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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광학은 물질과 빛의 상호작용, 즉 물질에 의한 빛의 흡수 또는 방출 현상을 밝히는 학문으로서, 매우 빠른 시간 내에
일어나는 광현상과 관련된 스펙트럼의 시간적 변화를 포착하여 분석하는 시간 분해 분광학 (time-resolved
spectroscopy), 그리고 독립된 개개의 시스템들을 구분해내어 그것들의 광학 특성을 분석하는 공간 분해 분광학
(space-resolved spectroscopy)의두종류로나눌수있다.초극단의시간적정보와 초미세의공간적정보를동시에정
확히 얻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시간 그리고 공간 분해 분광학은 서로 독립적으로 발전됨과 동시에 상호 보완적
인 관계로 위치해왔다. 즉, 두 분광학 중 한 가지만으로는 물질에 대한 모든 정보를 얻어낼 수 없음을 뜻한다. 이에 본 연
구진은 우수한 성능을 지닌 다양한 시간 및 공간 분해 분광학 장비들을 도입하여 기능성 분자 소자에 대한 심도 깊은 연
구를수행중에있다.

기능성 분자 소자를 이루는 기본 단위 중 유기물질에 속하는 파이 전자 분자체 및 집합체, 무기물질인 양자점 그리고 유
기-무기하이브리드 물질인 페로브스카이트들은 이를 이루고 있는 단위체의 종류뿐만 아니라 갯수 및 결합 형태에 따라
그 구조가 크게 달라지고, 이에 따라 다양한 광물리/광화학적 특성들이 발현된다. 이를 본 연구진이 도입한 시간 그리고
공간 분해 분광학을 이용하여 다양한 유기 및 무기 시스템의 근본적인 물성 발현 메커니즘을 밝힐 수 있을 뿐 아니라 결
과적으로 원자 및 분자 수준에서 물질의 미시적 성질을 규명하고, 이러한 성질들을 제어하여 재료, 전자, 기기 등의 거시
적시스템에서 핵심적인정보를제공할 수있을것으로기대하는 바이다.

Time-Resolved
Spectroscopy

Space-Resolved
Spectroscopy

•  fs-Broadband Transient Absorption Spectroscopy

•  fs-Broadband Fluorescence Upconversion Spectroscopy

•  fs-Impulsive Stimulated Raman Spectroscopy

• Widefield Excitation Polarization Spectroscopy 

• Confocal Single Molecule/Dot Spectroscopy

• Fluorescence Lifetime Imaging Micros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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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펨토초광대역 순간흡수분광법 (fs-Broadband Transient Absorption Spectroscopy)

본 연구실에서는 비선형 광학물질인 PPSLT를 이용한 비선형 광파라메트릭 증폭기로 가측정 파장 영역 1100-1600
nm의 탐침광이 구축되어 있으며, 이는 가시광선 탐침광과 마찬가지로 펄스 압축을 통하여 현재 50-60 펨토초의 시간
분해능으로 최적화되어있다.

2.펨토초광대역형광 상위전환분광법 (fs-Broadband Fluorescence Up-conversion Spectroscopy)

본 연구실의 광대역 형광 상위 전환 분광법은 넓은 파장 영역 대의 형광을 실시간으로 관측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비선형 광파라메트릭 증폭기를 이용해 넒은 범위의 광여기 파장을 선택할 수 있으며 (400 nm, 490-630 nm), 펄스
압축기술로최적화된 시간분해능은 80-120 펨토초정도이다.

3.펨토초순간유도 라만분광법 (fs-Impulsive Stimulated Raman Spectroscopy)

현재 비선형 광파라메트릭 증폭기를 기반으로 하여 700-900 nm의 파장 범위와 반치전폭 120 nm를 지니는 펄스를
생성하여 라만 여기광, 탐침광으로 사용 중이며, 처프 거울쌍과 웨지프리즘쌍을 이용한 펄스 압축으로 9 펨토초의 시
간 분해능 (~2500 cm-1 까지의 진동수 가측정 범위)이 확보되어 있으며, 가시광역 영역대의 비선형 광파라메트릭 증
폭기도도입중이다

4자기장접목순간 흡수분광법 (Magneto-Transient Absorption Spectroscopy)

