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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반도체 나노 결정 배열에서의 

전자 이동성 연구 

 

 반도체 나노 결정은 태양전지, 발광소자, 트랜지스터 등의 다양한 적용 가

능성으로 주목되는 물질로 개별적인 결정의 크기와 모양에 그 전자적인 성질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반도체 나노 결정의 산업적 응용을 위해서 특히 전자 

전도성이 큰 물질의 개발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나노 결정의 크기가 커질수록 

도약 횟수가 줄어들고 활성화 에너지도 작기 때문에 전자 이동성도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다. 최근 PbSe 나노 결정의 크기에 따른 전자 이동성에 관한 연구에서

는 나노 결정의 크기가 6nm 이상에서는 크기가 커질수록 전자 이동성이 감소하

는 실험 결과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나노 결정에서의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인 이해가 부족하다. 예를 들어 양자 우물 모델로 결정 간 결합 에너지를 

계산하였을 때, 결정의 크기가 커질수록 결합 에너지가 작아지므로 이 현상을 

기존의 전자 이동성을 계산하는 아인슈타인 식으로는 예측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나노 결정 배열을 크기에 따른 결정과 결정 사이의 결합 에

너지와 활성화 에너지로 모델링하였다. 결합 에너지는 유효 질량 근사법으로 두

개의 양자우물구조의 에너지를 통해 계산하였고 활성화 에너지는 기존의 충전 

에너지 계산식으로 구하였다. 실시간 걸러진 경로적분법으로 시간에 따른 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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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도를 시뮬레이션 하고 곡선 접합 하여 속도상수를 계산하여 크기에 따른 전자 

이동성을 양자동역학적으로 계산하고 나노 결정의 크기에 따른 전자 이동성이 

달라지는 이유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전자의 이동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도약 속도와 전하가 한번 도약 할 때 

이동하는 거리로 나눌 수 있으며 최인접 도약 모델에서 한번 도약 시 이동하는 

거리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본 연구 모델에서는 결합 에너지와 충전 에너

지의 영향으로 도약 속도가 결정된다. 결합 에너지는 결정 간의 상호작용을 나

타내며 따라서 결합 에너지가 크다는 것은 결정간의 상호작용이 큰 것이므로 전

하의 이동이 빨라지게 된다. 충전 에너지는 전기적으로 중성인 이웃한 다른 나

노 결정으로 전자가 이동하는 데에 필요한 에너지로 충전 에너지는 활성화 에너

지와 비례한다. 따라서 충전 에너지가 크면 활성화 에너지가 커져 전하가 이동

하기 어려우므로 전하의 이동은 느려진다. 결합 에너지가 크고 충전 에너지가 

작을수록 도약 속도는 빨라진다. 우리 모델에서는 동일한 결정 간 간격 조건에

서 결정의 크기가 증가하면 결합 에너지와 충전 에너지가 작아지며 이러한 두 

파라미터의 상충작용으로 전자의 이동성이 결정되었다.  

더욱이 결정 간 거리가 고정된 구조에서는 일반적으로 크기가 커지면서 최

대 2배가량 전자 이동성이 증가하는 반면 PbSe실험에서는 약 20배 가량 전자 

이동성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결정 간 거리에 따른 이동성 

변화가 컸기 때문에 크기에 따라 결정 간 거리를 달라지게 하는 요인을 알아보

고자 했다. 결정의 크기가 작을 경우 표면이 평면형태이지만 결정의 크기가 커

지면서 곡면형태가 존재하였다. 따라서 수산화기와 같은 이온형 리간드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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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거리가 고정되지만 지방족 리간드처럼 요동이 가능한 경우 곡면에서 표면의 

리간드가 벌어질 수 있어 생기는 리간드의 겹쳐짐 현상 때문에 결정의 크기가 

커질수록 결정 간 거리가 줄어들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정의 크기에 따른 

표면 변화로 인해 결정 간 거리가 크기가 달라지므로 전자 이동성의 급격한 변

화가 생긴다. 

또한 연구에서 충전 에너지 식에서 상호작용하는 인접한 결정의 개수인 β

를 다양한 값으로 계산하였을 때에 β가 2인 모델에서 전자가 실험결과와 일치

하는 결과를 얻었고 충전 에너지가 전하를 받아 전달해주는 가장 인접한 두 개

의 결정과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의 이론 및 실험에서 설명하지 못한 크기에 따른 전자 이동

성의 변화를 양자동역학계산을 통해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핵심어 : 반도체 나노 결정, 전자 이동성, 결합 에너지, 충전 에너지, 나노 결정 

크기, 실시간 걸러진 전파 범함수 경로 적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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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반도체 나노 결정은 태양전지, 발광소자, 자기저장 시스템, 트랜지스터 등의 

다양한 적용 가능성으로 주목되는 물질이다.[2, 3] 물질은 나노 크기에서 벌크(bulk) 

상태와는 전혀 다른 성질을 나타내므로 나노 수준의 물성연구를 통해 신소재로 이

용 가능한 물성이 연구되고 있다. 

계면활성제(surfactant)의 농도를 조절하여 콜로이드 용액(colloidal solution) 상태

의 반도체 나노 결정를 원하는 크기로 합성하는 방법이 개발되었고 나노 결정을 

둘러싸는 리간드(ligand)를 사용하여 나노 결정의 용해도(solubility)를 조절하고 나

노 결정의 크기 뿐 아니라 모양을 조절할 수 있고, 리간드 길이를 다양하게 하여 

나노 결정 배열에서의 결정 사이의 거리 또한 조절할 수 있게 되었다.[4-6] 또한 리

간드의 물성의 차이로 나노 결정 배열에서의 전자 전도성(electron conductivity)이 

크게 달라진 연구 결과가 있다. 예를 들어 CdSe 반도체 나노 결정 배열에서 리간

드를 TOPO(trioctylphosphine)에서 피리딘(pyridine)분자로 바꾸었더니 전자 이동성이 

100배 이상 빨라진 연구 결과가 있다.[7] 

이러한 반도체 나노 결정의 종류, 크기, 모양뿐 아니라 둘러싼 리간드 등과 같

은 여러 가지 조건은 나노 결정 배열의 성질을 달라지게 하고 이를 이해하고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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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서는 양자현상에 대한 이론적인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물질 내의 전자는 전기적 성질과 광학적인 성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물질로 나

노 크기에서 그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양자 제한 효과(quantum confinement effect)를 

나타낸다.[8] 이론적인 연구는 가장 기본적인 양자 우물 구조(quantum well structure)

를 통해 크기에 따른 성질을 예측할 수 있다. 

반도체 나노 결정의 산업적 응용을 위해서 전자 전도성이 큰 물질의 개발이 

중요하다.[9] 반도체 나노 결정 배열에서의 전자 이동성(electron mobility)에 관한 연

구는 다양한 조건에서 이루어졌으며 특히 나노 결정의 크기에 따른 전자 이동성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반도체 나노 결정 배열에서의 전자 이동성의 경향은 일

반적으로 나노 결정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증가하며 이것은 결정의 크기가 클수록 

결정에서 결정으로의 전자의 도약(hopping) 횟수가 작아지므로 그 이동성이 증가한

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에테인다이싸이올(ethane dithiol)로 둘러싸인 

PbSe 나노 결정 배열에서 크기에 따른 전자 전도성이 나노 결정의 크기가 6nm이

상에서는 오히려 감소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10] 

특히 PbSe 나노 결정은 다중 들뜬자 형성(multiple exciton generation)[11], 뜨거운 

전자 전이(hot-electron transfer)[12], 얇은막(high thin-film) 전하 이동성과 양극성 전하 

이동[13]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심있게 연구되는 물질이다. 

본 연구에서는 반도체 나노 결정 배열에서의 크기에 따른 전하 이동성을 알아

보기 위해 나노 결정의 크기에 따른 결합 에너지(coupling energy)와 충전 에너지

(charging energy)의 두 가지 파라미터로 모델링하였다.  

결합 에너지는 시스템에서의 전하 이동에서 전하의 전이 속도(transition rate)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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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의 이동 메커니즘(transition mechanism)을 규명하는 데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

며 시스템에서 적절한 결합 에너지 값을 계산하여야 한다. 결합 에너지를 구하는 

방법으로는 두 전자상태(electronic state)사이의 전이 쌍극자 모멘트(transition dipole 

moment)를 이용하여 구하는 방법[14, 15]과 단열 상태(adiabatic state)인 E1과 E2의 에너

지 차이를 추산하여 얻는 방법[16] 등이 연구되었다. 

결합 에너지는 전이 속도를 규명하는 데에 활용될 뿐 아니라 전하 이동 메커

니즘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일반적으로 전하 이동 메커니즘은 초교합메커니즘

(superexchange mechanism)과 비부합성 도약 메커니즘(incoherent hopping mechanism)

으로 구분이 되는데[17] 이것은 장거리 분자구조로 이루어진 시스템에서는 메커니

즘을 자세히 설명하기에 부족하다. 이러한 시스템에서는 부합성 길이로 설명하는 

것이 편리하며 부합성 길이는 그 길이만큼 부합성 메커니즘이 일어나는 것으로 표

현된다.[18-20] 

반도체 나노 결정 배열에서의 전하나 에너지의 이동이 일어나는 것은 결정과 

결정 사이의 결합 에너지가 중요하다. 그림 1은 헥세인다이싸이올(hexane dithiol)로 

둘러싸인 CdTe 결정에서 두 개의 결정 사이의 결합상수 값을 유효 질량 근사법

(effective mass approximation)을 사용하여 계산한 결과이다. 이 연구 결과를 통해 두 

결정 사이의 거리가 같을 때 결정의 크기가 클수록 결정에서 전자의 파동함수가 

갖는 에너지가 낮아지고 두 결정의 파동함수의 겹침 또한 작아져 결합 에너지 값

이 작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21] 

일반적으로 결합 에너지가 클 경우 전하의 이동 또한 빨라질 것이라 예상할 

수 있으나 반도체 나노 결정의 크기에 따른 전하 이동성을 실험한 연구에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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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 반비례 관계를 가지며 결정의 크기가 커질수록 중성인 이웃한 결정으로 전하가 

이동하는 데 필요한 힘이 작아짐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크기에 따른 나노 결정의 결합 에너지와 충전 에너지를 알아보

