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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s 

Metal-halide perovskite nanocrystals have attracted great scientific attention in the field of light-emitting 

diode (LED) due to their excellent optical and electrical properties such as narrow emission linewidth, 

photoluminescence quantum yield approaching unity, high charge carrier mobility, and halogen anion 

composition-dependent tunable bandgap. Over the last few years, considerable progress has been achieved 

on red and green perovskite LEDs (external quantum efficiencies exceeding 20%), however, the performance 

of blue LEDs still lags far behind that of red and green counterparts. In this review, overall background of 

perovskite nanocrystal and research progress of perovskite nanocrystal-based blue LEDs are summar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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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ABX3 [A = 1가 유기 양이온: CH3NH3
+ (methyl 

ammonium, MA+), CH(NH2)2
+ (formamidinium, 

FA+), 또는 무기 양이온: Cs+; B = 2가 금속 양이온: 

Pb2+, Sn2+; X = 할로겐 음이온: Cl-, Br-, I-]의 구조

를 지니는 금속-할로겐화물 페로브스카이트는 좁은 방

출 선폭, 높은 흡광도 계수와 전하 운반자 이동도, 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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겐 음이온 조성에 따라 조절 가능한 밴드갭과 같은 우

수한 전기·광학적 특성으로 인해 차세대 광전자 재료

로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1-5) 특히, 페

로브스카이트 재료가 지니는 우수한 광 흡수율 특성으

로 인해 고체 태양 전지 분야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

으며, 이를 통해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실리콘 태양 전

지 광전 효율 수준에 준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6) 이러

한 페로브스카이트 재료가 지니는 우수한 전기·광학

적 특성은 발광 다이오드(light-emitting diode, LED) 

분야에서도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으며, 2014년 Tan 

et al. 연구진에 의해 최초의 금속-할로겐화물 페로브

스카이트를 이용한 근적외선, 적색 및 녹색 LED가 보고

되었다(외부 양자 효율: 각각 0.76%, 0.1%, 0.018%).7) 

이후 금속-할로겐화물 페로브스카이트 기반 LED에 대

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최근까지

의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 근적외선, 적색 및 녹색 LED

는 외부 양자 효율이 20%를 상회하여 이론적 전환 효

율 수치인 25%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이르게 되었다.8-11)  

하지만, 청색 LED는 상대적으로 낮은 발광 효율로 인

해 소자의 외부 양자 효율이 아직까지 타 색 대비 절반

에도 못 미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므로, 이를 극복하

기 위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페로브스카이트 청색 

LED는 결정의 크기와 종류에 따른 3차원의 벌크형 결

정, 준 2차원(quasi-2D) 결정, 혹은 콜로이드성 나노결

정(nanocrystal)을 이용하여 구현 가능하다.12) 본 총설

에서는 작은 결정 크기로 인해 상대적으로 높은 엑시톤

(exciton) 결합 에너지를 지녀 우수한 청색 LED 소재로 

각광 받고 있는 금속-할로겐화물 페로브스카이트 나노

결정과, 이를 이용하여 제작한 청색 LED의 연구동향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2. 페로브스카이트 나노결정 합성

2.1. Hot-injection method

Hot injection 방법은 합성에 필요한 한 전구체를 나

머지 전구체와 리간드가 용해되어 있는 뜨거운 용매에 

순간적으로 주입하여 나노결정을 합성하는 방법이다 

(Fig. 1a). 이 방법은 카드뮴 칼코겐화물 나노결정을 합

성하기 위해 처음 고안되었으며, 오늘날까지 다양한 콜

로이드성 나노결정들을 합성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많

이 사용되는 방법이다.13) 페로브스카이트 나노결정에서

는 2015년에 Protesescu et al. 연구진에 의해 처음으

로 hot-injection 방법에 의한 무기 페로브스카이트 나

노결정(CsPbX3, X = Cl, Br, I, Cl/Br, 또는 Br/I) 합성

법이 보고되었다.14) 합성한 나노결정은 입방(cubic) 결

정 구조로 4-15 nm 크기를 지니며, 양자구속효과와 페

로브스카이트의 X 자리에 치환해주는 할로겐화물의 종

Fig. 1.   (a) Hot injection 방법 모식도 Reproduced from Shamsi et al. Chem. Rev. 2019;119:3296-3348, with permission of American 

Chemical Society [19]. (b) LARP 방법 모식도. Reproduced from Zhang et al. ACS Nano 2015;9:4533-4542, with permission of 

American Chemical Society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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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에 따라 밴드갭(bandgap)을 410-700 nm의 넓은 가