자기장접목순간흡수분광법은순간흡수분광장치에 1 T까지자기장을가할수있는전자석이접목되어있으며광학
딜레이를이용한측정법과펄스트레인을이용한방법을 도입하여각각펨토초에서나노초영역그리고나노초에서 마
이크로초영역에서외부자기장하에서의들뜬상태동역학을관찰할수있게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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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초점현미경법 (Confocal Microscopy for Single Molecule & Single Dot Spectroscopy)

공초점현미경법은 공초점 원리를이용하여 초점과일치하는빛만을선택적으로검출하는레이저현미경법이다. 이를이
용하면 단분자, 단일 입자 수준에서 형광세기 변화 추이, 형광 스펙트럼, 형광 소멸 시간을 측정 할 수 있으며, 분자의 형
광 편광 정보 또한 동시에 얻을 수 있다. 공초점 방식의 공간 분해능은 회절 한계인 λ/2 ≈ 200 nm 이며, single photon
counting시스템의시간분해능은 200 ps이다.

2.넓은장여기편광 분광법 (Wide-field Excitation Polarization Spectroscopy)

여기 편광 형광 분광 시스템은 분자의 입체구조를 연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일정한 주기로 회전하는 직선 편광된 빛을
단일 입자에 가하면서 형광 세기를 시간에 따라 측정할 때, 분자의 이중극자 모멘트의 방향과 직선 편광 된 여기광의 방
향 사이의 각도에 따라서 형광의 세기가 주기적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를 이용하여 변조 깊이(modulation depth),
M=(Imax-Imin)/(Imax+Imin) (0≤M≤1), 값을 정의할수있다.

Confocal Laser Scanning Microscopy

Fluorescence Lifetime Imaging Microscopy (FLIM) Transient Absorption Microscopy (TAM)

Wide-field Micros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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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간흡수현미경법 (Transient Absorption Microscopy)

다양한유/무기 소재가 응용되는형태인고체박막 상태의물성을파악하는것은 중요하다.공간적 불균일성을 갖는박막
내에서 물질 단위체 배열 형태에 따른 들뜬 상태 동역학을 조사하기 위해 시간과 공간 분해능을 동시에 갖는 순간 흡수
현미경시스템을 구축하고있다.들뜬상태의 공간적분포,박막내엑시톤/전하의 확산 및전달과정을관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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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형광수명이미징현미경법 (Fluorescence Lifetime Imaging Microscopy, FLIM)

형광 수명 이미징 현미경법을 이용하면 공간상의 좌표에 따른 방출된 광자 시간 정보를 기록하여 박막 물질의 나노 미세
구조에 따른 형광 수명의 공간적 분포를 가시화하여 관찰할 수 있다. 공초점의 원리를 이용하여 회절 한계의 고분해능 분
광이미지를얻을수있으며, 여기광고정스캔방식으로 이미지분석을하여엑시톤 확산속도를직접관찰할수 있다.최
근다양한박막시료의 FLIM 이미징분석을 활발히진행하여시공간 분해전하동역학연구의 폭을넓혀가고있다.

Single molecule & single dot spectros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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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펨토초시간 분해순간유도라만분광측정 구성도.

펨토초시간분해순간유도라만분광법

시간 영역 대의 분자 구조의 변화를 관찰하기 어
려웠다. 최근 들어서 여러 해외 연구진들에 의해
펨토초 시간분해 순간유도 라만분광법
(Femtosecond time-resolved impulsive
stimulated raman spectroscopy) 이 개발/발전
되었고, 이에 여러 분자 소자들의 들뜬 상태 구조
변화 메커니즘 연구를 위하여 해당 분광법을 본
연구실에 구축하였다. 최근 고안정성 및 고출력의
성능으로 주목받고 있는 1030 nm 기본 파장의
이테르븀 재생 증폭 레이저 시스템(Pharos)을 새
로이 도입하여 이를 기반으로 시간 분해 순간 유
도 라만 분광 장치를 구축하였다. 무엇보다도 이
전에 만든 근적외선 영역의 700-1000 nm에 넓
게 분포하는 9.5 펨토초의 비선형 광 파라메트릭
증폭 펄스와 최근에 만든 가시광선 영역의 500-
700 nm의 7 펨토초 비선형 광 파라메트릭 증폭
펄스를이용한라만 pump, probe는본연구진이
주로 연구하는 다양한 기능성 나노 구조체들의 들
뜬 상태 흡수대의 영역과 잘 공명할 수 있어 실험
적 유연성이 매우 높다(그림 1). 이를 위해 설계된
광학 장비 도식은 그림 2에 나타냈다. 만들어진
비선형 광 파라메트릭 증폭 펄스의 안정도는 0.3-
0.5% 자승 평균 평방근 변동으로 매우 안정했으
며, 48시간이 지나도 스펙트럼 모양의 변동이 거
의 없었다. 이렇게 확보된 안정도와 시간 분해능
으로 연구단이 보유하고 있는 여러 시스템들에서
실험을활발히 진행하고있다.

