate 와 Se-TOP 를 기반으로 한 역미셀 방식의
CdSe 양자점의 합성과정에서 Cd-oleate 의 제작과정 중
Cd2+ 선행물의 재료물질인 CdO 에 Mn-acetate 를 혼합
하는 방법으로 180 ◦ C의 저온에서 Mn 이 도핑된 CdSe 양

근처의 봉우리는 올레산의 COO- 와 관련된 봉우리인데

자점을 합성하였다. 첨가된 Mn-acetate 의 몰 농도 변화에

도핑되지 않은 CdSe 양자점과 Mn 의 양이 0.5 mmol 이상

따라 CdSe 양자점의 조성, PL 스펙트럼, XRD 무늬 그리고

인 경우의 양자점의 봉우리를 비교할 때, 봉우리의 위치는

FT-IR 스펙트럼을 측정한 결과 다음을 알 수 있었다. Mn

변하지 않은 반면 Mn 의 양에 따라 봉우리의 강도가 강해

의 첨가량이 0.1 mmol 로서 소량일 경우, 첨가된 Mn 은

진 것은 MnSe 껍질 표면의 Mn-oleate 의 농도가 도핑하지

MnSe 발광 중심을 형성하지 않으며 도핑된 양자점은 CdSe

않은 양자점 표면의 Cd-oleate 의 농도에 비해 큰 것을 말

양자점의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는데 이는 Cd-Mn 의 반응

해주고 있다. 이는 양자점 내의 각 원자의 농도를 측정한

률이 Mn-oleate 의 반응률 보다 크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Table 2 의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Mn 의 첨가량이 Cd 의 양과 동일한 0.5 mmol 이상

Figure 5 는 실온에서 측정한 세라믹 기판에 도포한 CdSe

일 경우 도핑된 양자점은 밴드 갭이 큰 CdSe 코어와 밴드

양자점의 Mn 첨가량에 따른 라만 산란 (Raman scattering)

갭이 작은 MnSe 껍질의 구조를 가지는데 이로 인해 PL 은

측정의 결과이다. Figure 5 에서 Mn 도핑을 하지 않은

사라지고 XRD 무늬에는 CdSe 양자점의 zinc blende 보우

−1

근방에서 CdSe 1 LO 포

리 외에 MnSe (200) 의 봉우리가 나타난다. 또한 코어-껍

논 (phonon) 에 해당되는 봉우리를 갖는 것을 관찰할 수

질 구조의 양자점의 표면은 도핑하지 않은 CdSe 양자점의

있다. 또한 그림은 Mn-acetate 의 첨가량이 0.5 mmol 로

Cd-oleate 배위자로부터 껍질에 의한 Mn-oleate 배우자로

증가할 경우 CdSe 1 LO 강도는 현저히 약해지며 Mn 의

바뀐다. 그리고 Mn 의 도핑 결과 형성된 CdSe (코어) /

양이 1 mmol 에 이르는 경우 CdSe 의 1 LO 포논에 의한

MnSe (껍질) 구조에서는 포논의 생성이 억제된다. 이러한

CdSe 양자점은 파수 243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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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들은 양자점의 성장에 핵형성 (nucleation) 과정이 지
배적 역할을 하는 저온 성장 및 짧은 합성 시간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서 도핑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높은 성장
온도 및 긴 합성 시간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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