시광 영역 범위에서 조절 가능하였다. 나노결정의 광발

광(photoluminescence, PL) 반치전폭(full width at 

half maximum, FWHM)은 12-42 nm, PL 양자 수

율(photoluminescence quantum yield, PLQY) 50-

90%, 발광 수명(radiative lifetime)은 1-29 ns로 기

록되었다. 이후, 비슷한 방법으로 A 자리에 무기 이

온인 Cs+ 대신 MA+나 FA+를 사용한 CH3NH3PbX3와 

FAPbX3 유기 페로브스카이트 나노결정 합성법들도 보

고되었다.15),16) Hot injection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서

술해보면, 할로겐화물 납(lead halides) 전구체를 oleic 

acid 및 oleylamine과 같은 유기 리간드들과 함께 특정 

온도의 불활성 기체 분위기에서 1-octadecene과 같은 

유기 용매에 용해시킨다. 이후, 준비된 Cs-oleate 전구

체(무기 페로브스카이트의 경우)를 순간적으로 주입하

고 수 초간 반응 후, 반응계를 저온의 빙점조로 옮겨 반

응을 종결시키게 된다. 일반적으로, 반응에 사용되는 전

구체 및 리간드의 종류와 비율, 전구체의 주입 온도, 반

응 시간 등을 조절함으로써 나노결정의 크기 및 크기 분

포, 모양을 결정할 수 있다.1)

2.2.   Ligand-assisted reprecipitation (LARP) method

LARP 방법은 콜로이드성 페로브스카이트 나노결정

을 합성할 때 사용되는 대표적인 또 다른 방법으로, 용

해도의 차이를 이용해 이온의 재결정을 유도하는 침전

법의 일종이다 (Fig. 1b).17) 이온이 용매에 용해되어 평

형농도에 도달한 용액을 온도 변화(용액 냉각) 또는 용

매의 증발, 혼화성 공용매의 첨가를 통해 비평형 과포

화상태로 만들게 되면, 반응계가 다시 평형 상태에 도

달할 때까지 자발적인 침전 및 결정화 반응이 발생하

게 된다. LARP 방법은 이러한 재결정 과정에 리간드

를 첨가하여 페로브스카이트 결정 성장을 유한한 크기

로 억제시켜 나노결정의 형성을 유도하게 된다. 예를 들

어, CsPbX3 (X = Cl, Br, 또는 I)를 합성하는 경우, 페

로브스카이트 전구체 염(CsX, PbX2)을 oleylamine과 

oleic acid 리간드와 함께 dimethylformanide (DMF)

나 dimethylsulfoxide (DMSO)와 같은 극성 용매에 용

해시키고, toluene이나 hexane과 같은 poor solvent에 

천천히 적가(dropwise)하게 되면, 용매의 과포화에 의

해 CsPbX3 나노결정의 핵생성과 성장이 일어나게 된다. 

LARP 방법은 2012년 Papavassiliou 연구진에 의해 처

음으로 유-무기 페로브스카이트 나노결정 합성에 응용

되었다.18) MAPbX3, (MA)(CH3C6H4CH2NH3)2Pb2X7, 

(MA)(C4H9NH3)2Pb2X7 (X = Br, Cl, 또는 I)염을 DMF 

(또는 acetonitile)에 용해시키고, 이를 toluene(또는 

toluene-PMMA mixture)에 적가하여 나노결정을 합

성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얻어진 나노결정은 30-160 

nm의 크기를 지녔으며, 동일한 조성의 벌크 MAPbX3 

결정보다 더 강한 PL 세기를 나타내는 것이 관측되었

다. 이후, 여러 연구들을 통하여 다양한 페로브스카이

트 나노결정 합성을 위해 LARP법이 응용·발전되게 되

었다.19) 이러한 LARP 방법은 전술한 hot-injection 방

법과 달리, 대기 분위기에서 복잡한 실험 장비 없이 간

단하게 수행 가능하며, 합성 시간도 매우 짧아 저비용의 

용액형 제조 공정을 가능하게 하는 이점이 있다.

2.3. 유기 리간드 제어

콜로이드성 페로브스카이트 나노결정을 합성하는데 

있어서 합성법만큼 중요한 것이 나노결정 표면에 결합

Fig. 2.   실온에서 유기산 및 아민 리간드에 의해 조절되는 다양한 

형태의 CsPbX3 (X = Cl, Br, 또는 I) 나노결정 형성 과정 모

식도 (구형 양자점: hexanoic acid, 나노큐브: oleic acid 및 

dodecylamine, 나노로드: acetate acid 및 dodecylamine,  

나노플레이트: oleic acid 및 octylamine). Reproduced 

from Sun et al. ACS Nano 2016;10:3648-3657, with  

permission of American Chemical Society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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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는 유기리간드를 제어하는 것이다. 나노결정의 

모양, 크기, 표면 및 광학적 특성, 안정성 등이 나노결

정 표면의 유기리간드에 의해 많이 결정되므로 이를 제

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Fig. 2). 예를 들어, Sun et 

al. 연구진은 oleic acid와 oleylamine을 사용하여 입

방 형태의 페로브스카이트 나노결정을 합성할 수 있

을 뿐 아니라, oleylamine의 농도를 증가시킨 과량의 

oleylamine 조건에서 나노로드 및 나노와이어 형태의 

페로브스카이트 나노결정을 합성할 수 있음을 보고하

였다.20) Yassitepe et al. 연구진은 나노결정의 안정성

을 향상시키기 위해 amine 없이 oleic acid만을 사용

하여 나노결정을 합성하고, 이를 LED에 응용하는 결

과를 보고하였다.21) 또한, 입체 장해(steric hindrance)