고 실시간 걸러진 경로적분법을 이용하여 나노 결정 배열에서의 전자의 이동성을 

시뮬레이션하여 전하 전도성이 갖는 특징을 분석하였다. 실험결과에서 결정의 크

기가 증가함에 따라 왜 전하 이동성이 증가하는지, 또 PbSe 결정 배열에서 6nm 

이후에는 감소하는 현상이 있었는지 실험결과를 이해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 목적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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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연구 모델 및 시뮬레이션 방법 

 

2.1 연구 모델 

 

2.1.1 나노 결정 배열 

 

반도체 나노 결정은 띠구조를 이루며 반도체 내의 두 운반자인 전자와 홀의 

움직임을 제한하므로 상자 속의 입자와 같은 에너지 구조를 가지며 원자와 같은 

특성을 가지게 된다.[5, 24] 이러한 나노 결정을 가까운 거리에 위치시켜 내부의 전하 

운반자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든 나노 결정 배열에서의 전하 이동을 시뮬레이션 

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선형으로 연결된 5개의 같은 크기의 나노 결정 배열을 

모델로 하였다. 실험에서 전하의 이동에 방향성을 주기 위해 나노 결정 배열에 전

위차를 걸어주므로 본 연구에서도 전위차를 주어 전하가 한쪽 방향으로 흐르도록 

하였다. 실험에서 나노 배열의 길이가 2μm 이므로 결정 배열의 크기와 결정 간 

거리를 고려하여 결정 간 걸리는 전위차는 5mV에서 10mV 사이의 값을 갖게 되므

로 결정간 걸리는 전위차로 10mV를 사용하였다.[10] 그림 3에서 나노 결정은 전자

가 채워진 원자가띠(valence band)와 전자가 채워지지 않은 전도띠(conduction band)

로 구성되어 있으며 결정의 크기가 커질수록 원자가띠와 전도띠 사이의 띠간격

(band gap)이 커지게 된다. 전자는 전도띠를 통해 이동하는데 크기가 작은 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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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양자 우물 구조에서의 전기적 결합상수 

 

반도체 나노 결정 배열에서의 전하 이동 속도를 전산모사계산 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나노 결정 배열의 종류와 크기에 따른 결합 에너지를 먼저 계산하여야 한

다. 본 연구에서는 1차원 두 개의 양자 우물 구조에서 에너지를 계산하여 그 에너

지 갈라짐(energy splitting) 크기를 통해 반도체 나노 결정 배열의 결합 에너지를 계

산하였다. 

그림 4에서 영역 I에서의 파동함수(wave function)는 아래 식과 같다. 

1 1
1 Rik x ik xe e                           (2) 

여기서 2
1 2 /Wk m E  이며 영역 II의 솔루션은 다음과 같다. 

2 2 2 2 2cosh sinhC k x C k x                     (3) 

2
2 2 ( ) /b bk m V E   이며 영역 III의 솔루션은 다음과 같다. 

3 3 1 3 1cosh sinhC k x C k x                     (4) 

위의 파동함수를 경계영역을 사용하여 행렬식을 이용하여 풀면 다음 식을 얻

을 수 있다. 

1

1 11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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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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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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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M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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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MR ikik
m m

m


                           

 

          (5) 

여기서 최종적으로 아래 식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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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의 입자로부터 상호작용을 받고 있는 결정 내의 전자는 외부로부터 전위

가 걸렸을 때에 자유전자와는 다른 운동을 하여 에너지띠를 형성하므로 유효질량

(effective mass)을 사용한다.[25] 반도체 나노 결정에서의 유효질량은 실험을 통해 그 

값이 측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나노 결정을 모사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PbSe와 CdSe의 두 가지 종류의 반도체 나노 결정을 모델로 하였고 각각의 반도체 

나노 결정에서의 전자와 홀의 유효질량은 표 1에 정리되어 있다. PbSe에서 전자와 

홀(hole)의 유효질량은 거의 유사하며 0.05me의 값을 갖고[26] CdSe에서는 전자의 유

효질량은 0.13me, 홀의 유효질량은 0.3me의 값[27]을 갖는다. 여기서 me는 전자의 질

량을 의미한다. 

나노 결정은 양자 우물 구조에서 우물부분에 해당하고 리간드 분자는 장벽

(barrier)에 해당하며 리간드 분자가 갖는 전자와 홀의 유효질량 또한 계산에 필요

하다. 본 연구에서 리간드의 유효질량은 지방족 리간드에서 전자의 유효질량 값인 

0.28me
[28]를 사용하였고 홀의 유효질량은 이미 계산되어진 것을 찾을 수 없었기 때

문에 일반적으로 홀의 유효질량이 전자의 유효질량보다 크다는 점과 실험에서 홀

의 이동성이 전자의 이동성보다 작았던 것을 고려하여[29] 전자의 유효질량의 약 

150%에 해당하는 0.42me를 사용하였다. 

장벽의 에너지는 일반적으로 PbSe 나노 결정에서 약 2eV를 사용하므로 2eV에

서 계산하였다.[30] 

 

 

 



12 

 

 me
* mh

* 

PbSe 0.05 0.05 

CdSe 0.13 0.30 

 

표 1. PbSe와 CdSe 나노 결정의 전자(me
*)와 홀(mh

*)의 유효질량값 

 

 

2.1.3 나노 결정의 크기에 따른 충전 에너지와 재배열 에너지 

 

나노 결정은 그 크기와 결정 사이의 거리, 둘러싸고 있는 리간드의 종류에 따

라 충전 에너지의 크기가 달라진다. 결정의 크기가 작고 결정 사이의 거리가 멀수

록 또 리간드의 유전률이 작을수록 충전 에너지의 크기가 커진다는 것은 앞서 식

을 통하여 설명하였다. 충전 에너지의 정의가 전기적으로 중성인 이웃한 다른 나

노 결정으로 전자가 이동하는 데에 필요한 에너지임을 고려할 때에 직관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3차원 충전 에너지 모델을 사용하여 나노 결정배열에서 나노 

결정과 최인접 상호작용하는 결정의 개수를 전자를 받아서 전달하는 가장 인접한 

두 개의 결정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리간드는 알케인다이싸이올(alkanedithiol)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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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받개의 활성화 에너지와 재배열 에너지(reorganization energy)를 나타내고 있다.  

재배열 에너지는 전이가 일어난 후 구조적으로 안정화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를 

의미한다. 추정한 활성화 에너지 값으로부터 위의 그래프를 이용하여 재배열 에너

지 값을 예측하여 파라미터로 사용하였다.[부록A 참고] 

 

 

 

2.2 연구 방법 

 

2.2.1 실시간 걸러진 전파범함수 경로 적분법 

(On-the-fly filtered propagator functional path integral method; OFPF-PI) 

 

본 연구에서는 중요한 경로만을 고려하여 계산함으로 효율적으로 계산량을 줄

여줄 수 있는 실시간 걸러진 전파범함수 경로적분법을 이용하여 양자시스템을 계

산하였다. 이 방법은 미리 몬테카를로 방법(Monte carlo method)을 이용하여 중요한 

경로들을 걸러낼 필요가 없어 매우 편리한 방법이다. 

시뮬레이션에서는 각각의 분자 하나를 이산격자상태(discrete grid state) M으로 정의

하며 헤밀토니안(Hamiltonian)은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 2 2

1 1 1 1 1

1 1

2 2

M M M

kk k k n n n n n n n k k k
k k n n k

H h u u M x M x c x s u u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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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첫 번째 부분은 계 좌표(system coordinates)를 나타내며 두 번째 부분은 Q

개의 자유도(degree of freedom)를 가진 조화 진동자(Harmonic oscillator)로 구성된 환

경(bath)을 나타내고, 세 번째 부분은 계와 환경간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식이다.  

환경의 성질을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초기 밀도 행렬(initial density matrix)은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0 0
bH

b

e

Z



 


                           (8) 

여기서 bH 는 맨환경 헤밀토니안(bare bath Hamiltonian)을 bZ 는 맨환경 분배함수

(bare bath partition function)를 나타낸다.  0 는 계의 초기 밀도 행렬이며 

1/ Bk T  는 역온도(inverse temperature)이다. 시스템 관측 가능량(system observable)

을 계산하는데 축소된 밀도 행렬(reduced density matrix)은 다음과 같다. 

   / /0iHt iHt
bt Tr e e   
 
 

                          (9) 

여기서 bTr 는 환경의 자유도를 모두 적분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동역학적인 정

보는 따로 구하지 않으면서 그 영향만을 시스템의 움직임에 포함시키는 영향을 한

다. 주변 환경 자유도의 자취는 비국부 기억(non-local memory)을 가진 비마코비안

(non-Markovian) 운동을 나타내므로 축소된 밀도 행렬을 계산할 때 고려되는 경로

의 개수는 시스템 크기와 계산 시간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그러

나 주위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일정시간 후 반드시 기억해야 할 부분이 소멸하므

로 반복적으로 비마코비안 동역학을 유사마코비안(pseudo-Markovian) 형태로 전환

하여 경로들의 적분이 가능하도록 한다.[33, 34] 즉, 축소된 밀도 행렬로부터 과거와 

기억부분을 나누고 주위 환경의 상호작용을 시간에 따라 한정시켜 경로의 개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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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일 수 있다. 

     ( ) ( )
totL

N N
i i

j

t S F                        (10) 

파인만과 베르논의 영향범함수 경로적분법은 식 (10)과 같으며 시간에 따른 

전파와 영향범함수로 표현된다. 이때 축소된 밀도행렬은 M2N개의 가능한 모든 경

로를 고려해야 얻을 수 있으나 일정 시간 동안만 관심계의 기억이 존재한다는 것

을 이용하여 j∆t와 (j-1)∆t 사이의 시스템 전파범함수와 영향범함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1 1

s s

j

iH t iH t
k j j j jS k e k k e k     

                        (11) 

  *1
exp

j j j j j jj j j j
k k k k k kk k k k

F s s s s       

     
 

   


               (12) 

이 두 범함수를 이용하여 식 (10)의 시스템 전파범함수와 영향범함수의 곱을 

과거 시점들 간의 상호작용만을 포함하는 과거범함수와 현재의 시점과 과거 시점 

사이의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전파범함수의 곱으로 바꾸어 표현하여 비국부적인 기

억으로 인한 계산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유사마코비안 형태로 반복적 계산을 할 

수 있다. 