자연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광화학적 반응들은 분자들의 구조적 변화를 유도하므로, 극초단 영역 내에서의 분자 구조
의 변화를 관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를 카메라로 포착하기 위하여 빠른 셔터 스
피드를 확보해야 하듯이, 분자의 진동 운동은 대부분 수십 펨토초의 영역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를 관찰하기 위해서
는 그보다 짧은 10 펨토초 수준의 빠른 시간 분해능을 지닌 광원을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이전까지는 일반적으로 피코
초레이저를이용한 시간분해라만분광법을 통해연구가진행되어 왔기때문에,이른

그림 1. 7 펨토초의 비선형 광 파라메트릭 증폭 펄스 스펙트럼(왼
쪽 위)와 시간 폭 정보(오른쪽 위) 그리고 측정 SHG-FROG 스펙
트럼(왼쪽 아래)와계산된 SHG-FROG 스펙트럼(오른쪽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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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 periscope
BS – beam splitter
HS – harmonic separator
SAP – sapphire plate
BBO – beta barium borate crystal
SPF – short pass filter
CM – chirped mirrors

W – wedges
λ/2 – half-wave plate
WGP – wire-grid polarizer
MS – miniature spectrometer
PD – photodiode
CH – chopper
FM – folding mi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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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대역순간흡수분광법

그림 1.광대역순간흡수 분광법측정구성도

그림 2.아세토나이트릴 측정결과.

1030 nm 기본 파장의 이테르븀 재생 증폭 레이저 시스템(Pharos)을 새로
이 도입하여 이를 기반으로 광대역 순간흡수 분광 장치를 구축하였다. 최근
에 만든 가시광선 영역의 500-700 nm의 7 펨토초 비선형 광 파라메트릭
증폭 펄스를 이용해서 pump 펄스로 사용하고, 백색광 연속체를 probe로
사용하였다(그림 1). 연구진이 주로 연구하는 다양한 기능성 나노 구조체들
의들뜬상태흡수대의영역과잘공명할수있어실험적 활용도가높을것으
로 기대하고 실험을 진행중이다. 특히, 펄스압축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 졌는
지 확인하기 위해 아세토나이트릴 솔벤트를 측정한 뒤 이를 각각의 파장대
에서 퓨리에 변환(Fourier transform)을 하였을 때 C-H 신축 진동인 2900
cm-1이 잘 관찰되었다(그림 2). 또한 프로브 안정도를 테스트 하였을 때
30000 펄스의 평균으로 RMS fluctuation을 측정해 봤을 때 실제 실험에서
2*10-5 ΔA 정도의 시그널을 구분해낼수 있는 것으로 판명됐다(그림 3). 프
로브 스펙트럼이 상대적으로 블루 쪽이 약하게 CCD로 들어가는 문제가 발
견됐었는데, 이는 직사각형의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ND 필터를 통해 블루에
있는 빛은 강하게, 레드 쪽 빛은 약하게 넣어주면서 밸런스를 맞출 수 있었
다.

그림 3.프로브안정도 테스트결과.

