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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bon quantum dots were synthesized using the hydrothermal method with fallen leaves as
carbon sources. The chemical structure, particle size and morphology, and luminescent characteristics of the prepared carbon quantum dots were investigated. The particle size and morphology
of synthesized carbon dots were observed by using TEM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The ligand and chemical structures of the carbon quantum dots were confirmed by using FT-IR
(Fourier transform infrared spectroscopy).

The elemental components of the carbon quantum

dots were investigated by using XPS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The photoluminescence
spectrum of carbon quantum dots showed strong cyan fluorescence around 493 nm under 400-nm
excitation. A UV blocking film for preventing eye and body damage was fabricated by using the
prepared carbon quantum dots. Consequently we confirm the applicability of carbon dot films for
shielding from UV 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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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엽을 이용하여 수열반응법 (hydrothermal method) 으로 180 ◦ C에서 탄소 양자점을 합성하고, 이에
따른 탄소 양자점의 화학적 구조, 입자의 크기 및 형상, 형광특성들을 분석하였다. 합성된 탄소 양자점은
전계 방사형 투과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입자의 크기와 형상을 확인하였고, FT-IR를 이용하여 탄소
양자점의 작용기 종류를 확인하였다. 또한, X선 광전자 분광기를 통해 탄소 양자점의 작용기와 구성
성분들을 확인하였다. 탄소 양자점의 광학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탄소 양자점의 흡수 스펙트럼과 형광
스펙트럼을 측정하였다. 탄소 양자점의 주 발광파장은 493 nm로 청록색 형광을 띄는 것을 확인하였다.
합성된 탄소 양자점을 이용하여 필름을 제작하고 이를 자외선 차단 필름으로 응용하여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는 자외선을 차단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로부터 탄소 양자점 필름이 자외선 광을
차단하는 필름으로서의 응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Keywords: 탄소 양자점, 수열합성법, 필름

I. 서 론

이 높고 온도와 시간이 세밀하게 조절가능하여 합성 조건
최적화를 하기 좋은 장점이 있다. 탄소 양자점의 탄소원으

탄소 양자점은 우수한 광 특성, 조절 가능한 여기 및 발광

로는 일반적으로 시트르산이 사용되고 있는데 최근 이와

파장, 우수한 광 안정성 및 생체 적합성, 간편한 합성방법,

같은 화합물이 아닌 폐기물을 이용하여 탄소 양자점을 제

저렴한 원재료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 형광 물질로써 수

작하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어오고 있다. 현재 과일껍질,

년 전부터 많은 연구가 되어오고 있었다 [1–5]. 위와 같은 장

폐지, 커피 찌꺼기, 등의 다양한 탄소원을 이용하여 탄소

점들에 의해, 탄소 양자점은 발광 다이오드 (light-emitting

양자점을 제작한 연구들이 발표 되고있다 [9, 10]. 이러한

diode, LED), 형광 센서, 촉매제, 약물 전달, 지문 채취, 위

연구를 통해 폐기물들의 처리비용을 절약함과 동시에 환

조지폐 방지 등 여러가지 어플리케이션에 적용이 되어지고

경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탄소 양자점을 제작할

있다 [6–8]. 탄소 양자점은 일반적으로 수 나노미터 크기의

때 사용되는 탄소원의 초기물질 비용도 들지 않는 장점이

탄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탄소 양자점의 크기나 작용기를

있었다. 본 연구에서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버려지는

이용한 표면개질로 흡수영역, 여기광 및 발광 영역을 조절

낙엽을 탄소원으로 이용하고자 하였다. 낙엽의 수거량은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형광효율도 올릴 수 있다. 따라서

전국기준으로 매년 100 L 봉투 3700개분 이상으로 무게로

다양한 합성조건 (합성온도, 합성시간, 용매 종류, 탄소원

환산하면 약 70톤에 달하는 양이다. 이에 대한 수거 인력의

종류, 작용기 종류 등) 중에 최적의 조건을 찾아내어 원하는

인건비를 제외하고도 낙엽을 처리하는데 매년 수 천만원

특성을 가지는 탄소 양자점을 합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고 있고, 낙엽의 처리방식으로는 소

탄소 양자점의 합성방법으로는 수열합성법, 마이크로웨

각이나 매몰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소각 시에는 다량의

이브, 열분해법 등이 있는데 마이크로웨이브의 경우 열이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여 환경에도 문제를 끼치고 있는 실정