또한 적당한 임계점을 정해 그보다 중요도가 떨어지는 경로를 걸러내어 계산

되어야 할 양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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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축소된 궤도공간 

 

힐버트 공간(Hilbert space)에서 가능한 정방향과 역방향 경로를 포함하고 있는 

전체 궤도공간 C와 정방향과 역방향의 경로차 ∆FB가 m보다 작거나 같을 경우의 

축소된 궤도공간 Cm을 가정한다. 큰 값을 가진 축소된 궤도공간은 작은 값을 가진 

축소된 궤도공간을 포함하고 있으며 축소된 궤도공간을 적분하여 수렴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max

( ) ( )

[

totL
N N

i i
j
C

t S F



                    (13) 

수렴한 결과로부터 가장 작은 
max

C 공간이 결정되면 계의 부합성 길이는 다

음과 같이 결정된다.[20] 

max
1CL                               (14) 

이와 같이 축소된 궤도 공간을 사용하면 전하 수송 메커니즘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시스템에서 부합성 초교한 메커니즘이면 경로차는 0보다 크게 되고 비부

합성 도약 메커니즘의 경로차는 0에 가깝게 되어 시스템의 부합성 길이를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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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시뮬레이션 결과 및 논의 

 

3.1 CdSe 나노 결정 배열의 결정 크기에 따른 전자 이동성 

 

CdSe 반도체 나노 결정 배열에서 결정의 크기에 따른 전자 이동성을 실험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나노 결정의 크기를 조절한 배열에서 전자 이동성을 측정하였

을 때에 결정의 크기가 클수록 전자 이동성이 증가한다. 3.6nm, 4.2nm, 4.5nm, 5.1nm

에서의 전자 이동성은 앞에서 그림 2와 같고 3.6nm일 때에 비하여 5.1nm일 때에 

그 이동성의 크기가 약 4배가량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논문에서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는 크기가 커지면서 결정의 활성화 에너지가 줄

어들고 두 번째는 같은 배열의 길이에서 결정의 크기가 클수록 도약횟수가 줄어들

기 때문이다.[22] 위 실험에서는 나노 결정을 합성한 후 수산화나트륨(NaOH)으로 

처리하여 원래의 리간드가 제거되고 수산화기가 남게 되어[35, 36] 배열의 결정간 거

리가 0.2nm로 균일하게 되므로 결정 간 거리에 따른 변수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

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설명한 유효 질량 근사법을 이용하여 CdSe 나노 결정 배

열의 결합 에너지를 계산하였다. 또 충전 에너지의 크기로 활성화 에너지를 추산

하여 재배열 에너지를 계산하였다.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두 가지 파라미터인 결

합 에너지와 활성화 에너지를 사용하여 5개의 결정으로 구성된 배열에서 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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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전자 밀도를 시뮬레이션 하였다. 전자 밀도의 시간에 따른 변화량을 곡선접

합을 하여 속도상수 k를 얻고 추후에 설명할 전자 이동성 계산을 통해 전자 이동

성을 계산한 결과를 그림 6에 나타내었다. 

3.6nm에서 5.1nm로 결정의 크기가 커지면서 전자 이동성은 약 2배가량 증가

하여 실험과 같은 경향성을 보였다. 그러나 실제 실험값과 비교하였을 때에 실험

값의 전자 이동성이 시뮬레이션 결과보다 약 다섯 배 가량 컸다. 시뮬레이션에서

는 결정을 둘러싸고 있는 수산화기의 유효질량이 아니라 지방족 리간드의 유효질

량 값인 0.28m0를 사용하여 계산하였고 충전 에너지를 계산할 때에도 지방족 리간

드의 유전률을 사용하였다. 실험에서 사용된 수산화기는 지방족 리간드보다 유전

률이 크기 때문에 충전 에너지가 작아지므로 전자 이동성이 더 빠르므로 시뮬레이

션에서는 그에 비하여 느린 결과를 얻었다. 또 실험에서는 결정 간 거리가 0.2nm 

이지만 0.2nm로 계산하기에는 결정 간 결합 에너지 값이 매우 커서 메모리와 시

간 상 수렴값을 찾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결정 간 거리를 0.3nm로 사용하였다. 이

러한 차이로 인하여 실험과 크기 자리수(order-of-magnitude)는 일치하지는 않았고 

크기에 따른 경향성 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정의 크기가 6nm에서 전자 이동성이 감소한 현상에 대해서는 추후의 PbSe 

나노 결정 배열의 전자 이동성부분에서 설명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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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CdSSe 반도체 나나노 결정의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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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에 따른 전자 이동성성의 실험값[22

 

2]과 계산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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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나노 결정 배열에서 상온에서의 전하 이동은 최인접 도약(nearest-

neighbor hopping) 메커니즘으로 이동하며, 크기에 따른 전자 이동성을 설명하기 위

한 대표적인 식으로는 상온에서의 아레니우스 형 거동 식(Arrhenious type 

behavior)[37]인 0 exp( / )A BE k T   과 아인슈타인 관계식(Einstein-Smoluchowski 

equation)[10, 38]인, 2( / 2 )e kT    과, 최인접 도약 모델 속도식[39] 

 0 exp 2( ) /PAv v d s d    등이 있다. 앞서 충전 에너지와 활성화 에너지 사이는 비

례하는 관계임을 이미 설명하였다. 1장에서 설명하였듯이 결정의 크기가 커질 때 

활성화 에너지는 작아지므로 지수 앞자리 인자(preexponential factor)를 고려해야 하

지만 대략적으로 아레니우스 식으로는 결정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 전자 이동성이 

증가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6nm 이후 감소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설명

하지 못한다. 표 2에 아인슈타인 관계식에 실험에서 나온 전자 이동성을 대입하여 

결정의 결합 에너지를 계산하였다. 유효 질량 근사법으로 양자 우물 구조로 크기

에 따른 결합 에너지를 계산하면 결정 간 거리가 같을 경우 결정의 크기가 증가함

에 따라 결합 에너지는 감소한다. 그러나 아인슈타인 관계식으로 결정의 결합 에

너지를 추산하였을 때에 전자 이동성에 비례하여 결정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결

합 에너지가 증가하다 6nm 이후 감소하는 경향으로 추산되어 결정의 크기가 커짐

에 따라 결합 에너지가 감소하는 양자 우물 구조 계산과는 맞지 않는다. 또한 최

인접 도약 모델에서의 속도식에서 sPA는 결정 간 거리, d는 결정의 반지름을 나타

내며 따라서 같은 결정 간 거리를 갖는다면 결정의 크기가 커질 때  전자 이동성

이 증가하는 것은 설명할 수 있으나 6nm 이후 감소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설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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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기존의 식으로 실험에서 측정된 나노 결정 배열에서의 전자의 이동성

을 설명하기는 어려우며 결합 에너지와 충전 에너지를 모두 고려한 양자 동력학적

인 계산으로 전자 이동성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diameter mobilitya coupling E  

(nm) (cm2 V-1 s-1) (cm-1) 

3.1 0.006 6  

4.1 0.016 15  

4.8 0.032 31  

5 0.014 13  

5.2 0.058 55  

5.3 0.054 52  

5.4 0.057 54  

5.6 0.057 54  

6.1 0.07 67  

6.5 0.056 53  

6.9 0.046 44  

8.6 0.025 24  

a. Data taken from ref[10] 

표 2.  Liu 실험결과[10]를 통해 얻은 결정 크기에 따른 전자 이동성 값으로 아인슈

타인 관계식으로 역계산한 결정 크기에 따른 결합 에너지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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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PbSe 나노 결정 배열 모델과 전자 이동성 계산 

 

본 연구에서는 에테인다이싸이올이 리간드로 둘러싸인 PbSe 나노 결정의 크

기에 따른 전자 이동성을 계산하였다. 결정의 크기는 3.6nm, 4.2nm, 4.5nm, 5.1nm, 

6.0nm, 7.0nm, 8.0nm의 7가지 종류를 사용하였고 결정과 결정 사이의 거리를 리간

드인 에테인다이싸이올의 길이가 약 0.5nm이므로[40] 결정과 결정 사이의 최소거리

를 0.5nm로 놓고 0.6nm, 0.7nm의 3가지로 시뮬레이션 하였다. 

앞서 설명한 유효 질량 근사법을 사용하여 결정 사이의 결합상수를 결정의 크

기와 결정 간 거리에 따라 계산하였다. 결합상수는 결정의 크기가 클수록, 또 결정 

사이의 거리가 멀 수록, 그리고 유효질량이 무거울수록 작아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양자 우물구조에서 양자우물의 길이가 길고 장벽의 길이가 길고 질량이 작을수록 

터널링이 잘 일어나기 때문이다.[41] 표 3은 PbSe 나노 결정 사이의 거리가 0.5nm일 

때 결정의 크기에 따른 결합 에너지, 충전 에너지와 전자 이동성을 시뮬레이션 한 

값이다. 나노 결정의 지름이 3.6nm에서 8.0nm로 커지면서 결합 에너지는 193.6cm-1

에서 40.3 cm-1 로 작아지는데 결정의 지름이 작은 영역에서 결정의 지름이 큰 영

역보다 급격하게 변함을 알 수 있다. 충전 에너지도 지름이 3.6nm일 때 567 cm-1에

서 지름 8.0nm일때 189 cm-1로 줄어든다. 먼저 첫 번째 결정에서의 시간에 따른 전

하밀도를 곡선접합을 통해 속도 상수를 계산해 보았다. 전자의 이동성에 관련된 

식이 /v E  이고 여기서 v 는 속도, E는 단위 길이당 전위차이다. 본 실험에서 

전하의 이동 메커니즘은 인접한 결정으로만 이동하므로 속도상수 k에 결정간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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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결정에서의 속도상수로 계산한 전자 이동성은 실험값과 비교하였을 

때에 경향성은 일치하였으나 크기 자리수가 실험값과 100배 이상 차이가 있었다. 