가시광선 영역의 비선형
광 파라메트릭 증폭 펄스
의 안정도를 더욱 극대화
하는 방향으로 광학기기들
을 조정 중에 있으며, 이
광대역 순간흡수 분광법을
공명이 맞는 다양한 분자
시스템에 적용하여 연구를
수행할 계획에 있다. 특히,
초기에 생긴 파속이 특정
동역학에 따라 어떻게 변
화하는지를 분석하면 구조
변화와 특정 동역학의 상
관관계를 면밀히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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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도식화된 들뜬 상태 동역학 과정. 오합체 (위) 그리
고이합체 (아래)

그림 2. 시간 분해 흡수 및 형광 분광학 실험 결과. 시간
에따른정규화 TA 스펙트럼 (a) TF 스펙트럼 (b)

그림 1. 단량체(1), 이합체(2), 삼합체(3), 사합체(4), 오합체
(5)의 분자 구조 (a), 계산으로 얻어진 오합체의 분자 구조
(b), THF 용매에서 얻어진 정류 상태 흡광 및 형광 스펙트럼
(c)

유기 π-공액 반도체는 태양광 발전에서 디스플레이용 유
기 발광 다이오드(OLED)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광전자
응용 분야에서 여러 장점을 통해 무기 소자의 대체제로써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유기 π-공액 재료의 고유한 기능
중 하나는 분자 적층을 통해 전자 Manifold에 쉬운 튜닝
이 가능하다는 것과 여기자 상호작용을 통한 전하 수송,
단일항 핵분열(SF), 대칭 파괴 전하 분리 (SB-CS), 레이
징현상등의비평형 동역학을발현할수있다는 점이다.
이에 본 연구진은 유기 집합체 중 응용 분야에 걸림돌로
간주되는 전형적인 엑시톤 자가 트랩핑을 나타내는 H형
결합 응집체가 아닌 SF 또는 SB-CS와 같은 비평형 공정
이효율적으로 발현된다고알려진 Null-형 응집체에대한

엑시톤동역학을 조사하고자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분자는 크기가 정의된 퍼릴렌 비스이마이드
(PBI) Null-형 쌓임체(4종류)이다(그림 1). Null-형 커플링은 쿨
롱(쌍극자-쌍극자)과 전하 이동(CT) 매개(오비탈) 상호작용 간
의 상쇄 간섭을 통해 이 둘의 net 엑시톤 커플링 세기가 0일 때
를지칭한다.엑시톤커플링은단량체단위 사이의 분자 패킹구
조에 매우 민감하며 이로 인해 CT 상호작용의 정도가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져있다. 그림 1c에서 보이듯, 이합
체에서 오합체로 갈 수록 CT 밴드에 해당하는 600 nm 부근의
밴드가 점점 커지는 것을 관찰하였고, 형광의 경우 스펙트럼의
FWHM이 줄어듦과 동시에 0.09 (2), 0.22 (3), 0.39 (4),
0.50 (5) 형광 양자 값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흥
미로운결과를 바탕으로시간 분해흡수 (TA) 및형광 (TF)분광
법을측정하였고,그림 2와 같은결과를얻었다. TA결과를통해
모든 집합체에서 삼중항 쌍 (TT) 상태로의 전이가 발생하는 것
과 이러한 경향이 이합체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확인
하였다. 이는 CT 특성이 이합체에서 가장 큰 것을 보여주며 이
결과는 이합체에서 가장 큰 형광 스펙트럼의 변화 및 감소를 보
여주는 TF 분광실험과도일치한다. 이와더불어크기가큰

오합체로 갈수록 SF 효율이 감소하며 형광의 세기가 증가
하는 것과 집합체 중심부로의 엑시톤 편재화 과정이 효과
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크기가
큰 집합체에서 주변환경 및 용매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단
단한구조를갖는 다는것을예측할수있었다.
위 결과를 종합하여 그림 3으로 도식화 하였다. TA 및 TF
기술을 활용하여 Null-형 결합 강도를 갖는 크기가 다른
PBI 어레이에서의 엑시톤 동역학을 조사하였고, 더 큰(더
작은) 어레이에서 덜(더) 효율적인 SF 프로세스와 밝은(어
두운) 방출이 관찰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유
기 집합체에서의 광학 특성이 그 구조의 성질과 직접적인
관계를갖는다는 것을밝힐수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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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TMTQ분자의 분자구조와 분자내 전하이동에
의한들뜬상태방향성화 도식