를 유발하는 polyhedral oligomeric silsesquioxane 

(POSS), (3-aminopropyl)triethoxysilane (TPTES), 

tri-octylphosphine oxide (TOPO)와 같은 bulky 리간

드를 사용했을 때에도 나노결정의 분해 과정을 지연시

켜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리

간드들을 사용하는 경우, 페로브스카이트 나노결정의 

표면결함들을 패시베이션(passivation)하여 PL 양자 효

율(photoluminescence quantum efficiency, PLQE)

이 크게 향상될 수 있음이 보고되었다.22-25) 하지만 페로

Fig. 3.   (a) 입방형 CsPbX3 페로브스카이트 결정 구조의 음이온 교환 모식도 및 각 반응에 적합한 시약 목록. (b) CsPbCl3, CsPbBr3 및 

CsPbI3 나노결정을 다양한 비율로 혼합하여 얻은 샘플의 PL 스펙트럼. (c) 음이온 교환법을 이용하여 수득한 CsPbX3 결정의 투

과 전자 현미경 이미지 및 PL 광학 이미지. Reproduced from Nedelcu et al. Nano Lett. 2015;15:5635-5640, with permission of 

American Chemical Society [27].



제24권 제2호, 2021년 6월 || 161

CERAMIST
금속-할로겐화물 페로브스카이트 나노결정 기반 청색 발광 다이오드의 연구동향

브스카이트 나노결정의 표면에 형성되어 있는 유기리간

드, 특히 긴 알킬 사슬을 가진 리간드는 낮은 전기 전도

도로 인해 LED에서 전하 운반자(charge carrier) 주입 

장벽을 만들어 발광 소자의 성능 저하를 유발하므로 나

노결정의 안정성과 전기적 특성 간의 적절한 균형을 맞

추어 줄 수 있는 짧은 알킬 사슬을 가진 리간드를 선정

하여 최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26)

3. 페로브스카이트 나노결정의 조성 제어

3.1. X 자리 조성 제어

금속-할로겐화물 페로브스카이트 나노결정을 이용

하여 청색광을 구현하는 직관적이며 가장 단순한 방법

은 ABX3 구조를 지니는 페로브스카이트의 X 자리 할로

겐 이온에 Br-과 Cl-를 함께 사용하는 혼합 조성의 페

로브스카이트 나노결정을 합성하는 것이다. 서론부에서 

언급되었듯이, 금속-할로겐화물 페로브스카이트 재료

는 X 자리의 할로겐 이온 종류에 따라 밴드갭 조절이 가

능하므로, Br-과 Cl-의 적절한 조성비 제어를 통해 손쉽

게 청색광 구현이 가능하다. 할로겐 이온의 조성 제어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합성 과정에서 

넣어주는 전구체의 조성비를 제어하는 방법과 합성이 

끝난 후, 음이온 교환법(anion exchange method)을 

이용하는 후처리 방식이 있다. 이온성 화합물인 페로브

스카이트는 단일 이온 전하, 양이온성 부격자(cationic 

sublattice)의 강성 및 효과적인 공공(vacancy) 기반 확

산 메커니즘으로 인해 할로겐 음이온이 쉽게 추출되고 

다른 할로겐 음이온으로 대체가 가능하다.27) 음이온 교

환법은 할로겐화물 혼합 조성의 페로브스카이트 나노

결정을 쉽게 얻어낼 수 있는 상대적으로 단순한 접근법

으로, 본 방법을 통해 청색광을 나타내는 혼합 할로겐

화물 조성의 CsPb(Br/Cl)3 나노결정을 성공적으로 수

득할 수 있음이 보고되었다.14) 빠른 할로겐 음이온 교환

이 가능한 할로겐 화합물로는 유기금속 Grignard 시약

(MeMgX), oleylammonium 할로겐화물 (OAmX), 또

는 PbX2 염 등이 있으며, 할로겐 음이온 교환 반응을 통

해 나노결정의 크기나 형태는 변화 없이 유지되는 것이 

관측되었다 (Fig. 3).

3.2. B 자리 도핑/치환

페로브스카이트 결정의 상전이(phase transition)

에 의한 스펙트럼 불안정성과 비방사성 재결합

(nonradiative recombination)으로 인한 PL 효율 저하

는 고품위의 청색 페로브스카이트 나노결정 소재 개발

에 있어 큰 걸림돌이 되는 요소들이다.27),28) 페로브스카

이트 재료는 결함 내성(defect tolerance)을 지니는 물

질이지만, 여전히 양이온 혹은 음이온 공공과 같은 전

형적인 결함이 존재하므로 도핑을 통해 결함 준위 밀도

를 감소시키고, 결정립계(grain boundary)를 패시베이

션하면 높은 PLQY와 안정성 및 우수한 전기적 특성을 

확보할 수 있다.29) 현재까지 다양한 금속 이온들(Al3+, 

Bi3+, Ni2+, Cu2+, Zn2+, Cd2+, Nd3+ 등)과 희토류 이온

들(Ce3+, Er3+, Tb3+ 등)을 페로브스카이트에 도핑한 결

과들이 보고되었다.30) 