첫 번째 결정에서의 전자 밀도는 계산 특성상 결합상수의 영향에 따라 그 변화량

이 급격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우리 실험에서는 결합 에너지와 재배열 에너지의 

영향을 모두 고려하여야 하고 실제 실험에서 원천(source) 전극에서 유출(drain) 전

극으로 이동하는 전자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전하를 주는 쪽이 아니라 받는 쪽

에서의 전자 이동성을 계산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그러나 다섯 번째 결정의 

전자 밀도가 올라가는 것을 곡선접합하기 위해서는 경로적분법을 사용한 계산이 

너무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고 그 정확도가 시간이 오래 지날수록 떨어지기 때문

에 앞으로의 계산에서는 네 번째 결정에서의 속도상수를 보되 다섯 번째 결정으로 

이동하는 양을 최대한 덜 고려할 수 있도록 다섯 번째 결정의 전하 밀도가 2%정

도 증가하였을 때까지의 네 번째 결정의 속도상수로 전자의 이동성을 계산하기로 

하였다. 

전자의 이동성은 결정 간 거리가 0.5nm와 0.6nm에서 결정의 크기가 3.6nm에

서 6.0nm까지 커질 때에 증가하고 6.0nm이하에서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결정 

간 거리가 0.7nm일 때에는 결정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 전자 이동성도 계속 증가

하였다. 또한 그래프에서 결정 간 거리가 작을수록 전체적으로 전자 이동성이 증

가함을 알 수 있다. 

전자의 이동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첫 번

째 요인은 도약 속도(hopping rate)로 한 결정에서 다른 결정으로 전하가 이동하는 

속도이며 이 값은 전하 밀도를 곡선 접합하여 얻은 속도상수 k값과 관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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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요인은 전하가 한 번 도약할 때 이동하는 거리로 결정의 크기와 결정

과 결정 사이의 거리의 합으로 볼 수 있다. 도약 속도는 본 연구 모델에서 결합 

에너지와 충전 에너지의 상충작용으로 결정된다. 결합 에너지는 결정 간의 상호작

용을 나타내며 결합 에너지가 크다는 것은 결정 간의 상호작용이 큰 것이므로 도

약 속도는 빠르고 충전 에너지는 전기적으로 중성인 이웃한 다른 결정으로 전자가 

이동하는 데에 필요한 에너지로 충전 에너지는 활성화 에너지와 비례한다. 따라서 

충전 에너지가 크면 활성화 에너지가 커져 전하가 이동하기 어려우므로 전하의 이

동은 느려진다. 따라서 결합 에너지가 크고 충전 에너지가 작을수록 도약 속도는 

빨라진다. 계산한 값에 따르면 결합 에너지는 결정의 크기가 커질수록 작아지고 

충전 에너지는 커지므로 결정의 크기가 커지면서 두 가지 요인이 상충되게 작용하

여 도약 속도가 결정된다. 두 번째로 전하가 한번 도약할 때 이동하는 거리는 결

정의 크기에 비례하여 커진다. 따라서 결정의 크기가 커질 때 전하의 이동성을 증

가시킬 수 있는 요인은 크기가 커질수록 줄어드는 충전 에너지의 세기와 전하가 

한번 도약할 때 이동하는 거리이다. 결정 간 거리가 0.5nm와 0.6nm에서는 결정의 

크기가 6nm까지는 이 두 가지 요인이 결합 에너지로 인하여 결정되는 영향보다 

크게 작용하여 결정의 크기가 커질수록 전자 이동성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결정의 

크기가 6nm 이후에서는 충전 에너지의 변화 폭도 완만해 지면서 크기에 따른 결

합 에너지의 영향이 충전 에너지의 영향보다 상대적으로 커져 전자 이동성이 감소

하였다. 그러나 결정 간 거리가 0.7nm에서는 결합 에너지가 0.5nm와 0.6nm에 비하

여 그 절대적인 값이 매우 작아지면서 결합 에너지의 영향보다는 충전 에너지와 

한번에 도약하는 거리의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결정의 크기가 8nm까지 증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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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와 표 5는 각각 결정 간 거리가 0.6nm, 0.7nm일 때의 결정의 크기에 따른 

결합 에너지와 충전 에너지, 전자 이동성의 시뮬레이션 값이다. 결정 간 거리가 

0.6nm일 경우 0.5일 때와 비교하여 결합 에너지 값이 약 70%로 작아졌으며 0.7nm

에서는 0.5nm 일 때와 비교하여 약 50%로 줄어들어 결정 간 거리가 멀수록 결합

상수가 작아진다. 그러나 충전 에너지는 결정 간의 거리가 0.6nm일 때 0.5nm일 때

에 비하여 약 8%가량 증가하였고 0.7nm일 때에는 16%정도 증가하였다. 결합 에너

지가 감소하고 충전 에너지가 증가하였으므로 도약 속도가 감소하며 한번에 도약

하는 거리가 각각 0.1nm씩 증가하였으나 전자의 이동성은 급격하게 작아졌다. 결

정 간 거리가 0.5nm 일 때에 전자의 이동성이 0.03~0.06 사이에 있었다면 0.6nm 

일 때에는 0.04~0.01사이에 있고 0.7nm에서는 0.0005~0.004사이에 전자 이동성이 

위치한다. 그림 9에 결정 간 거리에 따른 전자의 이동성과 실험값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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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meter coupling E charging E mobility 

(nm) (cm-1) (cm-1) (cm2 V-1 s-1) 

3.6  193.6  567.0  0.0220  

4.2  153.2  459.0  0.0309  

4.5  129.0  414.0  0.0323  

5.1  100.8  351.0  0.0370  

6.0  72.6  279.0  0.0600  

7.0  56.5  225.0  0.0378  

8.0  40.3  189.0  0.0330  

 

표 3. PbSe 나노 결정 사이의 거리가 0.5nm일 때 결정의 크기에 따른 결합 에너

지, 충전 에너지와 전자 이동성 

 

 

diameter coupling E charging E mobility 

(nm) (cm-1) (cm-1) (cm2 V-1 s-1) 

3.6  133.1  612.0  0.0046 

4.2  100.8  490.5  0.0052  

4.5  88.7  445.5  0.0060  

5.1  72.6  373.5  0.0067  

6.0  52.4  297.0  0.0084  

7.0  40.3  243.0  0.0097  

8.0  28.2  202.5  0.0083  

  

표 4. PbSe 나노 결정 사이의 거리가 0.6nm일 때 결정의 크기에 따른 결합 에너

지, 충전 에너지와 전자 이동성 



31 

diameter coupling E charging E mobility 

(nm) (cm-1) (cm-1) (cm2 V-1 s-1) 

3.6  92.7  657.0  0.0006  

4.2  68.6  526.5  0.0009  

4.5  64.5  477.0  0.0017  

5.1  48.4  400.5  0.0020  

6.0  36.3  319.5  0.0025  

7.0  28.2  256.5  0.0031  

8.0  20.2  211.5  0.0041  

 

표 5. PbSe 나노 결정 사이의 거리가 0.7nm일 때 결정의 크기에 따른 결합 에너

지, 충전 에너지와 전자 이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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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PbSe 나노 결정 배열에서의 크기에 따른 결정 간 거리 

 

에테인다이싸이올로 둘러싸인 PbSe 양자 결정 배열에서 전자와 홀의 이동성

을 측정한 실험값을 표 6에 나타내었다.[10] 실험 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결정의 

크기가 커질수록 전자의 이동성은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5.0~5.2nm 부근에

서 이동성이 급격하게 4배이상 증가하며 6.1nm에서 이동성은 최고점을 보이고 

6.1nm 이후로는 전자의 이동성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시뮬레이션 하였을 때에 같은 결정 간 거리에서 실험에서처럼 크기에 

따라 급격하게 전자 이동성이 4배이상 증가하는 영역은 없었다. 전체적으로 결정

의 크기가 3.6nm와 6nm 사이에서 약 2배가량 증가하는 결과를 얻었다. 하지만 결

정 간 거리가 증가함에 따라서는 0.7nm의 결정 간 거리에 비해 0.6nm의 결정 간 

거리는 평균적으로 전자 이동성이 3배가량 증가하였고 0.6nm 결정 간 거리에 비

하여 0.5nm의 결정 간 거리에서는 전자이동성이 10배정도 증가하였다. 따라서 실

험에서의 급격한 전자 이동성이 증가하는 구간에서 결정 간 거리에서 변화가 생겼

을 것이라 예상해 예상해 볼 수 있다. 

앞서 0.5nm, 0.6nm, 0.7nm의 결정간 거리를 가진 크기에 따른 전자의 이동성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같은 결정간 거리를 가질 때에 결정의 크기가 6nm 이

하에서 전자의 이동성이 증가하지만 그 정도가 4배 이상 증가하는 구간은 없다. 

따라서 급격하게 전자 이동성이 증가하는 구간에서는 결정 간 거리가 달라졌다고 

가정하고 3nm와 6nm에서의 결정이 가지는 표면변화를 살펴보았다. 



33 

 

 

Diameter electron mobility hole mobility 

(nm) (cm2 V-1 s-1) (cm2 V-1 s-1) 

3.1 0.006 0.00020  

4.1 0.016 0.0023  

4.8 0.032 0.0056  

5 0.014 0.0039  

5.2 0.058 0.016  

5.3 0.054 0.010  

5.4 0.057 0.015  

5.6 0.057 0.012  

6.1 0.07 0.028  

6.5 0.056 0.017  

6.9 0.046 0.021  

8.6 0.025 0.039  

 

표 6. 에테인다이싸이올로 둘러싸인 PbSe 나노 결정 배열에서 결정의 크기에 따른 

전자와 홀의 이동성 실험값.[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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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져 있는 반면 6nm 결정 구조에서는 곡면으로 존재하였다. PbSe구조에서 Pb

분자와 리간드인 에테인다이싸이올의 황분자가 매달린 결합(dangling bond)을 형성

하는데 그림 10에서와 같이 평면상태에서는 에테인다이싸이올이 밀집되어 있어 다

른 결정의 에테인 다이올이 겹쳐지기 어려우나 곡면 상태에서는 에테인다이싸이올

의 끝부분이 벌어지게 되어 다른 결정의 에테인다이싸이올과 겹쳐질 수 있을 만큼

의 공간이 확보되므로 결정 간 거리를 좁힐 수 있다. 따라서 전자의 이동성이 급

격하게 변하는 구간인 5nm 이후에서는 결정과 결정의 리간드 겹쳐짐 현상으로 결

정간의 거리가 좁아지게 되어 이로 인한 결합상수의 증가로 전자의 이동성이 급격

하게 변하게 된다고 예측할 수 있다. 시뮬레이션에서 결정의 크기가 5nm보다 작

은 영역에서는 결정과 결정 간의 거리가 약 0.7nm이고 5nm이후 에테인다이싸이올

의 길이인 0.5nm라고 가정할 경우 10배 이상 전자 이동성이 증가한다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또한 결정의 크기가 작을 때에는 리간드와 리간드의 상호작용이 주된 영향이

지만 결정의 크기가 클 경우 내부의 반도체 나노 결정간의 상호작용인 반데르 발

스 인력(van der Waals)이나 정전기 인력(electrostatic), 쌍극자-쌍극자 상호작용

(dipole-dipole)에 의해 결정이 더 가까워지게 된다. 

