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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focuses on the after synthesis of CdTe quantum dots(QDs) in aqueous solution. CdTe nanoparticles were

prepared in aqueous solution using mercaptocarboxylic acid or thioglycolic acid(TGA) as stabilizing agents. QDs emit light

smaller than the nano size. The contents of the mercaptocarboxylic acid, and a kind of raw material, were revealed for a period

of time. We succeeded in synthesizing a very high quality QDs solution; we discussed how to make QDs better and to keep

them stabilized. TGA is known as one of the best stabilizing agents. Many papers have mentioned that TGA is a good

stabilizing agent. We dramatically confirmed the state of QDs after the experiments. The QDs solution can be influenced by

several factors. Different content of TGA can influence the stability of the CdTe solution. Most papers deal with the synthesis

of CdTe, so we decided to discuss the after synthesis process for the stability of the CdTe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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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QDs재료는 입자의 나노크기범위에서 광학적 물성의 특

이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다양하고 새로운 응용분야로의

확대적용 등 연구자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왔으며, 특히

CdTe의 QDs입자 또한 광학적, 구조적 특성 뿐 만 아니

라 나노 반도체로서의 전기적 특성에 이르기까지 다양

한 물성과 특성구현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1~3)

이러한 우수한 특성의 발현은 나노입자로의 제작과정

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이미 특성구현용이성, 제작신

뢰성, 경제성 등의 다양한 관점에서 합성조건과 방법들

이 제안되고 있다.4~6)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제작방법은

콜로이드 상태에서 CdTe나노 입자를 형성하는 습식방법

을 들 수 있다.

최근, 본 연구자들은 상기의 보고된 방법을 기초로 한

CdTe를 합성 한 후, 대기 중에 장시간 보관하였을 때, 입

자가 분해되거나 침전되어, 이후 제특성이 현저히 떨어지

는 현상을 관찰하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는 Shugang Wang 와 Hao Zhang 등에 의해 나노 CdTe

합성에 성공한 것으로 보고된 논문들과 동일한 합성조

건 즉, 계면활성제로 사용된 TGA의 첨가량을 mol 비

1.25또는 2.4로 하여 제작한 시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관찰되었다.5)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특이 현상이 합성과정 중 나노

사이즈를 유지분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계면활성제에 기

인하는 것으로 추정하였고,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한 실

험적 검토를 수행하였다. 나아가서 이러한 일련의 연구

검토를 통해, 합성한 나노크기의 CdTe를 장시간 유지 지

속시킬 수 있는 계면활성제의 종류와 최적 첨가농도 등

의 합성조건을 결정함으로서 합성 후에도 안정된 상태

로 장시간 유지 보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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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 방법

2.1. CdTe 나노입자의 합성

CdTe합성은 기상 및 액상반응법 등 매우 다양하게 가

능하며, 지난 10수년 전부터 다양한 연구자들의 연구 및

논문 등을 통해 보고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높은 제작

신뢰성을 가진 손쉬운 방법으로 정착되었다.4~6) 그 중 가

장 대표적인 습식방법은 Nikolai Gaponik 등이 보고한

Al2Te3를 사용하는 방법과 Shugang Wang 등이 보고한

Te파우더를 사용하는 방법 등의 2가지 정도로 대별할 수

있다.5~6) 

본 논문에서 CdTe 나노입자의 합성을 위해 Te파우더

를 사용하는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합성을 위한

반응과정을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 (1)~(4) 와 같다.5)

Cd(ClO4)2+ TGA → Cd-TGA + 2Cl− (1)

Te + NaBH4→ NaHTe + Na2B4O7+ H2↑ (2)

TeO3
2− + BH4

−→ Te2− + B(OH)3 + H2O (3)

Cd-TGA + NaHTe → CdTe…TGA  (4)

일반적으로는 (4)에서처럼 Cd-TGA, Counter-part가 되

는 NaHTe는, (2)와 (3)의 반응공정에서처럼 NaBH4와

Te파우더를 증류수에 혼합한 후 N2분위기하에서 얼음으

로 냉각을 시켜주면 NaHTe를 얻을 수 있다.