Zou et al. 연구진의 경우, 나노결정의 열적 안정성

과 광학적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Mn2+ 치환을 실시

하였다.31) Mn2+ 치환은 나노결정의 형성 에너지를 증가

시켰으며, 이를 통해 페로브스카이트 격자의 안정성이 

크게 향상되어 대기분위기 아래 200 ℃의 고온에서도 

나노결정이 안정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

한, 이와 유사한 효과가 Cu2+를 나노결정에 도핑했을 때

에도 나타나는 것이 Bi et al. 연구진에 의해 보고되었

다.32) Cu2+가 CsPbX3의 Pb2+ 자리에 도핑되었을 때, 나

노결정의 열적 안정성이 크게 증가하여 250 ℃에서도 

안정적인 광 방출을 보이는 것이 관측되었다. 이는 상

대적으로 작은 크기의 Cu2+가 격자의 수축을 유발하고, 

할로겐화물 공공(halides vacancy)을 제거하여 격자의 

형성 에너지 증가와 단주기 규칙(short-range order)

을 향상시켰기 때문이다. 이렇게 도핑을 통하여 합성한 

CsPb1-xCux(Br/Cl)3 나노결정은 450-460 nm 영역에

서의 밝은 청색 발광과 함께 80%가 넘는 높은 PLQY를 

보이는 것이 확인되었다. 일반적으로 보고되는 CsPbCl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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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결정은 매우 저조한 PLQY 수치를 보여주는데 이

는 다양한 유형의 구조 및 표면 결함으로 인한 것일 수 

있다.33),34) 전술하였듯이, 비록 납 할로겐화물 페로브스

카이트가 기존 II-VI 또는 III-V족 나노결정들 보다 높

은 결함 내성을 지니고 있을지라도, 양이온 또는 음이온 

공공과 같은 전형적인 결함의 존재는 전도대 및 가전자

대 사이에 불필요한 에너지 준위를 형성하여 전하 운반

자의 trap으로 인한 상당한 방사성 재결합(radiavtive 

recombination)의 손실을 야기한다. Yong et al. 연구

진은 CsPbCl3 나노결정에 Ni2+ 도핑을 통해 이러한 결

함들을 효과적으로 억제함으로써 격자의 단주기 규칙 

향상에 의한 near-unity PLQY를 구현하였다.35) 비슷

한 방식으로 3가 금속 할로겐화물 역시 비방사성 재결

합을 유발하는 결함들을 억제하여 PLQY 향상이 가능

하다. Ahmed et al. 연구진은 YCl3의 Y3+와 Cl-를 이용

하여 CsPbCl3 나노결정의 표면에 존재하는 Pb-Cl 이온 

쌍 결함(ion pair defect)을 채우고, 비 배위 Pb 원자를 

효과적으로 패시베이션하는 결과를 보고하였다.36) YCl3 

Fig. 4.   다른 종류의 이온 도핑(Sn2+, Cd2+, Zn2+)에 따른 CsPbBr3 나노결정의 (a) PL 광학 이미지. (b) PL(실선) 및 흡광(점선) 스펙트럼. Re-

produced from Stam et al. J. Am. Chem. Soc. 2017;139:4087-4097, with permission of American Chemical Society [39]. Nd3+ 

도핑 농도에 따른 CsPbBr3 나노결정의 (c) PL 광학 이미지, PL 및 흡광 스펙트럼, (d) 실험 및 이론적 밴드갭 변화 추이. Repro-

duced from Xie et al. Adv. Sci. 2020;7:2001698, with permission of Wiley-VCH GmbH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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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처리를 이용한 Y3+의 격자 내 도핑을 통해 나노결정의 

PLQY가 후처리를 하지 않은 나노결정보다 약 60배 정

도 더 향상되는 결과가 관측되었다.

페로브스카이트 나노결정의 효과적인 도핑/치환은 재

료의 특성 향상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수준의 방출 파

장 변조를 유도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X 자리에 순수한 

Br-만을 이용하여 청색광을 구현하는 것도 가능하다. 

특히, 이러한 도핑/치환은 페로브스카이트의 A 자리보

다는 Pb2+가 위치한 B 자리에 적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

인데, 페로브스카이트의 전도대(conduction band)가 

Pb2+의 p 오피탈 중첩에 의해 형성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CsPbBr3 나노결정의 Cs+를 CH3NH3
+로 치환하는 

경우, 약간의 PL 피크 적색 편이(red shift)가 관측되는 

반면, Al3+를 Pb2+ 자리에 도핑하면 나노결정 방출 파장

의 청색 편이 관측이 가능하다.37),38) 이런 경우, 나노 결

정의 PL 방출 파장이 기존 515 nm의 녹색에서 456 nm

의 진청색까지 청색 편이(blue shift)되는 것이 보고되었

는데, 이는 Al 도핑이 Al의 s 오비탈과 Br의 p 오비탈, 

Pb의 p 오비탈간의 혼성화에 의해 페로브스카이트 밴드 

내부에 새로운 에너지 준위를 형성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유사하게, Ward et al. 연구진은 Zn2+