방향성은분자의 안정성을결정짓는 중요한성질로써화학분야
에서연구되는 핵심적인연구분야중의 하나이다. 이러한분자
의방향성은휴켈이제안한휴켈의법칙에따라기본적으로
정의되는데, 최근은뫼비우스방향성, 베어드방향성등의새
로운종류의방향성이주목을받고있다. 특히 들뜬상태에서
방향성이뒤집힌다는특이한현상의베어드방향성에대한
이론적제시와실험적증명이활발히진행되고있다. 베어드
방향성을통해들뜬상태의안정성과에너지상태, 구조에따
른동역학등을조절할수있다는가능성때문에 그효용잠재
력과가치가매우높을것으로기대되고있다. 이와관련하여
본연구실에서는들뜬상태방향성역전에따른이전자이동
의안정화에대한연구결과를 Nature Communications에발표
한바있다. TMTQ분자는전자받개-주개-받개형태의올리고
머로가운데개체는 10개의파이전자를가지는 [10]애뉼렌으
로바닥상태에서는메틸렌브릿지에의해뒤틀린구조를가
지며비방향성 (non-aromatic)인성질을띄고있다. 이뒤틀린
[10]애뉼렌은 들뜬상태에서이전자이동에의해구조평평
화를동반하는파이공액을형성하여 8개의파이전자를가지
는베어드방향성을띄게된다. 지난연구에서는시간분해적
외선분광법(TRIR)을이용하여평평한구조를가지는것을입
증했는데이구조변화과정을더직접적으로모니터링하기
위해 sub-10 fs의펄스폭을가지는 Vis-, NIR-NOPA를이용하여
광대역순간흡수분광법을통해관측하고자하였다.

10 fs 의 펄스폭을 가지는 Vis-NOPA를 이용하여 여기시켜 발
생하는 TMTQ의 C=C stretching mode를비롯한 wave packet은
TA decay에 겹쳐져 나오는 oscillation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
를 각각 exponential fitting을 통해 TA decay profile을 제거하
면 oscillation 만 residual map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이
를 Fourier Transform (FT) 과정을거쳐주파수축의데이터로

나타나게 되면 각 파장별의 oscillation에 해당하는 진동 모드를 라만 스펙트라의 형태로 얻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얻
은 FT 결과를 2D map으로나타냈을때 들뜬상태의 wave packet 정보를가지고있는 excited state absorption (ESA) 영역
과바닥상태의 wave packet 정보를가지는 ground state bleaching (GSB) 영역의라만 스펙트럼이비교되게 나타나는것
을확인할수있다 (그림2). 특히 850 nm이상의 ESA 영역에서는 1500 cm-1 부근의 C=C stretching mode에해당하는라만
peak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를 시간에 따른 진동 모드의 크기, 주파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short-time FT (STFT) 분석을진행했다. 800 fs의크기를가지는 sliding window를사용하여 window를시간에따라옮기며
각시간에서 window안에해당하는 oscillation만 FT하게되면각각시간에따른 oscillation에해당하는라만스펙트럼을

뽑아 낼 수 있게 되고 이를 이어서 분석하게 되면 각 진동 모
드의 변화를 시간에 따라 확인 할 수 있게 된다. ESA영역의
876 nm에해당하는 oscillatory component를분석한 STFT map
을 보면 시간에 따른 주파수 변화는 관측되지 않았지만 빠른
시간내에 1460 cm-1에 해당하는 진동 모드가 크기가 줄어듦
에 따라 520 cm-1에 해당하는 진동 모드가 크기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자세히 분석하기 위해 oscillatory
component를 해당하는 주파수로 필터링 했을 때도 같은 크
기 변화양상을 보였는데, 진동 모드 양자 계산에 따르면 520
cm-1는 분자가 평평하게 벌어지는 bending motion에 해당하
고 1460 cm-1는 애뉼렌의 탄소들이 진동하는 C=C stretching
에 해당하는 진동 모드였다. 이는 애뉼렌의 방향성화를 위환
분자 평평화에 관여하는 진동 모드는 C=C stretching에 의한
분자 길이 변화가 먼저 일어나고 분자 전체 수준의 bending
motion에의한평평화가뒤따라온다고할수있다. 이러한실
험결과를뒷받침하기위해새로계발된 MRSF-TDDFT를이용
하여 계산이 진행 중이고 NAMD를 통해 분자의 들뜬상태 구
조변화에대한정보를얻을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그림 2. TMTQ의 광대역 순간흡수 분광법(broadband
TA) 스펙트라와 뽑아낸 oscillatory components

그림 3. ESA영역에서의 oscillation에 대한 STFT 분석
및진동모드계산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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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연구물질의 분자구조