올레익산(oleic acid)으로 둘러싸인 PbS 나노 결정배열에서 결정의 크기가 

4.7nm일 때 2nm의 결정간 거리를 갖고 13nm일 때 0.9nm의 결정간 거리를 보였다

는 실험 결과가 있으며 중심의 나노 결정 사이의 강한 상호작용이 결정을 더 가깝

게 만들었다고 설명하고 있다.[42] 

위의 논문 결과를 토대로 크기에 따른 PbSe나노 결정 배열에서도 결정의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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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커지면서 중심의 나노 결정 사이의 강한 상호작용으로 결정 간 거리가 작아

질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3.2.4 PbSe 나노 결정 배열에서의 홀의 이동성 

 

표 6의 실험 데이터에서 주목할 점은 전자의 이동성은 6nm에서 최대값을 갖

고 6nm보다 큰 나노 결정 배열에서는 전자의 이동성이 감소하는데 반해 홀의 이

동성은 결정의 크기가 커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결정의 크기에 

따른 전자의 이동성이 시뮬레이션을 통해 얻은 데이터와 경향이 일치함을 이미 보

였으므로 홀의 이동성도 시뮬레이션하여 그 경향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일반적으로 전자의 유효질량보다 홀의 유효질량이 무거우며 따라서 전자에 비

해 홀의 이동성이 작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PbSe에서의 전자와 홀의 유효

질량이 비슷하기 때문에 리간드에서 홀의 유효질량을 조절하여 홀의 결합상수를 

임의로 계산하였다. 표 6의 실험 데이터에서 홀의 이동성이 전자에 비하여 떨어지

므로 리간드에서의 홀의 유효질량이 전자의 유효질량보다 클 것이라 가정하고 홀

의 유효질량으로 임의로 0.42me를 사용하였다. 이외에 홀에서의 전위장벽이 전자

에서의 전위장벽보다 높을 가능성도 있으나 이 변수는 일단 고려하지 않았다. 

전자에서와 마찬가지로 결정의 크기는 3.6nm에서 8.0nm까지의 크기를 알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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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고 결정 간 거리 또한 0.5nm, 0.6nm, 0.7nm에서 결합 에너지와 충전 에너지를 계

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홀의 이동성을 시뮬레이션 하였다. 

표 7은 결정 사이의 거리가 0.5nm일 때의 결합 에너지와 충전 에너지, 시뮬레

이션으로 얻은 홀의 이동성을 보여준다. 결합 에너지 값은 같은 결정 간 거리를 

가진 전자에서의 값의 60%정도이며 충전 에너지는 동일하고 홀의 이동성은 전자

의 이동성에 비하여 크게 줄어들었다.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홀의 이동성은 결정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여 실험과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자와 홀의 

경우 동일한 충전 에너지와 한번에 도약하는 결정과 결정 사이의 거리가 같으므로 

비교할 수 있는 것은 결합 에너지의 세기이다. 그림 12에 전자와 홀에서의 결합 

에너지를 함께 비교하였다. 전자에 비해 홀에서의 결합 에너지는 상대적으로 그 

크기가 작고 크기에 따른 변화 폭 또한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홀에서는 크기에 

따른 결합 에너지의 변화 폭이 작으므로 전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동성은 작지만 

결정의 크기가 커질수록 홀의 이동성은 증가한다. 전자와 홀의 이동성의 차이는 

결정의 크기가 작을 때에는 홀의 이동성이 5배 가량 작아 그 차이가 크지만 결정

의 크기가 커지면서 전자와 홀의 이동성 차이는 줄어든다. 결합 에너지의 변화 폭

은 유효질량이 클수록 작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같은 리간드와 같은 결정 간 거리

를 가진 나노 결정이라면 유효질량이 큰 물질에서는 크기에 따라서 전하의 이동성

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일 것이고 상대적으로 유효질량이 작은 물질의 경우 결합 

에너지의 절대값도 커지고 크기에 따른 변화 폭이 커지므로 크기가 커짐에 따라 

이동성이 계속 증가하지만은 않고 결합 에너지의 작이지는 폭이 크기 때문에 이동

성이 줄어드는 영역이 생길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지금까지 결정의 크기 변화에 



38 

따른 이동성 차이가 결합 에너지와 충전 에너지의 크기에 따른 변화 폭에 집중하

여 보았다면 같은 충전 에너지를 갖는 결정 간 거리가 같고 결정의 크기가 8.0nm

의 전자와 홀의 이동성을 비교해 볼 때에 둘 사이에 차이가 나는 것은 결합 에너

지뿐이다. 이 때에 전자와 홀의 이동성이 거의 비슷해지는 것은 크기가 커질수록 

결합 에너지의 크기가 매우 작아지기 때문에 이동성이 충전 에너지의 크기로 결정

되기 때문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diameter coupling E charging E mobility 

(nm) (cm-1) (cm-1) (cm2 V-1 s-1) 

3.6  116.9  567.0  0.0019  

4.2  92.7  459.0  0.0060  

4.5  80.7  414.0  0.0073  

5.1  64.5  351.0  0.0092  

6.0  44.4  279.0  0.0120  

7.0  36.3  225.0  0.0159  

8.0  28.2  189.0  0.0197  

 

표 7. PbSe 나노 결정 사이의 거리가 0.5nm일 때 결정의 크기에 따른 결합 에너

지, 충전 에너지와 홀의 이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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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meter coupling E charging E mobility 

(nm) (cm-1) (cm-1) (cm2 V-1 s-1) 

3.6  76.6  612.0  0.0001  

4.2  60.5  490.5  0.0007  

4.5  52.4  445.5  0.0009  

5.1  40.3  373.5  0.0010  

6.0  28.2  297.0  0.0013  

7.0  24.2  243.0  0.0017  

8.0  16.1  202.5  0.0029  

 

표 8. PbSe 나노 결정 사이의 거리가 0.6nm일 때 결정의 크기에 따른 결합상수, 

충전 에너지와 홀의 이동성 

 

 

 

diameter coupling E charging E mobility 

(nm) (cm-1) (cm-1) (cm2 V-1 s-1) 

3.6  48.4  657.0  0.0002  

4.2  36.3  526.5  0.0005  

4.5  32.3  477.0  0.0005  

5.1  24.2  400.5  0.0006  

6.0  20.2  319.5  0.0010  

7.0  16.1  256.5  0.0013  

8.0  12.1  211.5  0.0016  

 

표 9. PbSe 나노 결정 사이의 거리가 0.7nm일 때 결정의 크기에 따른 결합상수, 

충전 에너지와 홀의 이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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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3 차원 충전 에너지 모델에서 전자 이동성과 메커니즘 변화 

 

반도체 나노 결정 배열에서 충전 에너지를 고려할 때에 결정이 이웃하고 있는 

12개의 인접한 결정과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 하지만 실제 이동 메커니즘에 따라 

전하 이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인접 결정의 수는 변할 수 있으며 실험적으로 

약 9개의 이웃한 결정을 고려하였을 때 충전 에너지 값과 실험값이 일치함을 보인 

결과도 있다.[23] 

본 논문의 이전 계산에서는 결정이 가장 가까운 결정끼리 전자를 받아 전달해 

주므로 가장 인접한 2개의 결정과 상호작용하는 것을 가정하였고 그 경향성이 실

험과 일치하였다. 인접한 나노 결정과의 전하이동 메커니즘을 조사하기 위하여 이

번에는 3차원 충전 에너지 모델을 사용하였을 때에 PbSe결정의 크기에 따른 전자 

이동성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13은 3차원 충전 에너지 모델에서 β=9를 

사용한 경우 결정 간 거리가 0.5nm와 0.6nm 일 때의 결정 크기에 다른 전자 이동

성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특히 결정 간 거리가 0.5nm에서는 결정의 크기가 커지면

서 전자 이동성이 크게 감소하였다. 식 (1)에 의하면 β=9로 충전 에너지를 계산하

였을 때에 충전 에너지는 앞서 계산한 β=2일 때의 충전 에너지에 비하여 4.5배 

작아지게 되고 활성화 에너지의 크기에 다른 변화 폭이 감소하기 때문에 크기에 

따른 결합 에너지의 영향을 많이 받아 결정의 크기가 커질수록 전자 이동성이 감

소하는 결과를 나타낸다.  

β=2인 모델을 사용하였을 때에 실험결과와 전자 이동성의 변화가 일치하였



고

아

알

그

고 따라서 위

아 전달해주

알 수 있었다

 

 

 

 

 

그림 13 β=

0.6nm에서

 

위의 결과로부

는 가장 인접

다. 

=9인 충전 

서의 결정 크기

부터 나노 결

접한 두 개의

에너지 모델

기에 따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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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배열에서

의 결정과의

델을 사용하였

전자 이동성 계

서의 전하이동

강한 상호작

였을 때의 결

계산값과 실험

동 메커니즘이

작용에 의해 

결정 간 거리가

험값[10] 

이 전하를 받

일어났음을

 

가 0.5nm와

받

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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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β=9인 차원 충전 에너지를 사용하였을 때에 전자 이동상의 메커니즘 

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다. 축소된 궤도공간을 계산하였을 때 앞서 β=2인 충전 에

너지 모델에서는 계산한 모든 크기에서 축소된 궤도공간이 C1으로 수렴하여 전자 

이동 메커니즘이 최인접 도약 메커니즘뿐이었다. 그러나 약 9개의 이웃한 결정과 

상호작용한다고 가정한 나노 결정 배열에서는 결정의 크기가 작고 결정간 거리가 

짧을수록 C2로 수렴하여 메커니즘이 변화를 볼 수 있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실

험결과를 재현하지 못하였으므로 실제 나노 결정 배열에서의 메커니즘과는 상관이 

없다. 