와 Cd2+를 페로브스카이트의 B 자리에 양이온 교환법

으로 도핑하는 연구 결과를 보고하였다 (Fig. 4a,b).39) 

Zn2+와 Cd2+는 Pb2+ 양이온을 부분적으로 치환하였으

며, 이는 페로브스카이트 나노결정의 흡수 및 방출 파

장의 청색 편이를 유도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Pb2+보다 

상대적으로 더 작은 이온인 Zn2+와 Cd2+가 격자 내부

로 도입되면서 Pb-X 결합이 더 짧아지게 되고, 이로 인

해 Pb-할로겐화물 octahedra 내에서 더 강한 리간드장

(ligand field)의 형성으로 인한 페로브스카이트 입방 단

위 정(unit cell)의 수축으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확인되

었다. 최근에는 3가 양이온인 Nd3+ 이가(heterovalent) 

도핑을 이용하여 청색광을 구현하는 결과도 보고되었다 

(Fig. 4c,d).40) CsPbBr3에 도핑하는 Nd3+의 농도를 증

가시킴에 따라 녹색부터 진청색까지 방출 파장 제어가 

가능하였으며, x = 7.2%일 때 (CsPbBr3:xNd3+) 방출 

Fig. 5.   CsPbBr3-xClx 나노결정을 이용하여 제작한 청색 LED의 (a) 에너지 밴드 구조, (b) 단면 투과 전자 현미경 이미지(scale bar: 50 

nm), (c) EL 스펙트럼 및 (d) 발광 광학 이미지. Reproduced from Song et al. Adv. Mater. 2015;27:7162-7167, with permission of 

Wiley-VCH GmbH [41]. (e) NdCl3 도핑한 CsPbBr3 나노결정의 투과 전자 현미경 이미지 및 크기 분포. (f) NdCl3 도핑한 CsPbBr3 

나노결정을 이용하여 제작한 청색 LED의 (f) 에너지 밴드 구조, (g) EL 스펙트럼, (h) 외부 양자 효율. Reproduced from Chiba et 
al. ACS Appl. Mater. Interfaces. 2020;12:53891-53898, with permission of American Chemical Society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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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장이 459 nm의 진청 영역임에도 PLQY가 90%, 반치

전폭이 19 nm로 매우 우수한 광 방출 특성을 보여주었

다. 연구진은 제1원리 계산(first principle calculation)

을 통해 Nd3+의 B 자리 치환이 병진 대칭(translational 

symmetry)을 깨뜨려 가전자대 최대점(valence band 

maximum)을 안정화시키고 전도대 최소점(conduction 

band minimum)을 불안정하게 만든 결과로 밴드갭

이 변하게 된 것으로 유추하였다. 또한 향상된 PLQY는 

Nd3+ 도핑에 따라 가전자대와 전도대의 평탄화로 인한 

엑시톤(exciton) 결합 에너지 증가와 더불어 격자의 수

축에 기인한 엑시톤 진동자 강도(oscillator strength)의 

향상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4. 페로브스카이트 나노결정을 이용한 청색 LeD

4.1. 혼합 할로겐화물 조성의 청색 LED

페로브스카이트 나노결정을 이용한 최초의 청색 LED

는 2015년 Song et al. 연구진에 의해 보고되었다 (Fig. 

5a-d).41) Hot-injection 방법으로 약 8 nm의 크기를 

지니는 입방 형태의 Br- 및 Cl-의 혼합 조성으로 이루어

진 CsPb(Br1-xClx)3 (0 < x < 1) 나노결정을 합성하였으

며, 이를 발광 다이오드에 응용하였다. 이러한 방식으

로 제작된 소자는 전계발광(electroluminescence, EL) 

스펙트럼의 파장이 455 nm, 반치전폭 20 nm, 5.1 V

의 turn-on 전압(1 cd/m2에서)과 0.07%의 외부 양자 

효율, 최대 휘도 742 cd/m2의 특성을 보여주었다. 고

효율의 청색광 나노결정 기반 LED를 구현하기 위해서

는 나노결정 표면에 형성되어 있는 리간드의 밀도는 최

적화하고 표면 결함을 최소화하여 효과적인 전하 주입

을 발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Pan et al. 연

구진은 합성한 페로브스카이트 나노결정에 oleylamine, 

oleic acid, di-dodecyl dimethyl ammonium 

bromide chloride (DDABC)리간드들을 이용한 리간

드 교환법을 통해 표면 엔지니어링을 실시하였다.25) 제

작된 LED는 3.0 V의 turn-on 전압, 최대 휘도 35 cd/

m2, 외부 양자 효율 1.9%를 기록하였다. 상대적으로 낮

은 turn-on 전압은 리간드 밀도 최적화 후 전하 주입율

이 향상되었음을 방증하는 결과이다. 하지만 리간드 교

환 공정은 나노결정의 결정성을 저하시키거나 결정 배

향 변화를 유발하여 나노결정 박막의 균열이나 결함에 

의한 소자의 성능 저하를 야기할 수 있다. Li et al. 연구

진은 trimethylaluminum (TMA) 처리를 통한 가교 결

합(cross-linking)법으로 페로브스카이트 나노결정의 

긴 알킬 사슬을 짧은 알킬 사슬로 치환하여 이러한 문제

점을 극복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42) 본 방법을 이용하

여 ITO/ZnO/CsPb(Br1-xClx)3/TFB/MoO3/Au의 구조

로 청색 LED를 제작하였으며, 제작된 LED는 최대 휘도 

8.7 cd/m2, 외부 양자 효율 0.0074%를 기록하였다. 

