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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bon dots were synthesized using a solvothermal method with various carbon sources and
synthesis temperatures. The particle size, surface morphology, and structural and luminescent
characteristics was analyzed as functions of the synthesis temperatures. The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images of the carbon dots showed that the surface morphology of the carbon dots was
different for different carbon sources and synthesis temperatures. The Raman spectra of the carbon
dots showed that depending on the synthesis conditions, the carbon dots could have an amorphous
or a two-dimensional crystalline structure. Under 340-nm excitation, the carbon dots exhibited
a dominant blue emission centered at 410 nm. Increasing the synthesis temperature raised the
luminescent intensity of the carbon dots due to an increase the number of defect states during a
synthesis process at a high temperature. A fluorescent ink for anti-counterfeiting applications was
fabricated by using carbon dots and anti-counterfeiting patterns were printed with higher resolution
and covertness. Considering these results, we conclude that carbon dots are promising fluorescent
materials for was in anti-counterfeiting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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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변조 방지에 적용가능한 용매열반응으로 합성된 탄소 양자점의 형성과 형광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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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양자점을 용매열반응법을 이용하여 탄소원과 합성온도를 달리하여 합성하고, 합성조건에 따른 탄소
양자점의 구조, 입자의 크기 및 표면형상, 형광특성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투과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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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점 합성에서 재료로 쓰인 물질과 합성온도에 따라 표면형상이 변화함을 확인하였다. 라만 스펙트럼을
조사하여, 탄소 양자점의 합성조건 변화를 통하여 탄소 양자점이 비정질 및 2차원 구조를 가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탄소 양자점의 형광 스펙트럼을 측정한 결과, 340 nm에서 주 여기파장과 410 nm에서 주
발광파장을 가진 것을 확인하였다. 탄소 양자점의 합성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탄소 양자점의 표면에서
산화가 일어나고 결함(defect)이 발생하여 형광세기가 증가하였다. 합성된 탄소 양자점을 위·변조 방지용
형광잉크로 응용하여 높은 해상도와 우수한 은밀성을 가지는 위· 변조 방지용 형광 패턴을 인쇄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탄소 양자점이 위· 변조 방지용 형광시료로 응용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PACS numbers: 78.55.-m, 78.67.-n, 87.85.Rs
Keywords: 탄소 양자점, 형광, 위· 변조 방지

I. 서 론
형광소재는 조명, 범죄수사, 위조 방지, 화학 및 생물 시료
분석, 의료 등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1–7]. 이 중 위조방
지 분야에서는 자기 감응 방식과 플라즈몬을 이용한 방식을
사용해 왔으나, 이는 해상도가 낮고, 인쇄속도가 느리며,
다양한 패턴을 여러가지 소재의 표면에 적용하기 어렵다
[8–10].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 무기형광체, 양
자점, 유기염료와 같은 형광소재를 위조방지 분야의 응용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그러나, 무기 형광체는
출발물질이 비싸고, 합성방법이 복잡한 단점이 있다. 반
도체 기반의 양자점은 중금속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독
성이 높고, 합성조건이 까다로운 단점이 있다. 유기염료는
열과 자외선에 취약한 단점이 있다 [9,10].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탄소 양자점을 위조 방지용 형광소재로
응용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탄소 양자점은 10 nm 이하의 탄소로 이루어진 나노입자
로서, 형광수율이 높고, 독성이 낮으며, 우수한 광 안정성을
가지고 있고, 희토류 이온을 사용하지 않아 가격이 저렴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하여 탄소 양자점
역시 새로운 형광소재로서 조명, 범죄수사, 위조 방지, 화학
및 생물 시료 분석, 의료 영역에서 응용하기 위해 연구되고
있다 [11–16]. 탄소 양자점의 형광특성은 탄소 양자점의
크기, 표면개질, 중심구조에 따라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최적의 합성조건을 도출하여 우수한 형광특성을 가지는 탄
소 양자점을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17–20]. 탄소 양자
점의 합성법은 크기가 큰 입자를 물리 화학적으로 쪼개어
탄소 양자점을 합성하는 하향식(Top-down)방법과 분자량
이 낮은 물질을 반응시켜 탄소 양자점을 합성하는 상향식
(bottom-up)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하향식(Top-down)
방법의 경우, 레이저 조사, Hummer 법을 이용한 합성, 광
식각(photolithography)을 이용한 합성이 대표적이다 [21–
23]. 이러한 하향식 (Top-down) 방법으로 합성된 탄소 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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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은 입자분포나 형상이 불규칙하며, 불순물이 많고, 합성
과정이 복잡하고, 산 및 염기를 사용하며, 대량생산에 적용
한 경우 가격이 비싼 단점을 가지고 있다. 상향식 (bottomup) 방법은 용매열반응법, 전구체의 열처리를 통한 합성
등이 있다 [24,25]. 용매열반응법의 경우 탄소원이 고온 및
고압의 용매 안에서 반응하기 때문에, 하향식 (Top-down)
방법에 비해서 균일한 입도분포와 표면개질을 가지는 탄소
양자점을 간단하게 합성할 수 있으며, 산 및 염기의 사용이
적고, 대량생산에 용이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26]. 또한
합성온도, 탄소원, 용매, pH 등의 다양한 합성조건의 변화
를 통해 입도분포, 표면형상, 구조, 표면개질 등의 다양한
특성을 가지는 탄소 양자점을 합성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탄소 양자점을 용매열반응법을 이용하여
다양한 구조를 가지는 탄소 양자점을 합성하였다. 탄소 양
자점의 합성에서 탄소원과 합성온도, 시간의 변화에 따른
탄소 양자점의 표면개질, 구조, 형광특성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탄소 양자점의 표면형상, 결정구조, 형광스펙트럼
을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최적의 형광특성을
가지는 탄소 양자점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위조
방지용 형광시료로서 응용하였다.