Mott에 의해 나노 결정 배열에서의 전하 이동 메커니즘은 최인접 도약 메커니

즘 뿐 아니라 가변 범위 깡총 뛰기(variable-range hopping)으로 이동 거리가 늘어날 

수 있음이 제시되었다.[43] 우리 모델에서 C2로 수렴하였을 경우는 가변 범위 깡총 

뛰기 메커니즘의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0, 11, 12은 결정의 크기에 따른 결정간 결합 에너지와 충전 에너지 값, 그

리고 수렴한 축소된 궤도공간을 보여준다. 아래 결과를 볼 때에 결합 에너지가 충

전 에너지보다 클 때에 가변 범위 깡총 뛰기 메커니즘으로 전하의 이동이 일어나

고 결합 에너지가 충전 에너지 보다 작을 경우에는 최인접 도약 메커니즘으로 전

하의 이동이 일어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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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meter coupling E charging E C space 

(nm) (cm-1) (cm-1)   

3.6  193.6  126.0  C2 

4.2  153.2  102.0  C2 

5.1  100.8  78.0  C2 

6.0  72.6  62.0  C2 

7.0  56.5  50.0  C2 

 

표 10. PbSe 나노 결정 사이의 거리가 0.5nm일 때 결정의 크기에 따른 결합 에너

지, β=9인 충전 에너지와 수렴한 축소된 궤도공간 

 

 

 

 

diameter coupling E charging E C space 

(nm) (cm-1) (cm-1)   

3.6  133.1  136.0  C2 

4.2  100.8  109.0  C2 

5.1  72.6  83.0  C2 

6.0  52.4  66.0  C2 

7.0  40.3  54.0  C1 

  

표 11. PbSe 나노 결정 사이의 거리가 0.6nm일 때 결정의 크기에 따른 결합 에너

지, β=9인 충전 에너지와 수렴한 축소된 궤도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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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meter coupling E charging E C space 

(nm) (cm-1) (cm-1)   

3.6  64.5  156.0  C1 

4.2  48.4  124.0  C1 

5.1  32.3  94.0  C1 

6.0  24.2  74.0  C1 

7.0  16.1  60.0  C1 

 

표 12. PbSe 나노 결정 사이의 거리가 0.8nm일 때 결정의 크기에 따른 결합 에너

지, β=9인 충전 에너지와 수렴한 축소된 궤도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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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  론 

 

본 연구에서는 OFPF 경로 적분법을 이용하여 반도체 나노 결정 배열에서 결

정의 크기에 따른 전자와 홀의 이동성을 연구하였다. 크기에 따른 나노 결정 배열

을 모사하기 위하여 시뮬레이션에 필요한 두 가지 파라미터를 계산하였다. 첫 번

째 파라미터는 결정과 결정 사이의 결합 에너지로 유효 질량 근사법으로 두개의 

양자 우물 구조의 에너지를 계산하여 얻었고, 두 번째 파라미터는 활성화 에너지

로 나노 결정 배열의 충전 에너지를 계산하여 얻었다.  

먼저 CdSe 나노 결정 배열에서 크기에 따른 전자 이동성을 계산하였는데 실

험에 따르면 결정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 전자 이동성도 증가하는데 그 이유로 결

정의 크기가 클 경우 도약 횟수가 줄어들고 활성화 에너지도 작기 때문으로 알려

져 있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험과 동일한 경향성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PbSe 나노 결정 배열에서는 6nm까지는 결정의 크기가 커질 때 전자 

이동성이 증가하지만 결정의 크기가 6nm보다 더 커질 경우 오히려 전자 이동성이 

감소하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두 가지 파라미터로 계산하였는

데 충전 에너지를 한 개의 결정이 가장 인접한 두 개의 결정과 상호작용한다고 가

정하고 계산하였을 때에 위와 같은 현상을 볼 수 있었다. 전자의 이동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도약 속도와 전하가 한번 도약 할 때 이동하는 거리로 나눌 수 있으

며 최인접 도약 모델에서 한번 도약 시 이동하는 거리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본 연구 모델에서는 결합 에너지와 충전 에너지의 영향으로 도약 속도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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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 에너지가 크고 충전 에너지가 작을수록 도약 속도는 빠르며 동일한 결정 간 

간격 조건에서 결정의 크기가 증가하면 결합 에너지와 충전 에너지가 작아진다. 

결국 이 두 파라미터의 상충 작용으로 크기에 따라 전자의 이동성이 결정된다. 

결정의 크기가 작을 경우 표면이 평면형태이지만 결정의 크기가 커지면서 곡

면형태가 존재하였다. 따라서 지방족 리간드처럼 요동이 가능한 경우 곡면에서 표

면의 리간드가 벌어질 수 있어 생기는 리간드의 겹쳐짐 현상 때문에 결정의 크기

가 커질수록 결정 간 거리가 줄어들 수 있다. 결정의 크기에 따른 표면 변화로 인

해 결정 간 거리가 크기가 달라지므로 전자 이동성의 급격한 변화가 생긴다. 

또한 실험에서 홀의 이동성은 결정의 크기가 증가하면서 이동성도 증가하는 

형태를 보였고 시뮬레이션 결과도 이와 일치하였다. 이것은 홀의 경우 전자에서보

다 장벽의 유효질량이 크거나 혹은 장벽의 높이가 높은 이유 등으로 결합상수가 

작아지면서 상대적으로 크기에 따른 변화 폭 또한 줄어들기 때문에 전자에서와 같

은 현상을 관찰할 수 없었다. 

연구에서 충전 에너지를 β의 값을 다양하게 하여 시뮬레이션 하였을 때에 β

가 2인 모델에서 전자가 실험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를 얻었고 충전 에너지가 전하

를 받아 전달해주는 가장 인접한 두 개의 결정과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나노 결정 배열에서의 전하 이동 메커니즘은 가장 가까운 결정으로 이동하는 

최인접 도약 메커니즘과 최인접 결정보다 이동 거리가 늘어나는 가변 범위 깡충 

뛰기 메커니즘이 있는데 시뮬레이션에서 결합 에너지가 충전 에너지가 클 경우에 

가변 범위 깡충 뛰기 메커니즘으로의 변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49 

부 록 

 

A. 활성화 에너지로 재배열 에너지 추산하기 

 

그림 5의 I과 II의 포물선의 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먼저 첫 번째 결정의 위치에너지 표면인 I의 경우 

 2y ax                                (a-1) 

두 번째 결정(II)의 경우 첫 번째 결정과 1만큼 떨어져 있으며 전위차가 10mV 

(=81cm-1)이므로 다음과 같다. 

 2( 1) 81y a x                              (a-2) 

두 식의 만나는 점은 활성화 에너지 값이므로 먼저 두 식을 같다고 놓고 a에 대한 

식으로 나타낸 후, 이 때의 x값에서 식 (16)은 활성화 에너지이므로 a에 대한 식으

로 나타낼 수 있다. 이 두 식을 풀어 계수인 a값을 먼저 계산한다. 

마지막 결정인 5번째 결정(△E=81*4=324cm-1)에서 

2( 4) 324y a x                             (a-3) 

이다. 여기서 위에서 구한 a값을 대입할 수 있다. x가 0일 때에 y값은 첫 번째 결

정에서 마지막 결정의 재배열 에너지를 나타낸다. 

    이를 우리 프로그램에 사용하는 용매화 에너지(solvation energy) 형태로 나타내

기 위해 위에서 식 (a-4)의 재배열 에너지와 용매화 에너지 관계식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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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S
DA

E
d


                            (a-4) 

여기서 λ는 재배열 에너지, ES는 용매화 에너지, dDA는 첫 번째 결정과 마지막 

결정 사이의 거리를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계산한 재배열 에너지에 π/16을 곱

하여 용매화 에너지를 구하였다. 

표 13에 β가 2인 충전 에너지로 재배열 에너지를 추산한 값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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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ameter charging E reorganization E 

    (nm) (cm-1) (cm-1) 
in

te
r-

cr
ys

ta
l d

is
ta

nc
e 

0.
5n

m
 

3.6  567.0  8748 

4.2  459.0  7020 

4.5  414.0  6300 

5.1  351.0  5292 

6.0  279.0  4140 

7.0  225.0  3276 

8.0  189.0  2700 

0.
6n

m
 

3.6  612.0  9468 

4.2  490.5  7524 

4.5  445.5  6804 

5.1  373.5  5652 

6.0  297.0  4428 

7.0  243.0  3564 

8.0  202.5  2916 

0.
7n

m
 

3.6  657.0  10188 

4.2  526.5  8100 

4.5  477.0  7308 

5.1  400.5  6084 

6.0  319.5  4788 

7.0  256.5  3780 

8.0  211.5  3060 

 

표 A1. 나노 결정의 크기와 결정 간 거리에 따른 재배열 에너지 추산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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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PbSe와 CdSe 나노 결정 배열에서 전하 이동성 계산에 사용한 

파라미터 총괄표 

 

 

 

  

electron 

 

hole 

diamet

er 

couplin

g E 

chargin

g E 

diamet

er 

couplin

g E 

chargin

g E 

(nm) (cm-1) (cm-1) (nm) (cm-1) (cm-1) 

in
te

r-
cr

ys
ta

l 
d
is
ta

nc
e 

0.
5n

m
 

3.6  193.6 567.0 
0.

