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 험 제 목 ]
기능성 유기반도체 나노구조체의 성장 및 광학특성 측정

[ 실 험 목 적 ]
서로 다른 광학적 특성을 가지는 기능성 유기 반도체를 자기조립 (Self-assembly) 방법을
통해 다차원 하이브리드 나노구조체 (Multidimensional Hybrid Nanostructures) 로 성장시키
고, 광학적 특성을 확인한다. 특히, FRET 현상을 이용하여 광발광색의 조절 가능성을 확
인한다.

[ 실험기구 및 시약 ]
1. 실험기구 및 장비
전자저울, 자석 교반기, 자외선램프, 초음파세척기, 광학 현미경
2. 실험도구
spatula, weighing paper, vial, micro pipette, stirring bar, tweezer
3. 시약
Alq3 (λpl max = 535nm), P3HT (λpl max = 710nm), tetrahydrofuran (THF), acetone, DI water,
Surfactant (ex. sodium dodecyl sulfate (SDS), dodecyl benzene sulfonic acid (DBSA)

[ 실 험 방 법 ]
1. 용액 제조
① Alq3와 P3HT를 THF에 각 4mg/ml 농도로 준비하고 자석 교반기를 이용하여 완전
히 분산시킨다.
② 20ml vial에 증류수를 넣고 surfactant로 SDS를 4mg 잘 녹인다.
2. 혼합, 비율조절
① 상기 vial을 교반기 위에서 빠르게 회전시키며 준비한 Alq3 용액을 넣어준다.
② vial의 회전을 유지하며 Alq3와 같은 방법으로 P3HT 용액을 넣어준다.
③ P3HT의 양을 달리하여 1 및 2의 과정을 반복한다.
3. 관찰
완성된 용액을 자외선램프나 광학현미경을 이용하여 광여기시키고 광발광 색 및 스
펙트럼의 변화를 관찰한다.

[ 실 험 이 론 ]
1. 광발광 (Photoluminescence) 의 종류 및 원리
발광(Luminescence)이란 빛, 전기, 열 등의 외부자극에 의해 물질 내 분자가 여기된 후
이들이 바닥상태로 돌아오며 특정 파장대의 빛을 나타내는 현상이다. 가해지는 자극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빛에 의해 에너지를 공급받는 광발광 (Photoluminescence, PL) 과 전계
효과에 의한 전계발광 (Electroluminescence, EL) 등으로 구분한다.
특히 광발광에서는 수명이 짧은 형광 (Fluorescence) 과 비교적 긴 수명을 가지는 인광
(Phosphorescence) 으로 나뉜다 (Fig. 1). 형광은 먼저 외부의 빛 에너지를 흡수하여 내부의
전자가 고 에너지 상태로 여기된 후 내부 변환 (Internal conversion) 을 거쳐서 바닥상태로
떨어지며 형광을 낸다. 이 과정은 일중항 (Singlet) 에서만 이루어지며 일반적으로 수십
나노초 (nano second) 이내에 일어난다. 또한 Strokes shift 효과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여기
된 빛의 파장보다 긴 파장의 빛을 방출한다. 인광은 내부 변환까지는 형광과 동일한 과
정을 진행하지만 내부 변환 후 바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간 교차 (Intersystem crossing)
를 거쳐 삼중항 (Triplet) 으로 변환된 상태에서 바닥상태로 떨어지게 된다. 이 때 발생하
는 빛이 인광이고, 수 밀리초 (milli second) 동안 이루어지므로 형광에 비해 수명이 긴 것
을 알 수 있다.

Figure 1. Jablonski diagram

2. Energy Transfer의 원리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는 두 물질 사이에서 광 및 전기 등에 의해 여기된 에너지가 전
달되는 원리는 Förster energy transfer와 Dexter energy transfer 두 가지가 있다. 전자는 두 물
질간의 dipole-dipole 상호작용에 의한 에너지 전달이고, 후자는 전자의 직접적인 이동에
의한 에너지 전달 현상이다 (Fig. 2).