고르지 않아 균일하게 만들어지지 않는 단점이 있고, 열

이다. 뿐만 아니라, 낙엽에는 탄소, 질소, 칼슘, 칼륨 등이

분해법과 마찬가지로 용량이 한정되어 있어 탄소 양자점

포함되어 있어 탄소 양자점을 만드는데 좋은 탄소원이 될

수율이 적다는 단점이 있다. 그에 반해 수열합성법은 수율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Fig. 1과 같이 낙엽을 이용하여 수열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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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lor online) Synthesis of carbon quantum dots
using fallen leaves.
형상 및 광학적 특성 변화를 분석하였다. 또한, 합성된 탄소
양자점을 이용하여 필름을 제작하고 이를 자외선을 흡수하
여 차단필름으로 적용시켰다.

II. 실 험

Fig. 2. (Color online) TEM image of carbon quantum
dots.

본 연구에서는 낙엽을 이용하여 수열반응법으로 탄소 양
자점을 합성하였다. 용매는 증류수를 사용하였으며, 원료
물질인 낙엽은 에어건으로 표면의 먼지를 제거한 후 몰탈
을 이용하여 분쇄하여 사용하였다. 80 mL 용량의 테플론
(Teflon) 용기에 증류수 40 mL를 채우고 분쇄한 낙엽 0.5 g

측정하였으며, 형광특성은 형광광도계 (PTI, PTI system)
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탄소 양자점 필름의 자외선 광
차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조도계 (TASI, TA8133) 를 이
용하여 광량을 측정하였다.

을 넣은 후 약 한시간 동안 교반기를 이용하여 혼합시켰다.
균일하게 혼합된 용액을 오토클레이브에 넣은 후 180 ◦ C
에서 10시간 동안 반응시키고 자연 냉각시켰다. 반응이 끝
난 탄소 양자점 용액을 4000 rpm으로 원심분리하여 탄소
양자점을 분리시키고 0.2 µm의 멤브레인 필터를 이용하여
필터링하였다. 필터링한 용액을 1000 Da 투석 백에 넣어
48시간동안 투석하여 최종적인 탄소 양자점을 얻었다. 합
성된 탄소 양자점을 필름화시키기 위해서, PVA 분말 1 g을
증류수 20 mL에 넣은 뒤 90 ◦ C에서 약 한시간 동안 교반한
뒤 자연 냉각시켜 PVA 용액을 얻었다. 얻어진 PVA 용액에
탄소 양자점을 10 mL 넣고 약 한시간 동안 균일하게 혼합
시켰다. 균일하게 혼합된 용액을 샬레에 3 mL를 피펫으로
떨어뜨린 후 90 ◦ C에서 하루 동안 건조시킨 뒤 탄소 양자점
필름을 얻었다.
본 실험에서 합성된 탄소 양자점의 크기와 형상 및 격자간
거리를 확인하기 위해 전계 방사형 투과전자현미경 (TEM,
JEOL, JEM-2100) 를 사용하였다. 탄소 양자점의 구조와
작용기를 분석하기 위해서 푸리에 변환 적외선 분광기 (FTIR) 를 사용하였다. 또한, 탄소 양자점에 포함되어 있는 원
소와 결합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X-선 광전자 분광기 (XPS,
KRATOS Analytical Ltd.) 를 사용하였다. 탄소양자점의
흡수특성은 UV-Vis 분광계 (JASCO, V-670) 를 사용하여

III. 실험결과
Figure 2은 탄소 양자점을 투과전자현미경으로 측정한
사진이다.
측정된 탄소 양자점의 입자 크기는 약 5 nm이고 둥근
형상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탄소 양자점의
격자간 거리는 0.22 nm로 그라파이틱 카본의 (100) 면의
격자간거리와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탄소 양자점의 구성성분 및 결합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탄소 양자점의 XPS 스펙트럼을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Fig. 3(a) 에 나타내었다. 탄소 양자점의 XPS 스펙트라는
Cl 2p (198.3 eV), Cl 2s (267.6 eV), C 1s (283.8 eV), K
2p (304.9 eV), Ca 2p (351.5 eV), N 1s (400.4 eV), O 1s
(531.5 eV) 로 여러 피크들을 통해 각각의 원소들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Figure 3(b) 는 고해상도 XPS 스펙트
럼의 C 1s 밴드를 나타낸 것이다. 밴드는 각각 C=C (284.8
eV), C-O (286.3 eV), C-O-C (288.5 eV)로 결합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ure 3(c) 는 고해상도 XPS 스펙트럼의 O
1s 밴드들을 나타낸 것이다. O 1s 에는 C=O (531.8 eV),
C-O (532.8 eV) 두 가지의 결합 밴드로 나눠지는 것을 확
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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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 XPS survey, (b) XPS c 1s, and (c) XPS o 1s spectra of carbon quantum dots.