4.2. B 자리 도핑을 이용한 청색 LED

전술하였듯이, 페로브스카이트 나노결정의 도핑을 

통해 결정의 결함 준위 밀도를 감소시키고, 결정립계

(grain boundary)를 패시베이션하면 높은 PLQY와 안

정성 및 우수한 전기적 특성을 확보하여 발광 소자의 성

능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 Hou et al. 연구진은 페로

브스카이트에 미량의 Mn을 도핑할 때, 발광 소자의 수

명과 밝기가 크게 향상되는 것을 보고하였다.43) 도핑하

지 않은 소자의 경우, 469 nm의 파장에서 최대 휘도 

111 cd/m2, 외부 양자 효율 0.50%의 성능을 나타내었

지만, 페로브스카이트 나노결정에 Mn을 0.19% 도핑하

여 LED를 제작하였을 때, 466 nm의 파장에서 최대 휘

도 245 cd/m2, 외부 양자 효율 2.12%로 성능이 크게 향

상되는 것을 관측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Chen et al. 연

구진은 CsxFA1-xPbBr3 페로브스카이트 나노결정을 합

성하고, CuCl2 후처리를 통해서 LED의 효율을 향상시

키는 결과를 보고하였으며, 제작된 LED는 490 nm의 

하늘색(sky-blue) 영역에서 최대 휘도 1946 cd/m2, 외

부 양자 효율 5.02%의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는 것이 확

인되었다.44) 최근에는 NdCl3를 도핑하여 발광 소자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연구결과도 보고되었다 (Fig. 5e-

h).45) Chiba et al. 연구진은 CsPbBr3 나노결정을 hot-

injection 방법을 이용하여 합성한 후, 상온에서 NdCl3 

후처리를 통해 페로브스카이트 격자 내 도핑을 실시하

였고, 이러한 방식으로 확보된 나노결정은 PLQY가 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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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에서 97%로 우수한 청색광 발광 특성을 보여주었다. 

제작한 LED의 성능은 최대 휘도 138 cd/m2, 외부 양자 

효율 2.7%를 기록하였다. 

4.3.   양자구속효과(quantum confinement effect)를 

이용한 bromide 기반 청색 LED

페로브스카이트에서 할로겐 자리에 Br- 및 Cl-를 함

께 사용하는 혼합 조성을 통해 청색 LED를 구현하는 것

Fig. 6.   (a) 열역학적 평형을 이용하여 합성한 CsPbBr3 나노결정의 Br/Pb 비율 및 합성 온도에 따른 입자 크기 변화 추이. (b) CsPbBr3 나

노결정의 입자 크기에 따른 단일 입자 PL 스펙트럼. Reproduced from Dong et al. Nano Lett. 2018;18:3716-3722, with permis-

sion of American Chemical Society [48]. (c) PEI를 이용하여 합성한 CsPbBr3 나노플레이트의 고분해능 투과 전자 현미경 이미

지. CsPbBr3 나노플레이트를 이용하여 제작한 청색 LED의 (d) 에너지 밴드 구조, (e) 전류 밀도 및 휘도, (f) EL 및 PL 스펙트럼과 소

자 발광 광학 이미지. Reproduced from Yin et al. ACS Energy Lett. 2021;6:477-484, with permission of American Chemical 

Society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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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지만, Cl-를 사용하는 경우, 이

로부터 기인하는 페로브스카이트 결정 내 격자 불일치

(lattice mismatch)에 의해 많은 Cl- 공공 결함을 형성

하여 재료의 낮은 PLQY를 유발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소자 구동 시, Cl- 이온의 이온 이동(ion migration)에 

의한 상분리(phase segregation)를 유발하여 발광 소

자의 낮은 효율, 구동 및 스펙트럼 안정성을 가지고 오

게 된다.46) 이러한 페로브스카이트 재료의 선천적 결함

을 극복하고, 소자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

한 방법으로 Cl-를 사용하지 않고 양자구속효과를 이용

한 Br- 기반 청색 LED를 구현하는 방법이 보고되었다. 