나노 수준의 다양한 유기 분자 집합체를 연구하는 것은 전
자, 디스플레이, 신재생 에너지 산업과 같은 미래 기술에적
용하여저비용과고효율의소자성능을발현하기위한핵심
연구로써 여러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다. 유기 분자 집합체
는 단분자 수준에서 보이지 않던 에너지 및 전하 이동과 같
은 새로운 광물리·화학적 특성을 보이며, 이는 나노 구조체
내 분자 사이의 간격과 배열에 따라 상당히 다르게 발현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유기 나노 분자체의 구조에
따른 분자간 상호작용을 조사하고 이와 관련한 에너지 및
전하이동과정의 상관관계를밝히고자 한다.

그림 3. 펌프-파워에 따른 PBI-C5-2OMe 박막에서
의들뜬상태흡수 스펙트럼및동역학

PBI-C5 PBI-C5-2OMe PBI-C5-4OMe

그림 2. 정류 상태 흡수와 협광 스펙트럼. (a, b) PBI-C5
와 (c, d) PBI-C5-2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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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I-C5-2OMe>

분자 집합체는 빛 에너지와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프
렌켈 여기자 상태를 이루며 이러한 상태들은 전이 쌍극
자 모멘트, 흡수 및 형광 스펙트럼, 구조 변화에 따른 진
동모드의 뒤틀림 등의 다양한 변화를 수반한다. 이러한
전이는 펨토초 내의 상당히 빠른 현상인 결맞음 에너지
및 전하 이동 과정을 동반하여 일어나게 되는데 이는 유
기박막의분자쌓임즉배열과상당한연관성을갖고있
다. 따라서 본 연구진은 분자 집합체에서 일어나는 초극
단 현상과 이와 관련한 박막내 분자 배열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연구를 진행 중이다. 분자 배열에 따라 분자 간
의 장축과 단축의 겹침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며, 이에
따라서 전하 이동 상태의 특성의 크기가 다르게 발현 될
수 있고, 이는 바닥 혹은 여기 상태의 특성에 상당한 영
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진은 시간 분해 전자 및
형광 분광법을 이용하여 각 배열에 따라 다르게 발현되
는여기자동역학을 조사하였다.

퍼릴렌 비스이마이드 (PBI)는 상당히 높은 안정
성 및 치환체를 도입하여 다양한 구조적 및 전자
적 튜닝이 용이한 특징을 갖기때문에, 그림 1에
보이는 세 가지 PBI 분자체를 본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PBI bay 위치에 대칭적 치환체를
사용하여 PBI 중심부의 뒤틀림 정도를 조절하고,
이에 따라 다른 배열을 갖는 박막을 제작하였다.
현재 PBI-C5와 PBI-C5-2OMe 박막을 이용해 여
기자의 동역학을 조사하고 있으며, PBI-C5-
4OMe 박막은 공동 연구를 통해 전달 받을 예정
이다. 본 연구를 통해 PBI 박막에서 집합체의 배
열에 따라 다르게 발현되는 분자간 상호작용과
이와 관련한 에너지 및 전하 이동 현상을 조사하
고, 이는 실제 소자로의 응용을 위한 중요한 기준
점을제시해줄 수있을것이라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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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성(Aromaticity) 과 반방향성(Antiaromaticity)
은 π-전자 공액 분자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
표이다. 반방향성을 갖는 공액 파이전자 분자 시스템
들은 4n개의 파이전자로 이루어져 불안정한 상태로
존재한다. 본 연구실에서는 반방향성 분자로 이루어
진 서로 마주보는 구조의 이량체에서 분자간 상호작
용을 통하여 반방향성의 감소를 관측하기 위해 분광
학적실험을통해서 연구를진행하였다.

π

그림 2. 로자린 이량체의
온도에 따른 정류 상태
흡광 스펙트라와 확대된
근적외선흡광 전이.