5n
m

 
3.6 116.9  567.0  

4.2  153.2 459.0 4.2 92.7  459.0  

4.5  129.0 414.0 4.5 80.7  414.0  

5.1  100.8 351.0 5.1 64.5  351.0  

6.0  72.6  279.0 6.0 44.4  279.0  

7.0  56.5  225.0 7.0 36.3  225.0  

8.0  40.3  189.0 8.0 28.2  189.0  

0.
6n

m
 

3.6  133.1 612.0 

0.
6n

m
 

3.6 76.6  612.0  

4.2  100.8 490.5 4.2 60.5  490.5  

4.5  88.7  445.5 4.5 52.4  445.5  

5.1  72.6  373.5 5.1 40.3  373.5  

6.0  52.4  297.0 6.0 28.2  297.0  

7.0  40.3  243.0 7.0 24.2  243.0  

8.0  28.2  202.5 8.0 16.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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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e
r-

cr
ys

ta
l 
d
is
t. 

0.
7n

m
 

3.6  92.7 657.0 

0.
7n

m
 

3.6  48.4  657.0  

4.2  68.6 526.5 4.2  36.3  526.5  

4.5  64.5 477.0 4.5  32.3  477.0  

5.1  48.4 400.5 5.1  24.2  400.5  

6.0  36.3 319.5 6.0  20.2  319.5  

7.0  28.2 256.5 7.0  16.1  256.5  

8.0  20.2 211.5 8.0  12.1  211.5  

 

표 A2. CdSe 나노 결정 배열에 사용한 파라미터 

 

 

 

 

 

  
diameter coupling E charging E

(nm) (cm-1) (cm-1) 

in
te

r-
cr

ys
ta

l d
is

t. 

0.
3n

m
 

3.6  165.3  468.0  

4.2  121.0  378.0  

4.5  96.8  346.5  

5.1  76.6  292.5  

6.0  48.4  234.0  

 

표 A3. CdSe 나노 결정 배열에서 사용한 파라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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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입력파일 샘플 

 

1. PbSe 결정배열에서 결정크기는 3.6nm 이고 결정 간격은 0.6nm 인 

입력파일 

 

 

2.0d0  5000.d0                            # dt, tmax in femtosecond 

300.d0                                   # temperature in K 

1.d-9  1.01                               # cutoff0, thresh 

1.d0  0.d0  0.d0  0.d0                     # rho0(1,j), j=1, ndvr 

1.d0  0.d0  0.d0  0.d0                     # rho0(2,j), j=1, ndvr 

1.d0  0.d0  0.d0  0.d0                     # rho0(3,j), j=1, ndvr 

1.d0  0.d0  0.d0  0.d0                     # rho0(4,j), j=1, ndvr 

1.d0  0.d0  0.d0  0.d0                     # rho0(5,j), j=1, ndvr 

5   0   100                              # itls(j), nbath, NB 

-1.d0   0.d0    1.d0    2.d0    3.d0        # sdvr(j), j=1, ndvr in Angstrom 

0.d0    133.d0  0.d0    0.d0    0.d0        # href(1,j), j=1, ndvr in cm-1 

133.d0  -81.d0  133.d0  0.d0    0.d0        # href(2,j), j=1, ndvr in cm-1 

0.d0    133.d0  -162.d  133.d0  0.d0        # href(3,j), j=1, ndvr in cm-1 

0.d0    0.d0    133.d0  -243.d0 133.d0      # href(4,j), j=1, ndvr in cm-1 

0.d0    0.d0    0.d0    133.d  -324.d0      # href(5,j), j=1, ndvr in cm-1 

800.d0  8128.d0  1.d0                   # wc(cm-1), Esol(cm-1), fmassb(not important) 

1                                        #IPATH 1-sequential, 2-cohe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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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dSe 결정배열에서 결정크기는 3.6nm 이고 결정 간격은 0.3nm 인 

입력파일 

 

 

2.0d0   3000.d0                         # dt, tmax in femtosecond 

300.d0                                  # temperature in K 

1.d-9   1.01                             # cutoff0, thresh 

1.d0  0.d0  0.d0  0.d0                    # rho0(1,j), j=1, ndvr 

1.d0  0.d0  0.d0  0.d0                    # rho0(2,j), j=1, ndvr 

1.d0  0.d0  0.d0  0.d0                    # rho0(3,j), j=1, ndvr 

1.d0  0.d0  0.d0  0.d0                    # rho0(4,j), j=1, ndvr 

1.d0  0.d0  0.d0  0.d0                    # rho0(5,j), j=1, ndvr 

5   0   100                             # itls(j), nbath, NB 

-1.d0   0.d0    1.d0    2.d0    3.d0       # sdvr(j), j=1, ndvr in Angstrom 

0.d0    165.d0  0.d0    0.d0    0.d0       # href(1,j), j=1, ndvr in cm-1 

165.d0  -81.d0  165.d0  0.d0    0.d0       # href(2,j), j=1, ndvr in cm-1 

0.d0    165.d0  -162.d  165.d0  0.d0       # href(3,j), j=1, ndvr in cm-1 

0.d0    0.d0    165.d0  -243.d0 165.d0     # href(4,j), j=1, ndvr in cm-1 

0.d0    0.d0    0.d0    165.d0 -324.d0     # href(5,j), j=1, ndvr in cm-1 

800.d0  6316.d0 1.d0                    # wc(cm-1), Esol(cm-1), fmassb(not important) 

1                                       #IPATH 1-sequential, 2-cohe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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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GRAM TUNFILT 

       COMMON/A1/S2,PSI,JP,ETA,ETA2,PSIT 

       COMMON/A2/WW,BH 

       COMMON/A4/ST,IFLAG 

       COMMON/A5/BW 

       COMMON/A6/PI 

       COMMON/A7/KOF,KP 

       COMMON/A8/EM 

       COMMON/A9/EINIT,VA,TRANSC 

       COMMON/B2/DIST,MO,C 

       REAL*8 WW(40),EM(2),BW(40) 

       REAL*8 KOF,KP,MO,BH(40),PRECISE 

       REAL*8 S2(4,2,2),ST(2,2),PSI,TRANSC,NUM,DEN 

       REAL*8 C,PI,H,EINIT,DIST,TRANLOG,ELP 

     1 ,PSIT,EL 

       H=6.58218D-16 

       C=2.997924D+10 

       PI=3.141592654D0 

       MO=.5110034D+6 

       PRECISE=0.001D0 

c 

c      INPUT FILE IS TUNIN 

c 

c      OUTPUT FILE IS CURD. IT CONTAINS THE ENERGY AND 

c      THE LOGARITHM OF THE TRANSMISSION 

COEFFICIENT 

c 

       OPEN(UNIT=3,FILE='DATA') 

       REWIND 3 

       OPEN(UNIT=10,FILE='TUNIN') 

       REWIND 10 

       OPEN(UNIT=33,FILE= 'TUMX') 

       REWIND 33 

       OPEN(UNIT=34, FILE= 'CURD') 

       REWIND 34 

 

 

 

 

 

 

       WRITE(3,1) 

 1     FORMAT(1X,'INPUT THE NUMBER OF WELLS') 

       READ(10,*) NWZ 

       NWELLS=NWZ+2 

c 

c      THE NUMBER OF WELLS INPUT IS THE NUMBER OF 

WELLS BORDERED 

c      BY BARRIERS 

c 

       WRITE(33,*) 'NUMBER OF WELLS',NWZ 

       WRITE(3,2) 

 2     FORMAT(1X,'BARRIER WIDTH?') 

       NWELL=NWELLS-1 

c      THE NUMBER OF BARRIERS IS ONE MORE THAN NWZ. 

c      THE CODE IS WRITTEN SUCH THAT THE INITIAL AND 

FINAL 

c      REGIONS ARE WELL REGIONS. THE CODE 

AUTOMATICALLY ADDS 

c      THESE LAYERS. 

       DO 582 I=1,NWELL 

         READ(10,7) BW(I) 

       WRITE(33,*) 'BARRIER WIDTH',BW(I) 

 582   CONTINUE 

       WRITE(3,*) 'WELL WIDTHS' 

       DO 6 I=1,NWZ 

       READ(10,7) WW(I) 

       WRITE(33,*) WW(I) 

 6     CONTINUE 

       WRITE(3,*) 'BARRIER HEIGHTS IN eV' 

       WRITE(33,*) 'BARRIER HEIGHTS IN eV' 

       DO 83 J=1,NWELL 

       READ(10,7) BH(J) 

       WRITE(33,*) BH(J) 

 83    CONTINUE 

c 

D. 결합 에너지 계산에 사용한 코드(Fortran 77 cod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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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THE CODE ACCOMODATES DIFFERENCES IN 

EFFECTIVE MASS IN THE 

c      HETEROSTRUCTURE. NEVERTHELESS,  ONE CAN 

RUN THE CODE USING 

c      ONLY THE FREE SPACE VALUES. IN THIS CASE CHOOSE 

1.0 FOR THE 

c      EFFECTIVE MASSES. 

c 

       WRITE(3,*) 'INPUT THE EFFECTIVE MASS' 

       READ(10,7) EM(1) 

       READ(10,7) EM(2) 

       WRITE(33,*) 'EFFECTIVE MASSES',EM(1),EM(2) 

c 

c       THE MINIMUM ENERGY IS TYPICALLY ZERO. WHILE 

THE MAXIMUM SHOULD 

c       NOT EXCEED THE BARRIER HEIGHT. THE SflALLER 

THE DIFFERENCE THE 

c       MORE POINTS EVALUATED IN THIS RANGE. 

c 

       WRITE(3,*) 'INPUT THE ENERGY MIN, MAX, AND DIFF' 

       READ(10,*) IMIN 

       READ(10,*) IMAX 

       READ(10,*) IDIFF 

 7     FORMAT(D15.10) 

       DO 150 ISAM=IMIN,IMAX,IDIFF 

       IFLAG=0 

       DO 730 KJ=1,4 

       DO 730 KJ1=1,2 

       DO 730 KJ2=1,2 

 730   S2(KJ,KJ1,KJ2)=0.0D0 

       DO 731 KJ=1,2 

       DO 731 KJ1=1,2 

 731   ST(KJ,KJ1)=0.0D0 

       EINIT=ISAM*PRECISE 

       KOF=DSQRT(2.D0*EM(1)*MO*(EINIT)/(H*C)**2) 

       ATOT=0.0D0 

       DO 10 I=1,NWELL 

       DIST=0.0D0 

       JP=I 

       CALL MAT(1) 

       DIST=DIST+BW(I) 

       CALL MAT(2) 

       IF(I.EQ.NWELL) THEN 

KP=KOF 

        CALL MAT(5) 

        CALL MULT 

        GO TO 10 

       END IF 

       CALL MAT(3) 

       DIST=DIST+WW(I) 

       CALL MAT(4) 

       CALL MULT 

       IX=I+1 

 10    CONTINUE 

       DEN=(ST(1,1)+ST(2,2))**2 

       WRITE(33,*) DEN 

       DEN=DEN+(-ST(2,1)/KP*EM(1)+ST(1,2)*KOF/EM(1))**2 

       NUM=4.D0 

       TRANSC=NUM/DEN 

       TRANLOG=DLOG(TRANSC) 

       WRITE(33,*) 'VALUE OF THE TRANS COEFF:',EINIT, 

TRANSC 

       WRITE(34,*) EINIT, TRANLOG 

 150   CONTINUE 

       STOP 

       END 

C      ************* 

C      SUBROUTINE MAT 

C      THIS SUBROUTINE CALCULATES THE VALUES OF THE 

FOUR TWO BY 

C      MATRICES. 