양자구속효과는 나노결정의 반경이 엑시톤 보어(bohr) 

반경보다 작아지게 되면 전자와 정공의 운동 방향이 제

한을 받게 되어 재료의 에너지 준위가 불연속적인 값을 

가지게 되는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을 이용하면 재료의 

크기에 따라 밴드갭을 변화시킬 수 있기에 기존의 II-VI 

또는 III-V족 나노결정에서 많이 응용되었다.47) 페로브

스카이트 나노결정에서도 이러한 양자구속효과를 이용

하여 밴드갭을 제어하고 LED에 응용하는 연구가 Dong 

et al. 연구진에 의해 보고되었다 (Fig. 6a,b).48),49) 연

구진은 CsPbBr3 나노결정의 크기를 양자점(quantum 

dot) 크기로 미세하게 제어하고 균일한 입자들을 확보하

기 위해 기존의 반응속도론적(kinetic) 접근법 대신 열

역학적평형(thermodynamic equilibrium)에 기반한 방

법을 사용하였다. 양자점을 합성할 때, Br/Pb의 비율

과 합성 온도를 제어하여 CsPbBr3 양자점의 크기를 9.5 

nm부터 3.7 nm까지 제어할 수 있었으며, 양자구속효

과에 의해 3.7 nm 크기를 지니는 양자점은 방출 파장

이 467 nm까지 청색 편이 되는 것이 관측되었다. 이러

한 방법으로 4 nm 크기를 지니는 CsPbBr3 양자점을 합

성하여 청색 LED에 적용하였으며, LED의 성능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 양자점의 표면에 할로겐 음이온 내부 껍

질과 양이온 및 극성 용매 분자의 외부 껍질로 구성되는 

양극성(bipolar) 껍질을 형성하는 방법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제작된 LED는 약 480 nm의 파장에서 

최대 휘도 약 500 cd/m2, 외부 양자 효율 12.3%로 매우 

우수한 성능을 기록하였다.

0차원의 양자점 이외에도, 2차원 형태의 페로브스카

이트 나노플레이트(nanoplatelet) 역시 양자구속효과를 

통해 청색 발광 소재로 활용 가능하다. Zhang et al. 연

구진은 최초의 CsPbBr3 나노플레이트를 합성하고, 이

를 청색 LED에 응용하는 결과를 보고하였다.50) 합성 온

도 조절을 통해서 나노플레이트의 두께를 단일층 수준

(monolayer level)으로 미세하게 제어할 수 있었으며, 

합성한 나노플레이트를 LED에 응용하였을 때, 480 nm

의 파장에서 최대 휘도 25 cd/m2, 외부 양자 효율이 약 

0.1%의 수치를 기록하였다. 상대적으로 다른 페로브스

카이트 청색 LED에 비하여 저조한 성능을 보였는데, 이

는 나노플레이트가 넓은 표면적으로 인하여 표면 결함

에 더 취약하고, 두께 감소로 인한 엑시톤의 산란 속도 

Fig. 7. 다양한 정공 및 전자 수송층과 청색광 페로브스카이트 소재의 에너지 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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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로 비방사성 재결합율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이

를 극복하기 위해 Wu et al. 연구진은 페로브스카이트 

나노플레이트를 PbBr2로 패시베이션함으로써 격자 내

부에 존재하는 Br 공공을 제거하여 PLQY를 약 96%까

지 향상시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51) 또한, 이러한 방

식으로 합성한 CsPbBr3 나노플레이트를 LED에 응용

하였으며, 제작된 LED는 파장 464 nm에서 최대 휘도 

62 cd/m2, 외부 양자 효율 0.124%의 성능을 보여주었

다. 최근에는 여러자리 리간드(multidentate ligand)인 

polyethylenimine (PEI)를 템플릿(template)으로 이용

하여 연속적인 조립(assembly)에 의한 우수한 결정성을 

지니는 CsPbBr3 나노플레이트를 합성하고, 이를 LED

에 응용하는 결과가 보고되었다 (Fig. c-f).52) PEI는 효

과적으로 나노플레이트 간의 coalescence를 유도함과 

동시에 Br- 공공 결함을 억제하여 나노플레이트의 높은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였으며, 이를 통해, 방출 파

장 465 nm에서 최대 휘도 631 cd/m2, 외부 양자 효율 

0.8%의 상대적으로 우수한 특성을 나타내는 발광 소자

가 제작되었다.

4.4. 청색 LED의 소자 구조

고성능의 페로브스카이트 LED를 구현하기 위해서

는 고품위의 페로브스카이트 재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

요할 뿐만 아니라 전하를 수송하는 전하 수송층을 최

적화하는 것 또한 필수적이다 (Fig. 7). 청색 페로브스

카이트 LED의 효율은 녹색이나 적색 LED에 비해 상

당히 낮은데 이러한 차이를 만드는 요인 중 하나는 청

색 LED의 낮은 전하 주입율 때문이다. 청색 페로브스

카이트 재료의 밴드갭이 녹색이나 적색 페로브스카이

트 보다 넓기 때문에 이론적인 최소 turn-on 전압 또

한 더 높은 값을 지닌다. 또한 더 넓은 밴드갭으로 인

하여 전도대와 가전자대의 에너지 준위가 녹색이나 적

색에 비해 더 높거나 낮으므로 발광층인 페로브스카이

트로 전하 주입 시, 더 큰 에너지 장벽이 존재하게 된

다. 이러한 에너지 장벽은 전하의 주입을 방해하기 때

문에 발광 소자의 성능 저하를 야기하게 된다. 전하 주

입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발광층과 전하 주입층 간 에

너지 준위 매칭(matching)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보

고되었다. Gangishetty et al. 연구진은 [poly(9,9-

dioctyl-fluorene-co-N-4-butylphenyl) diphenyl] 