II. 실 험
탄소 양자점은 용매열반응법을 이용하여 합성하였으며,
원료물질인 탄소원은 비정질의 활성탄소와 다결정질의 흑
연을 사용하였다. 용매는 에탄올을 사용하였고, 촉매로는
질산을 사용하였다. 활성탄소를 사용하여 탄소 양자점을
합성하기 위하여, 질산을 에탄올에 용해시킨 후 활성탄소를
분산시키고 120 mL 용량의 테플론(Teflon)용기에 넣은 후
밀봉한 상태에서, 250 ◦ C에서 72 시간 (BD2), 270 ◦ C에서
240 시간 (BD3) 의 조건으로 용매열반응법을 각기 진행하
여 탄소 양자점을 합성하였다. 흑연을 탄소원으로 이용한
탄소 양자점을 합성하기 위하여 질산이 용해된 에탄올에
흑연을 분산시킨 뒤, 120 mL 용량의 Teflon 용기에 넣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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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EM images of (a), (b) BD2, (c), (d) BD3, (e),
(f) FD2 and (g), (h) FD3 carbon dots.
밀봉한 상태에서, 250 ◦ C에서 72 시간 (FD2), 270 ◦ C에서
240 시간(FD3)의 조건에서 용매열반응법을 각기 진행하여
탄소 양자점을 합성하였다. 합성한 탄소 양자점 용액은 450
µm의 기공을 가지는 셀룰로오스 에스터 재질의 필터와 원
심분리기, 초음파 조사를 이용하여 탄소 양자점을 분리 및
정제하였다. 정제한 탄소 양자점을 위조 방지용 형광소재로
사용하기 위하여, 탄소 양자점 용액 40 mL에 점도 조절용
글리세린 4g을 용해시킨 뒤, 잉크젯 프린터 (HP 2130) 의
카트리지 (HP63)에 넣고, 무형광 종이 위에 위변조 방지용
패턴을 인쇄하였다.
합성한 탄소 양자점의 표면형상 및 크기 분포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계 방사형 투과전자현미경 (JEOL, JEM-2100F)
를 사용하였다. 탄소 양자점의 구조를 분석하기 위하여
마이크로 라만 분광계 (JASCO, NRS-5100) 를 사용하였으
며, 532 nm 레이저를 시료에 조사하여 나오는 라만 산란을
측정하였다. 탄소 양자점의 흡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자외선-가시광선/적외선 (UV-Vis/NIR) 분광계 (JASCO,
V-670) 를 사용하였으며, 탄소 양자점의 농도를 광학밀도
(optical density) 를 370 nm에서 1을 기준으로 하였다. 탄
소 양자점의 형광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형광광도계(PTI,
PTI system) 를 사용하여 형광스펙트럼을 측정하였다.

III. 실험결과
Figure 1은 탄소원과 합성온도를 달리하여 합성한 탄소
양자점 시료들의 투과전자현미경 사진이다. Figure 1의
(a), (b) 에서 탄소원을 비정질의 활성탄소를 사용하여 250
◦
C에서 합성한 경우, 평균 입자크기가 2 nm인 비정질 구
조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1의 (c), (d) 에서
활성탄소를 이용하여 270 ◦ C에서 합성과정을 거치게 되면,
구형의 결정질 형상을 가지고, 평균 입자크기가 5 nm인
탄소 양자점이 합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탄소 양자점의
용매열반응과정에서 합성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더 높은