이어서 Cd-Te의 합성을 위한 (4)의 공정은, 역시 N2

분위기 하에서 진행하며, Cd2+와 Te2−간의 선택적 반응

및 NaHTe의 해리반응을 촉진하기 위해서 1M NaOH용

액을 가하여 적절한 pH값을 조정하였다. 즉, 적절한 pH

조건의 Cd(ClO4)2·6H2O와 TGA를 혼합한 용액에, (2)

과정에서 얻은 NaHTe용액을 첨가하게 되면 용액 내에

서 Cd2+와 Te2−간의 선택적 반응을 유도되어 CdTe 나노

입자를 합성하였다.5)

실험은 동일하게 진행되었고 TGA농도가 달라 질 때

완성된 용액의 안정성을 판별하기 위해서 mol 비 Cd:Te:

TGA = 1:0.25:0.75에서 TGA를 0.5씩 2.25까지 상승시켰

다. 1.676 g의 Cd(ClO4)2·6H2O와 0.64 g(1.75)의 TGA를

250 ml증류수에 혼합하여 1M NaOH를 이용하여 pH 11.4

로 맞추고 여기에 혼합할 NaHTe는 3 ml의 증류수에

0.08 g의 NaBH4와 0.127 g의 Te 파우더를 사용하였다.

 

2.2. 특성평가

이후 CdTe 나노입자의 형성유무에 대한 XRD(Rigaku/

JP MINIFLEX), TGA의 농도차이 따른 발광특성변화를

Fluorescence Spectrophotometer(Hitachi/ F-4500), 결정의

크기와 시간의 경과에 따른 상태변화의 관찰을 Pyc-

nometer - PSA(Micromeritics/AccuPyc 1340)등을 이용하

여 행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NaHTe의 합성, pH 등의 합성 시 최적조건

먼저, Shugang Wang와 Hao Zhang등의 연구에 따르

면, NaBH4와 Te파우더의 혼합반응용액을 N2분위기에 얼

음으로 냉각된 상태에서 8시간이상 보존해야만 하얀색의

NaHTe결정을 얻게 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H2Te

가 형성되거나 NaHTe의 경우 흡열성의 화합물이기에 공

기 중에서 불안정한 상태이고 증류수 안에서 반응식 (5),

(6)과 같이 쉽게 금속으로 석출 될 수 있다. 그래서 NaHTe

를 합성하기 위해서는 N2분위기하에서 실험을 진행했다.

2H2Te + O2→ 2H2O + 2Te (5)

4NaHTe + O2→ 2H2O + 4Te + 4Na+ (6)

한편, Nikolai Gaponik등의 논문에 따르면 pH 11.2에

서 11.8까지 미세한 값의 변화를 통해 형성한계범위를 확

인한 바 있다.6) 실제 본 연구진에 의해 pH 9~12까지 큰

값으로 변화를 시켜보았고 합성에 실패한 바 있으며, 안

정적인 CdTe입자의 안정적 합성범위로서 보고된 값의 중

간 값인 pH 11.4에서 모든 실험을 진행되었다.

3.2 계면 활성제의 역할, 종류 및 최적첨가량 결정

계면활성제는 Cd이온과 S−가 결합을 하고 반대쪽 결

합기가 높은 pH에서 극성을 띄기 때문에 양끝이 극성

을 띄어서 입자들은 활성제에 의해서 성장이 억제되고

분산되어 지는 역할을 하며, 대표적인 계면활성제로는 2-

mercaptoethanol, 1-thioglycerol, thioglycolic acid등이 있다.

Mopelola Idowu, Zheng Li등의 보고에 의한 TGA의

역할에 따르면 또 다른 활성제와의 차이는 결합길이에

Table 1. Atmosphere, pH value and reflux time of each sample.

Atmosphere pH TGA Concentration(mol)

A

N2 11.4

0.75

B 1.25

C 1.75

D 2.25

Table 2. Named each sample.