(TFB) 및 perfluorinated ionomer (PFI) 복합체 층을 

PEDOT:PSS 층과 발광층 사이에 삽입하여 정공 주입 

효율을 향상시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53) TFB(-

5.3 eV)는 PEDOT:PSS(-5.2 eV)보다 더 깊은 highest 

occupied molecular orbital (HOMO) 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공 주입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PFI가 정

공 주입층과 페로브스카이트의 계면에서 강한 표면 쌍

극자 효과에 의한 band bending을 유도하여 정공 주입

을 용이하게 한다. 이러한 에너지 준위 매칭 효과를 바

탕으로 제작된 LED는 외부 양자 효율이 기존 0.03%에

서 0.5%까지 크게 향상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FB

와 유사한 정공 수송층으로 poly(N-vinylcarbazole) 

(PVK)가 있으며, PVK는 깊은 HOMO 준위와 얕은 

lowest unoccupied molecular orbital (LUMO) 준위

를 가지고 있기에 정공 수송에 용이할 뿐만 아니라 음

극으로부터 넘어오는 전자를 차단하는 역할도 우수하여 

소자의 외부 양자 효율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다.41)

전하 주입 효율을 향상시키는 것 이외에도 전자와 정

공 간 주입 균형 역시 LED의 발광 효율과 밀접한 관련

이 있다. 정공 및 전자 수송층의 정공/전자 이동도와 

전기적 특성은 전하 주입 균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

는데 전하 불균형에 의해 과도한 전자 또는 정공이 수

송층과 페로브스카이트 계면에 축적되게 되면 비방사

성 재결합에 의한 LED의 발광 효율 저하를 야기한다 

.54) 이러한 현상이 녹색 페로브스카이트 LED에서 발

견되어 보고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진은 

polyvinylpyrrolidone (PVP)을 ZnO와 페로브스카이

트 층 사이에 삽입하였다.55) 이러한 방식으로 제작된 소

자는 전하 주입 균형이 향상되어 발광 효율이 증진되는 

것이 관측되었다. 비슷한 접근법이 청색 LED에서도 적

용되었는데, Li et al. 연구진은 정공 주입 속도를 제어

하기 위해 정공 주입층의 두께를 조절하였다.56) 정공 주

입층으로 사용되는 PEDOT:PSS의 두께가 두꺼운 경

우, 정공이 페로브스카이트 층으로 주입되는 시간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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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으로 오래 걸리게 되며, 두께가 너무 얇은 경우에

는 하부 전극과의 직접적인 접촉이 일어나는 부분이 존

재하여 심각한 누설 전류가 발생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PEDOT:PSS 두께가 15 nm로 최적화되었을 때, 정공

과 전자의 주입 시간이 거의 같아지는 것이 관측되었으

며, 결과적으로 소자의 발광성 재결합 중심(radiative 

recombination center)이 계면이 아닌 페로브스카이트

에 위치하게 되어 5.7%의 높은 외부 양자 효율을 기록

하는 것이 관측되었다. 페로브스카이트 나노결정을 이

용한 청색 LED의 최근까지의 연구 결과를 Table 1에 요

약하였다.

5. 결론

본 총설에서는 페로브스카이트 나노결정의 합성법과 

조성 제어, 그리고 청색 LED로의 응용에 관한 연구동향

을 살펴보았다. 고성능의 페로브스카이트 청색 LED 구

현을 위해서는 고품위의 페로브스카이트 나노결정을 확

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나노결정 표면

의 유기 리간드 제어 및 도핑/치환을 이용한 결함 억제

를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현재까지 이러한 연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으나, 나노결정 자체 특성 향상에 

대한 보고가 주를 이루며, 이를 직접적으로 LED에 적

Table 1. 페로브스카이트 나노결정 기반 청색 LED의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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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LED 성능 향상을 유도한 연구 결과는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

하다. 청색 방출 파장의 구현 측면에서는 기존의 혼합 

Br-/Cl- 조성 기반의 청색 LED가 Cl- 공공 결함과 이

온 이동에 의해 낮은 광효율 및 안정성을 보이게 되므로 

Br-만을 이용하되, 페로브스카이트의 B 자리 도핑/치환

법이나 결정의 크기 및 차원 제어를 통해 양자구속효과

에 기인한 청색광 구현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성능 개선 

측면에서 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발광층의 개선

과 더불어, 전하 주입/수송층의 최적화 역시 중요하다. 

전하 주입에 용이한 적절한 에너지 밴드 정렬을 가지는 

재료들을 선정하여 계면에서 발생하는 비방사성 재결합

율을 감소시키고, 전하 주입 균형을 맞추어 주는 것이 

발광 소자의 성능 향상을 위해 필수적이다. 비록 고성능

의 청색광 페로브스카이트 LED 구현을 위해서 여전히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페로브스카

이트 LED는 상대적으로 짧은 연구 개발 역사에도 불구

하고 높은 수준의 결과물들이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지

속적이며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머지않은 미래에 조명 

및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핵심 소재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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