Figure 2. Scheme of two type energy transfer model

본 실험은 서로 다른 광학적 특성을 지니는 두 기능성 유기반도체를 이용하여 하이브
리드 나노구조체를 성장하고, 그들의 광학 특성을 확인하는 것에 목적이 있으며 동시에
FRET의 원리를 이용하여 광발광 색을 조절하고자 한다. Fluorescence (or Förster) Resonance
Energy Transfer (FRET) 는 서로 다른 종류의 형광 (Fluorescence) 을 나타내는 물질 (Donor,
Acceptor) 이 가까운 거리에 있을 때 공명 (Resonance) 에 의한 에너지 전달 현상 (Energy
Transfer) 을 가리킨다. 형광 물질 (Donor) 에 빛 등의 에너지를 가하여 내부 전자를 들뜬
상태로 만들어 주면 이중극자 (dipole) 를 형성하고 고유한 진동수를 가지는 진동을 한다.
이 때 적당한 거리 등의 조건이 갖춰지면 주변의 다른 형광 물질 (Acceptor) 의 이중극자
와 공명을 이루게 되고 진동을 전이시킬 수 있다. 즉, 공명을 통해 에너지를 전달받은 형
광 물질 (Acceptor) 은 직접적인 외부의 자극 없이 내부 전자가 들뜬 상태로 되며 다시
바닥 상태로 내려오면서 고유의 파장에 해당하는 발광색을 나타낸다.

Figure 3. Scheme of FRET phenomenon
FRET에서 에너지 전달 효율은 다양한 요소에 의해 증가 혹은 감소된다. Donor와
Acceptor가 용액상에서 다루어지므로 용매의 선택이 영향을 미친다. 용매와 물질간의 결
합 세기, 이온의 농도, pH, 등이 달라지면 에너지 전달 효율 또한 변하게 된다. Fig. 3은 거
리에 따른 FRET의 발생 유무를 나타낸 것이다. 일반적으로 Förster energy transfer는 10nm
이하의 거리에서 이루어진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Donor와 Acceptor은 위와 같은 조건이
갖추어진 상태이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에너지 전달 효율을 𝑘𝑘 𝑇𝑇 라고 할 때 거리 𝑟𝑟과 𝑘𝑘 𝑇𝑇
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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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𝑅𝑅0 : 에너지 전달 효율이 50%일 때 Donor와 Acceptor 사이의 거리, 𝜏𝜏𝐷𝐷 : Acceptor가 없을 때 Donor의 life time)

FRET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은

Donor의 발광 영역과 Acceptor의 흡수
영역의 겹쳐있는 정도이다. (단, 발광과
흡수는 대부분의 물질에서 단파장이
아니기 때문에 범위로 표현한다.) Fig. 4
에 도시한 바와 같이 J (λ) 의 범위가
넓을수록 Donor/Acceptor 간 공명 효율
이 커진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FRET는 이중극자의 상호작용으로 발

Figure 4. Overlap area between Donor and Acceptor

생하기 때문에 Donor와 Acceptor의
전이이중극자 (transition dipole) 배열이 중요하게 작용하며 이는 상대적인 배열을 기준으
로 하며 일반적으로 근사값을 사용한다. 상기 여러 조건들을 종합하여 FRET의 효율 E

(Donor에 의해 흡수되는 에너지 중 Acceptor로 전달되는 비율) 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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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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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Donor와 Acceptor 간 거리의 6승에 반비례하는 관계임을 알 수 있다. 이를 이용하여
분자간 거리를 측정하는 molecular ruler 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Donor와 Acceptor 간의
에너지 전달을 통해서 하이브리드 재료의 광발광 색을 조절할 수 있다.

3. 재침전법 (Reprecipitation)
재침전법 (Reprecipitation) 은 서로 잘 섞이는 Good solvent와 Poor solvent에 대한 시료의
용해도 차이를 이용하여 유기물의 나노 구조체를 성장시키는 방법이다. 시료가 잘 녹는
용매 (Good solvent, ex. THF) 에 시료를 용해시킨 후 이 용액을 시료가 잘 녹지 않는 용매
(Poor solvent, ex. D.I. water) 에 분산시키면 용해된 유기물 분자가 자기조립 현상 (Selfassembly) 에 의해 나노 구조체를 형성하고 동시에 이들이 침전된다(Fig. 5). 이와 같은 간
단한 재침전법을 통해 다양한 유기 나노 구조체를 성장시킬 수 있으며 온도, 성장 속도,
압력 등의 요인을 조절하여 길이, 직경 등의 다양화도 가능하다.

Figure 5. Scheme of reprecipitat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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