Fig. 2. (Color online) Raman spectra of carbon dots.
에너지에서 활성탄소 입자가 반응하여, 입자의 크기가 증
가하고, 결정질의 구조를 가지는 탄소 양자점이 합성된다.
Figure 1의 (e), (f) 에서, 탄소원을 흑연으로 사용하여 250
◦
C에서 합성한 탄소 양자점이 평균 크기가 3 nm이고, 2
차원 구조를 가지는 그래핀 구조를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
다. 흑연을 270 ◦ C에서 용매열반응법으로 합성할 경우,
그래핀이 다층으로 겹쳐진 구조를 가지는 탄소 양자점이
합성되었다. 탄소원을 비정질 활성탄소에서 흑연을 사용함
에 따라서, 비정질 구조를 가지는 활성탄소를 사용하였을
때보다, 2차원 구조의 탄소 양자점을 합성하기 유리하다.
또한 흑연을 사용하여 탄소 양자점을 합성할 때, 합성온도가
증가하면, 입자의 성장이 그래핀의 수평 방향으로 이루어
지며, 수직 방향으로의 입자의 응집 또한 이루어져, 단층의
구조를 가지는 그래핀 양자점에서, 그래핀이 여러층으로
겹쳐진 형태의 탄소 양자점이 합성된다.
탄소 양자점의 구조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라만 스
펙트럼을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Fig. 2이다. 활성탄소를
사용하여 250 ◦ C에서 용매열반응법으로 합성한 탄소 양자
점을 제외한 나머지 시료의 라만 스펙트럼에서 1350 cm−1
부근의 D-밴드와 1590 cm−1 부근의 G-밴드가 확인되었다.
D-밴드는 포논에 의한 비탄성 산란과 탄소 원자가 결손되
거나 치환된 지점 주변에서 탄성산란이 순서에 상관없이
연이어 발생한 경우 나타나게 되며, 그래핀의 가장자리에서
또한 나타나게 된다 [27]. G-밴드는 흑연이나 그래핀과
같은 2차원 구조를 가지는 탄소물질에서, E2g 진동 모드에
따른 라만 산란에 의하여 나타나게 된다 [28]. 비정질의
활성탄소를 사용하여 합성된 탄소 양자점은 합성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탄소 양자점의 구조가 비정질에서 2차원
구조로 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합성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라만 스펙트럼에서 D-밴드와 G-밴드 간의 라만 산란
의 세기에 대한 비율(ID/IG)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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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lor online) FT-IR spectra of carbon dots.
Fig. 4. (Color online) UV-vis spectra of carbon dots.
이는 합성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탄소 양자점의 2차원 구조
내에서 존재하는 결손 및 치환된 리간드의 수가 감소하며
그래핀이 다층으로 겹쳐짐에 따라 2차원 구조에서의 그래핀
의 라만 산란에 의한 피크의 세기가 증가함에 따른 것이다.
용매열반응법으로 합성한 탄소 양자점의 표면 개질을 분
석하기 위하여 탄소 양자점의 푸리에-변환 적외선 스펙트럼
을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Fig. 3에 나타내었다. 3000 –
3700 cm-1 부근의 영역에서 –OH, -NH기의 진동에 의한
흡수스펙트럼이 형성되었으며, 2876, 2933, 2967 cm−1 에
서 –CH3 기의 진동에 의한 흡수 피크가 검출되었다 [29].
2000 – 2800 cm−1 영역에서의 흡수피크는 존재하지 않았
고, 1699, 1607, 1553 cm−1 에서 각각 C=O, C=C의 진동
에 의한 흡수 피크와 N-H의 bending에 의한 흡수피크가
검출되었다 [29, 30]. 또한 1450, 1380, 1247, 1049 cm−1
에서 각각 –CH3기의 bending에 의한 흡수피크, C-N, COOH, C-O-C기의 진동에 의한 흡수 피크가 확인되었다
[30]. 270 ◦ C에서 합성한 시료 (BD3, FD3) 의 푸리에-변
환 적외선 스펙트럼에서, 250 ◦ C에서 합성한 시료 (BD2,
FD2) 의 시료보다 C=O, C-N, C-O-C, -OH 및 –NH기에
대한 흡수피크의 세기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고온
및 고압의 조건에서 합성된 탄소 양자점의 산화 및 질소의
치환 또는 질소를 가지는 리간드의 표면개질이 저온 및 저압
에서 합성한 시료보다 상대적으로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Figure 4는 용매열반응법으로 합성한 탄소 양자점의 자외
선-가시광선 흡수 스펙트럼이다. 270 ◦ C에서 합성한 탄소
양자점인 BD3, FD3의 흡수 스펙트럼에서 320 nm 부근의
흡수 피크의 세기가 증가하였으며, 200 nm에서 270 nm
부근의 흡수 피크의 세기가 감소하였다. 320 nm 부근의
흡수 피크는 2차원 구조를 가지는 흑연 또는 그래핀 입자의
표면이 산화되거나 질소 등의 다른 원소로 치환됨에 따라