       SUBROUTINE MAT(M) 

       COMMON/A1/S2,PSI,JP,ETA,ETA2,PSIT 

       COMMON/A2/WW,BH 

       COMMON/A4/ST,IFLAG 

       COMMON/A5/BW 

       COMMON/A7/KOF,KP 

       COMMON/A8/EM 

       COMMON/A9/EINIT,VA,TRANSC 

       COMMON/B2/DIST,MO,C 

       REAL*8 KOF,KP,MO,EMASS,C,DIST 

       REAL*8 S2(4,2,2),ST(2,2),PSI,TRANSC,PSI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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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L*8 WW(40),EM(2),BH(40),BW(40),PI,H,PSIT,EINIT 

       DATA PI/3.141592654D0/H/6.58218D-16/ 

C 

       IF(M.LE.2) THEN 

        EMASS=EM(2) 

        PSIT=DSQRT(2.D0*EMASS*MO*(BH(JP)-EINIT)/(H*C)**2) 

        PSI1=PSIT*(DIST) 

       ELSE 

        EMASS=EM(1) 

        PSIT=DSQRT(2.D0*EMASS*MO*(EINIT)/(H*C)**2) 

        PSI1=PSIT*(DIST) 

       END IF 

C 

C      NOTE THAT THE MASSES DIVIDE OUT DURING THE 

CALCULATION 

C      SUCH THAT IT IS NOT NECESSARY TO CONSIDER THE 

MASS IN TERMS 

C      OF eV/C**2. RATHER ALL THAT IS NECESSARY IS TO 

INCLUDE THE 

C      OF eV/C**2. RATHER ALL THAT IS NECESSARY IS TO 

INCLUDE THE 

C      EFFECTIVE MASSES THEMSELVES. 

C 

C      WRITE(33,*) 'MAT', M, PSIT, PSI1, DIST 

       IF(M.EQ.5) THEN 

        DO 18 I=1,2 

        DO 18 J=1,2 

        IF(I.NE.J) THEN 

        S2(3,I,J)=0.0D0 

        S2(4,I,J)=0.0D0 

       ELSE 

        S2(3,I,J)=1.0D0 

        S2(4,I,J)=1.0D0 

       END IF 

 18    CONTINUE 

        RETURN 

        END IF 

C 

       IF(M.EQ.1) THEN 

        S2(1,1,1)=DCOSH(PSI1) 

        S2(1,1,2)=DSINH(PSI1) 

        S2(1,2,1)=DSINH(PSI1)*PSIT*1.D0/EMASS 

        S2(1,2,2)=DCOSH(PSI1)*PSIT*1.D0/EMASS 

        GO TO 34 

       END IF 

       IF(M.EQ.2) THEN 

        S2(2,1,1)=DCOSH(PSI1) 

        S2(2,1,2)=-1.D0*DSINH(PSI1)/PSIT*EMASS 

        S2(2,2,1)=-1.D0*DSINH(PSI1) 

        S2(2,2,2)=DCOSH(PSI1)/PSIT*EMASS 

        GO TO 34 

       END IF 

       IF(M.EQ.3) THEN 

        S2(3,1,1)=DCOS(PSI1) 

        S2(3,1,2)=DSIN(PSI1) 

        S2(3,2,1)=-1.D0*DSIN(PSI1)*PSIT*1.D0/EMASS 

        S2(3,2,2)=DCOS(PSI1)*PSIT*1.D0/EMASS 

        GO TO 34 

       END IF 

       IF(M.EQ.4) THEN 

        S2(4,1,1)=DCOS(PSI1) 

        S2(4,1,2)=-1.D0*DSIN(PSI1)/PSIT*EMASS 

        S2(4,2,1)=DSIN(PSI1) 

        S2(4,2,2)=DCOS(PSI1)/PSIT*EMASS 

       END IF 

34     RETURN 

       END 

c      * * * * * * *  * * * * * * * 

c      SUBROUTINE MULT 

c 

c        IN THIS ROUTINE THE NATICES ARE MULTIPLIED 

TOGETHER 

       SUBROUTINE MULT 

       COMMON/A1/S2,PSI,JP,ETA,ETA2,PSIT 

    COMMON/A4/ST,IFLAG 

       REAL*8 S2(4,2,2),ST(2,2),STT(4,2,2),PSI ,PSIT 

       REAL*8 A1,B1,C1,D1 

c 

       STT(1,1,1)=S2(1,1,1) 

       STT(1,1,2)=S2(1,1,2) 

       STT(1,2,1)=S2(1,2,1) 

       STT(1,2,2)=S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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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10 I=2,4 

       STT(I,1,1)=STT((I-1),1,1)*S2(I,1,1) 

       STT(I,1,1)=STT(I,1,1)+STT((I-1),1,2)*S2(I,2,1) 

       STT(I,1,2)=STT((I-1),1,1)*S2(I,1,2) 

       STT(I,1,2)=STT(I,1,2)+STT((I-1),1,2)*S2(I,2,2) 

       STT(I,2,1)=STT((I-1),2,1)*S2(I,1,1) 

       STT(I,2,1)=STT(I,2,1)+STT((I-1),2,2)*S2(I,2,1) 

       STT(I,2,2)=STT((I-1),2,1)*S2(I,1,2) 

       STT(I,2,2)=STT(I,2,2)+STT((I-1),2,2)*S2(I,2,2) 

10     CONTINUE 

       IF(IFLAG.EQ.0) THEN 

        ST(1,1)=STT(4,1,1) 

        ST(1,2)=STT(4,1,2) 

        ST(2,1)=STT(4,2,1) 

        ST(2,2)=STT(4,2,2) 

       ELSE 

        A1=ST(1,1)*STT(4,1,1)+ST(1,2)*STT(4,2,1) 

        B1=ST(1,1)*STT(4,1,2)+ST(1,2)*STT(4,2,2) 

        C1=ST(2,1)*STT(4,1,1)+ST(2,2)*STT(4,2,1) 

        D1=ST(2,1)*STT(4,1,2)+ST(2,2)*STT(4,2,2) 

        ST(1,1)=A1 

        ST(1,2)=B1 

        ST(2,1)=C1 

        ST(2,2)=D1 

       END IF 

C 

        IFLAG=1 

        RETURN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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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iconductor nanocrystals are materials applicable to various fields such as solar 

cell, luminous element and transistors. The size and shape of its individual crystal are closely 

related to electronic properties. For industrial applications of semiconductor nanocrystal, it is 

important to develop materials with high electron conductivity. In general, as the size of 

nanocrystal becomes larger, the number of hopping decreases and the activation energy 

reduces. So electron mobility has been known to increase. However, recent study on electron 

mobility depending on size of PbSe nanocrystal shows that electron mobility decreases as the 

size becomes larger when the size of nanocrystal is over 6 nm.  The cause of this 

phenomenon is unknown and controversial. For example, when coupling energy between 

crystals is calculated with the quantum well model, as the size of crystals increases, the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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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reases. But electron mobility calculated with Einstein’s equation is different to this result. 

In this study, nanocrystal array was modeled with size-dependent coupling energy 

between crystals and size-dependent activation energy. The coupling energy was calculated 

using energy of two quantum well structures with effective mass approximation. The 

activation energy was calculated with the conventional charging energy formula. Time-

evolution of electron density was simulated by the on-the-fly filtered path integral method and 

rate constant was calculated through curve fitting. The electron mobility depending on size 

was calculated quantum dynamically and this study attempted to verify the reason why the 

electron mobility varies by the size of nanocrystal. 

Two major factors affecting electron mobility are hopping rate and hopping distance. 

In our model the hopping distance was fixed with crystal size, and the hopping rate was 

governed by coupling energy and charging energy in our model. Larger coupling energy 

means the stronger interaction between crystals and faster hopping rate. Charging energy is 

energy needed for neutral crystals to obtain electric charge, and when the charging energy is 

large, the activation energy increases, making it difficult for electric charge to move. Finally 

the electric electron mobility is determined through the conflict effect of the two parameters.  

Furthermore, in the structures of fixed distance between crystals, as the size 

becomes larger, the electron mobility increases about twice to the maximum. However, in the 

PbSe experiment, the electron mobility is sharply increased to approximately 20 times. When 

the size of a crystal is small, it has flat surfaces, but when the size of crystals gets lar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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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ved surfaces found. Therefore, ionic ligand such as hydroxide ligand has fixed distance 

between crystals, but in the case that fluctuation is possible like aliphatic ligands, the distance 

between crystals gets decreased as the size of crystals becomes larger due to overlap 

phenomenon of ligands caused by gap between ligands on curved surface. Rapid change of 

electron mobility is caused by changes on surface depending on the size of crystals. 

Moreover, when the charging energy was simulated with the three dimensional 

model, the model which one crystal interacts with its nearest two crystals showed the result 

according with this experimental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the charging energy was 

associated with two closest crystals which received the electric charge and transferred.  

This study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because it understands the changes in 

electron mobility depending on size through quantum dynamic calculations. 

 

 

 

Key words : seimiconductor nanocrystal, electron mobility, nanocrystal size, coupling energy, 

charging energy, on-the-fly filtered propagator functional path integr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