Flux Time(h) 5 7 9 11

A A-5 A-7 A-9 A-11

B B-5 B-7 B-9 B-11

C C-5 C-7 C-9 C-11

D D-5 D-7 D-9 D-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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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나온다(Fig. 1).7~8) 사슬구조를 띄고 있는 다른 활성

제의 경우 대기 중이 아닌 보관 병에 보관 시 몇 달은

지속 가능하지만 TGA의 경우 수년에 걸쳐서 보존이 가

능한 것으로 나온다. 본 연구는 QDs 제조시 TGA의 결

정구조에 의한 직선형의 결합에 의해서 독립된 CdTe입

자 생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정성에서 보다 우수한 결

과를 예측하고 실험이 진행되었다.9)

3.3 CdTe 입상 확인

Fig. 2에 나와 있는 그림 (a)의 경우 PSA(Particle size

analyzer)로 측정한 데이터를 분포곡선으로 나타낸 것이

다.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구역은 1.348 nm이고 24.4%

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많이 측정된 입자의 크

기는 20.8%의 1.561 nm와 19.8%를 차지하고 있는 1.164

nm 순이다. 이어서 그림 (b)에서는 조사된 광에 의해서

518 nm에서 최고 peak 발광이 일어나는 결과가 나타나있

다. CdTe의 발광에서 입자가 bulk단위로 커지면 발광이

더 이상 잃어나지 않는 연구결과가 있으며 데이터에서는

나노입자의 CdTe가 확인되었고 발광 peak 도 확인 가

능하다.10) JCPDS에서 확인한 CdTe의 그래프 (d) (No.

75-2083)에서도 27.813에서 피크가 확인되었고 해당 용

액을 시편에 코팅하여 확인한 결과도 이와 유사한 peak

를 그래프 (c)에서 확인 가능하고 값은 27.8o로 측정되

었다. Haifeng Bao의 논문에 의하면 본 논문과 유사한

peak(26.7o)에서 XRD 데이터가 나왔으며 이는 합성된 용

액이 CdTe 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11)

3.4 TGA농도 0.75-환류시간의 상관관계

샘플은 0.75에서 2.25까지 TGA를 변화시킨 용액이다.

각 용액은 합성 시작 후 2시간 마다 채취가 되었고 초

기 샘플(1,3시간)은 TGA의 긴 환류시간이 필요한 특성 때

문에 발광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에 제외하기로 한다.12~13)

완성된 샘플 중 A의 경우 침전물 발생량이 가장 많

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시간별로 채취한 샘플을 대기 중

에 보관하여서 변화과정을 확인하였다. 환류시간이 증가

할수록 용액의 투명도 및 안정성은 증가하는 경향이 보

이지만 실험에서 원하는 장기 안정성에 대한 효과는 미

미하고 예상 했던 TGA의 양이 안정성에 기여하는 바

가 더 크기 때문에 실험은 환류시간이 아닌 TGA의 양

에 중점을 두었다. 공기 중에 방치한 A의 상태는 수 일

내로 변화가 관측되었고 2주 후 더 이상 합성에 성공

한 입자는 보이지 않았고 침전물만이 가라앉은 상태가

되어버렸다. 환류시간이 합성 당시 투명도와 안정성에는

영향을 주지만 장기간에 걸친 안정성에 대해서는 차이

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5 TGA농도 1.75-환류시간의 상관관계

Fig. 4를 보면 Fig. 3과의 차이점을 알 수 있다. 합성

후 용액의 투명도가 가장 뛰어났으며 부유물, 침전물이

미량 발생하였고 장시간 방치한 상태에서의 변화가 다

른 샘플보다 덜한 모습이다. 이 같은 결과는 Te이온과

결합한 Cd의 양은 동일하기에 변수가 될 수 없다. 변

화를 준 TGA의 양에 의해서 CdTe입자가 제일 안정적

인 상태로 있는 결과 값은 용액 C이다. Fig. 5에서도 보

Fig. 1. Different structure between TGA and other stabilizer. 

Fig. 2. (a) Diameter distribution of CdTe solution, (b) photo-

luminescence spectra. The photoluminescence emission peaks are

at 518 nm, (c) X-ray diffraction of the CdTe nanocrystals solution

and (d) X-ray diffreaction of CdTe JCPDS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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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듯이 발광 intensity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peak가 점

점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용액에 따라서 차이가 있

지만 C의 경우 7~8주가 되는 시간을 기점으로 더 이상

발광 하지 않았으며 A의 경우에는 2주가 지나자 더 이

상 발광을 하지 않게 되었다.