Fig. 5. (Color online) Excitation dependent PL spectra
of (a) BD2, (b) BD3, (c) FD2, (d) FD3 carbon dots.
생성되는 n→π* 천이에 의한 흡수 피크이다 [31]. 높은 온
도에서 탄소원 (활성탄소 또는 흑연) 의 분해와 산화작용이
증가하며, 탄소 양자점에서 질소의 치환 또한 원활해진다.
이러한 이유로 탄소양자점에 대한 질소 치환 및 산화에 의한
흡수 세기가 상대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탄소 양자점을 위· 변조 방지용 형광시료로 응용하기 위
해서는 형광특성의 분석과 최적화는 필수적이다. 이를 위
하여 탄소양자점의 여기파장 변화에 따른 형광 스펙트럼을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 5에 나타내었다. 합성된 탄
소 양자점은 350 nm 여기 하에 중심 파장 410 nm인 발광
스펙트럼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탄소 양자점의
여기 파장을 변화시키며 발광스펙트럼을 측정한 결과, 탄
소 양자점의 여기 파장의 변화에 따라 발광 스펙트럼 또한
변화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탄소 양자점 표면에
존재하는 다양한 리간드가 기존의 탄소 양자점의 밴드 갭
구조에서 여러 개의 결함준위(defect state)로 형성됨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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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olor online) Anti-counterfeiting pattern printed
on non-fluorescent paper under (a) daylight and (b) 365
nm light excitation.
Fig. 6. (Color online) PL properties comparison of (a)
BD2, (b) BD3, (c) FD2, (d) FD3 carbon dots for various
carbon dot concentration.

성하였다. 투과전자현미경 및 라만 스펙트럼을 분석한 결
과 활성탄소를 사용하였을 때 비정질구조, 구형의 결정성

라서, 에너지 천이 (여기 및 발광) 의 경로가 다양하게 형성
되었기 때문이다 [17]. Figure 6에서 합성한 탄소 양자점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주 발광 파장과 주 여기 파장이 장파장
영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탄소 양자점의
농도가 증가할 때, 탄소 양자점들 사이의 거리가 감소함에
따라서 탄소 양자점이 발광한 빛은 재흡수하여 다시 발광하
는 과정에서 장파장의 형광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것이다
[32]. 탄소 양자점의 주 여기 파장 및 주 발광 파장은 합성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변화하지는 않지만, 탄소 양자점의
발광세기는 합성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였다. 합성
온도가 증가할수록 탄소 양자점의 표면에서 산화가 쉽게
일어나 결함 (defect) 이 증가하며, 탄소 양자점의 결함준위
(defect state) 의 수가 늘어나서 결함준위 (defect state) 가
없거나 적을 때 보다 여기 및 발광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에
너지 영역이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더 넓은 영역에
서 빛을 흡수하여 발광할 수 있기 때문에 결함준위 (defect
state)에서의 형광세기가 증가하게 된다 [33].
탄소 양자점의 위·변조 방지용 형광시료로 응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탄소 양자점 용액과 글리세린을 혼합하여
형광 잉크를 제조하였다. 탄소양자점을 상용 잉크젯 프린
터에 적용하여 위· 변조 방지용 형광 패턴을 인쇄한 결과는
Fig. 7과 같다. 자연광에서는 인쇄한 형광 패턴을 보이지
않지만, 365 nm 파장의 LED를 조사하였을 때 파란색 형광
패턴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
로 합성된 탄소 양자점이 위·변조 방지용 형광 잉크로 응용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을 가지는 탄소 양자점이 합성되었고, 흑연을 사용하였을
때 그래핀 및 다층의 그래핀 구조를 가지는 탄소 양자점이
형성된 것을 확인하였다. 푸리에-변환 적외선 스펙트럼과
자외선-가시광선 흡수 스펙트럼을 분석한 결과 합성온도
가 증가함에 따라, 산화 및 질소의 치환으로 인하여 결함
(defect) 이 생성된 것을 확인하였다. 탄소 양자점의 형광
스펙트럼을 분석한 결과, 탄소 양자점의 구조변화에 따른
중심 파장의 변화는 없으나, 합성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발광 세기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고온 및 고압
에서 합성된 탄소 양자점의 표면에서 산화가 쉽게 일어나
밴드 갭의 결함준위(defect state)가 형성되어 전자의 여기
및 발광하는 전자의 수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합성된 탄소
양자점을 위· 변조 방지용 형광 잉크로 제작한 뒤, 잉크젯
프린터를 사용하여 위•변조 방지용 형광 패턴을 인쇄하였
다. 인쇄된 형광 패턴은 자연광 하에서 보이지 않으며, 365
nm 광 조사 시, 높은 해상도와 청색 발광을 하는 것을 확인
하였다. 따라서 탄소 양자점이 위· 변조 방지용 형광소재로
응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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