Fig. 5. (Color online) UV-visible absorption spectrum of
carbon quantum dots.
Fig. 4. FT-IR spectrum of carbon quantum dots.
에 존재하는 다양한 리간드가 기존의 탄소 양자점 표면에
Figure 4은 수열반응법으로 합성한 탄소 양자점의 화학적
구조와 작용기들을 분석하기 위하여 탄소 양자점의 FT-IR
스펙트럼을 측정한 결과이다. 약 3260 cm−1 영역에서 –
OH기, 2914 cm−1 에서 –CH기의 진동에 의한 흡수 피크
가 검출되었다. 약 2310 cm−1 영역에서는 C-N기의 진동에
의한 피크가 확인되었다. 약 1650, 1410, 1114 cm−1 영역
에서 각각 C=O, C=C, C-O기의 진동에 의한 흡수 피크가
확인되었다. 위의 결과들을 통해 합성한 카본닷은 하이드
록시기, 에스터 작용기들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낙엽을 이용하여 수열합성법으로 합성된 탄소 양자점의
UV-Vis 흡수 스펙트럼을 Fig. 5에 나타내었다. 약 220 –
240 nm 영역에서의 흡수 피크는 C-C 밴드의 π → π ∗ 천
이에 의한 흡수이다. Figure 6는 320 – 500 nm 여기 광을
20 nm 간격을 두고 측정한 탄소 양자점의 형광 스펙트럼을
나타내었다. 낙엽으로 합성된 탄소 양자점의 경우 여기 파
장을 20 nm씩 이동시킴에 따라 발광 스펙트럼의 중심 파장
또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것은 탄소 양자점 표면

존재하는 다양한 리간드가 기존의 탄소 양자점의 밴드 갭
구조에서 여러 개의 결함준위로 형성됨에 따라서, 에너지
천이의 경로가 다양하게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합성된 탄
소 양자점은 400 nm에서 여기 시켜 중심 파장이 493 nm인
발광 스펙트럼을 가지는 것으로 청록색 형광이 나오는 것을
확인되었다. Figrue 6(b) 는 탄소 양자점을 자연광, 자외선
광에 두었을 때의 이미지를 나타낸다. 자연광에서는 갈색,
자외선 광에서는 청색을 띄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합성한 탄소 양자점을 자외선광 차단필름으로서의 응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작한 필름을 레이저 다이오
드에 조사시켜 조도계를 이용하여 자외선광 차단율을 측
정하였고 그 결과와 이미지를 Fig. 7에 나타내었다. 각각
레이저 다이오드만 조사하였을 때의 광 이미지, 레이저 다
이오드에 PVA 필름을 투과시켰을 때의 광 이미지, 레이저
다이오드에 탄소 양자점 필름을 투과시켰을 때의 광 이미지
이다. 레이저 다이오드만 있을 때와 레이저 다이오드/PVA
필름의 빛의 세기는 육안으로 크게 차이나지 않지만 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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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경을 이용하여 탄소 양자점의 입자 사이즈가 약 5 nm
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X-선 광전자 분광기를 이용하여
탄소 양자점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들이 Cl, C, K, Ca, N,
O인 것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낙엽에서 나온 성분들인 것을
확인하였다. FT-IR 스펙트럼을 통하여 탄소양자점에 하이
드록시기, 에스터와 같은 작용기들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
다. 합성한 탄소 양자점을 탄소 양자점 필름으로 제작하여
자외선광에 조사하여 광의 차단성을 확인하였을 때 레이저
다이오드만 있을 때와 탄소 양자점 필름으로 차단하였을
Fig. 6. (Color online) PL spectrum of carbon quantum
dots.

때의 광 양 차이가 약 34% 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제작된 탄소 양자점 필름의 자외선 광 차단 필름으로서의
응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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