위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Fig. 6와 같이 Cd

이온과 pH 11.4에서 극성을 띄게 되는 TGA의 영향으

로 결합양의 차이에서 나온다. 최초 Te와 Cd이온의 양

은 고정 값이기 때문에 일정이상의 CdTe입자가 생길 수

는 없다. 이런 상태에서 입자의 성장을 막아주는 TGA

양이 적거나 많게 되면 용액 안정성에 문제가 생기게 되

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 TGA가 1.75보다 작을 경우는

CdTe입자 표면을 덮기 위한 극성분자가 적어지기 때문

에 입자의 성장이 일어날 수 있으며 입자가 분해되어 침

전물이 생기는 결과가 나온다. 반대로 1.75보다 많을 경

우 과다 용융된 TGA가 용액 내에 부유하게 된다. pH

를 조절하기 위해 더 많은 NaOH용액이 들어가게 되고

결국 침전물이 생기게 된다. 이와 같은 결과를 이용하

여 M.S. Abd El-sadek의 논문에 따르면 CdTe 입자를

Fig. 5. PL intensity graph of solution C during keep in the air; (a)

initial state, (b) 2 weeks and (c) 8 weeks.

Fig. 6. Molecular structure of the TGA : quantumdots capped with

thioglycolic acid.

Fig. 3. State of solution A after 2 weeks(reflux time 5,7,9,11).

Fig. 4. State of solution C after 2 and 8 weeks(reflux time 5,7,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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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화 시키는데 과하지도 적지도 않은 절대량은 본 실

험의 결과 Cd:Te:TGA = 1:0.25:1.75라고 결론 내릴 수

있다.14)

4. 결  론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합성된 NaHTe를 Cd-TGA

용액과 혼합하여 pH 11.4를 맞춰주면 CdTe가 합성 되

고,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TGA의 농도 변화는 0.75~

2.25까지 변화되었다. TGA는 다른 활성제보다 결합길이

가 짧아서 보다 안정한 용액을 만들 수 있었으며 환류

시간별로 용액을 채취하여 장시간 대기 중에 노출시켜

변화를 확인하였다. 환류시간은 장시간 보관 시 영향력

있는 변수가 되질 못했고 TGA를 변수로 한 용액별 안

정성은 크게 차이가 나타났다. 연구결과에 나타나듯이 안

정한 용액은 Cd:Te:TGA 비율이 1:0.25:1.75일 때 가장

안정한 상태를 나타내고 다른 용액들은 이보다 안정성

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참 고 문 헌

1. J. Tian, R. Liu, Y. Zhao, Q. Xu and S. Zhao, J. Colloid

Interface Sci., 336(2), 504 (2009).

2. S. Sirohi, V. Kumar and T. P. Sharma, Opt. Mater.,

12(1), 121 (1999).

3. V. Kumar, J. K. Gaur, M. K. Sharma and T. P. Sharma,

Chalcogenide Lett., 5(8), 171 (2008).

4. Y. -F. Liu and J. -S. Yu, J. Colloid Interface Sci., 351(1),

1 (2010).

5. S. Wang, Y. Li, J. Bai, Q. Yang, Y. Song and C. Zhang,

Bull. Mater. Sci., 32(5), 487 (2009).

6. N. Gaponik, D. V. Talapin, A. L. Rogach, K. Hoppe, E.

V. Shevchenko, A. Kornowski, A. Eychmuller and H.

Weller, J. Phys. Chem. B, 106(29), 7177 (2002).

7. M. Idowu and T. Nyokong, Polyhedron, 28(5), 891

(2009).

8. Z. Li, Y. Wang, G. Zhang, W. Xu and Y. Han, J. Lumin.,

130(6), 995 (2010).

9. H. Zhang, Z. Zhou, B. Yang and M. Gao, J. Phys. Chem.,

107(1), 8 (2003).

10. A. L. Rogach, A. Eychmuller, A. Kornowski and H.

Weller, Macromol. Symp., 136(1), 87 (1998).

11. H. Bao, N. Hao, Y. Yang and D. Zhao, Nano Res., 3,

481 (2010).

12. B. Qi, D. Kim, D. L. Williamson and J. U. Trefny, J.

Electrochem. Soc., 143(2), 517 (1996).

13. R. Sathyamoorthy, S. K. Narayandass and D. Mangalaraj,

Sol. Energ. Mater. Sol. Cell., 76(3), 339 (2003).

14. M. S. Abd El-Sadek, J. R. Kumar and S. M. Babu, Int. J.

Nanoparticles, 2(1-6), 20 (2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