정류상태 흡광 측정법 (Steady-state absorption spectroscopy)을 통해서, 반방향성을 갖는 로자린 단량체가 이량
체에서는 분자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반방향성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단량체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근적외선
영역 (950 nm)에서의 흡수 전이가 이량체에서는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분자간 상호작용으로 인한 반방향성
감소를 관찰하기 위해서 극저온(cryogenic)상태에서 정류상태 흡광 스펙트라를 측정하였다. 흡광의 세기가 전반적
으로 증가하였고, 특히 근적외선 영역 (950 nm)에서의 흡수 전이가 눈에 띄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
흡수 전이에서 적색 편이 (red shift)의 정도가 온도가 내려감에 따라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두 단량체 간의 상호작
용이 점점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2). 추가적으로, 펨토초 순간 흡수 분광법 (fs-TA)을 이용하여 시간에 따
른 이량체의 스펙트라 변화를 관찰하였다. 상온에서는 이량체의 소멸시간 (lifetime)이 짧게 관측되어 (9 ps) 단량체
와 비교하여 반방향성이 감소함을 관측하기 힘들었지만, 극저온 상태에서는 소멸시간이 증가함 (150 ps)에 따라 극
저온에서 분자간 상호작용으로 반방향성이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계산을 통해서도 이량체에서 두 단량체의 분
자간 상호작용으로 반방향성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방향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NICS(Nuclear
Independent chemical shift)를 계산하였다. 단량체에서는 10.2 ppm 정도로 나왔고, 이량체에서는 7.8 ppm 으
로 계산되어, 반방향성이 단량체에서보다 이량체에서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량체의 극저온에서의 방향성 변화
를더자세히 관측하기 위해서저온에서의 NMR 스펙트럼측정을수행하는것을 계획하고있으며, 이연구로 인하여
단량체간의 상호작용으로방향성이 변화하는분자로써이용될 수있을것이라고사료된다.

그림1.로자린단량체와 이량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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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로자린이량체의 상온과극저온(77 K)상태에서의 fs-TA 스펙트라.

그림 4. 로자린 이량체의
상온과 극저온(77 K) 상
태에서의 decay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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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시간분
해 형광 수명
이미징 현미경
장비의 모식도.
MAPbI3 페로브
스카이트 박막
의 나노패턴 보
조 결정화 과정.
다양한 패턴 구
조에 따른 전자
현미경 표면 구
조 이미지.
형광 수명 이미
지와 이에 대한
전하 수명의 공
간적 분포도 ,
그리고 누적 형
광 소멸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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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여기광 세기에 따른 전하 수명의 변화 추이와 재결
합 속도 상수. 나노패턴 결정화에 따른 물성의 변화와 전하
거동의 변화.

그림 3. 나노패턴 페로브스카이트 박막 표면에서의 전하 확산. 전
하 밀도 분포의 공간적 확산을 보여주는 나노초 시간 분해 형광
이미지. 시간에 따른 평균 제곱 변위와 확산도의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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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능 광전자 소자의 구현에 있어 페로브스카이트는 광활성층 물질로 꾸준히 관심을 받고 있다. 광전자 소자는 페로브스
카이트 층으로 전하를 주입하거나 그로부터 추출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높은 소자 효율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
하 수송층과의 계면에서 발생하는 전하의 거동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세대학교 박종혁 교수님 연
구실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페로브스카이트 박막의 표면을 제어하기 위해 고분자 틀을 이용하여 나노패턴 형태로 결정화
를 유도하였고 다양한 패턴의 기하 구조 각인에 따른 물성 및 전하 거동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결정립 크기와 유사한 수준
의 패턴 간격으로 인해 더욱 밀집한 결정립의 성장과 이에 따른 결정립계 메움 효과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패턴 표면의
전하 수명이 연장되었다. 또한, 전하 수명의 공간적 분포가 점진적으로 넓어짐을 통해 기준 박막과 비교하여 추가적인 작
용에 의해 공간-에너지 구성이 변화했음을 제시한다. 여기광 세기를 조절하여 다양한 전하 생성 밀도의 형광 수명 이미지
를 분석하였고 두 종류의 재결합 속도 상수가 나노패턴 형성에 각각 선택적으로 영향 받음을 보였다. 이를 통해 물질의 띠
구조변화와그에 따른전하의이동성향상과 에너지분포변화를유추할 수있다.시간분해형광이미징 분석을이용하여

박막 표면에서의 전하 밀도 분포 확산을 관찰한 결과 나노패
턴 형성에 의해 초기 전하 확산 속도가 D = 0.019 cm2/s 에
서 0.051 cm2/s 로큰폭으로증가한것을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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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InP 기반 양자점의 광발광 효율, 색순도 및 안정성
은 Cd 기반의 양자점에 준하는 수준으로 향상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nP 양자점 발광 다이오드의 성능은
아직 Cd 기반의 양자점 발광 다이오드에 뒤쳐지고 있다.
전하 주입 효율, 전하 이동성, 오제 재결합을 포함한 다
양한 요인들이 양자점 발광 다이오드의 성능을 결정짓
는다. 한편 양자점 표면 산화로 인한 표면 결함은 양자
점 발광 효율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유기 리간드는 양자
점 표면을 부동태화하기 위해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 결과들은 양자점을 둘러싸고 있는 유기 리
간드의 종류가 양자점 발광 다이오드의 성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한 문헌은 지방족 체인 길이가 짧
은 리간드로 표면 리간드를 치환했을 때, 양자점 발광
다이오드의 효율과 수명이 상당히 증가하였다고 발표했
다. (Nature 2019, 575, 634).

본 연구실에서는 지방족 체인 길이가 짧은 리간드가 양
자점 소자 성능을 향상시키는 메커니즘을 전하 주입 및
에너지 전달의 두 가지 관점에서 조사하였다. 올레산
(C18), 데칸산 (C10) 및 헥산산 (C6) 으로 둘러쌓인
InP/ZnSe/ZnS 양자점 3종을 준비하고 시간대 전류법을
측정하였다 (그림 1,2). 전기화학적 대전에 의한 전류가
리간드 길이가 짧은 경우 150% 이상 증가함을 보이며
유기 리간드의 길이가 전하 주입에 있어 에너지 장벽 역
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2. (위) −1 V (아래) +1.5 V 전위 하에서 리간드
길이에 따른 InP기반 양자점의 시간대 전류법.

그림 3. 리간드 길이에 따른
InP기반 양자점 박막의 형광
수명 이미지 및 해당 수명 히
스토그램.

달을 효과적으로 억제한다
는 점을 보여주었다. X선 회
절법은 짧은 리간드를 갖는
양자점은 리간드 길이가 긴
양자점에 비해서 약한 리간
드 간 상호작용을 하기 때
문에 근접한 양자점 간의
에너지 전달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 본 연구실의 전기화
학적, 광물리적 결과는 리간
드 교환이 양자점 발광 다
이오드 성능의 향상을 도래
한 원인을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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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올레산 (C18), 데칸산 (C10) 및 헥산산 (C6) 리간
드로 둘러쌓인 InP/ZnSe/ZnS 양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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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양자점 소자는 고체상으로 그 발광 특성이 양자점 개개의 특징 뿐만 아니라 주변 양자점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도 결정된다. 즉, 잘 정렬된 양자점 박막에서 양자점 간 상호작용은 형광 공명 에너지 전달을 유도할 수 있
다. 이는 양자점의 광발광 양자 수율을 낮추고, 양자점 소자의 발광 효율을 저하시킨다. 우리는 형광 수명 이미징
법을 이용하여 리간드 길이에 따른 양자점 3종에 대해 형광 공명 에너지 전달 현상을 조사하였다 (그림 3). 이러
한 시간 및 공간 분해 분광학적인 접근은 짧은 리간드를 이용한 양자점 표면 부동태화가 양자점 간의 에너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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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전기화학적 대전이 유도하는 흡광 스펙트럼 변화

(좌) 그림 3. 전기화학적 대전이 유도한
형광 스펙트럼 및 형광 수명 변화

그림 1. 사면체와 테트라포드 모양의 InP 나노 결
정에 대한 TEM 이미지와 전기화학적 전류법

(상) 그림 4. 테트라포드의 팔 길이별
가장 낮은 여기상태에서의 전자 및 정
공 분포 양자 계산 결과

나노 결정 기반 광전자 소자의 다수는 전기적 펌핑을 이
용한다. 높은 펌프 유량은 나노 결정에 전하 불균형을 유
도한다. 따라서 대전 상태가 나노 결정의 광학적, 전기적
특성에 미치는 효과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 연구
에서 우리는 나노 결정의 모양을 제어하고, 이 때의 전하
주입효율과 전하 주입으로 나타나는 흡광 및 형광 특성
변화를 관측한다. 그림 1의 전기화학적 전류법은 나노 결
정의 모양이 테트라포드일 때 상대적으로 낮은 전기화학
적 밴드갭에너지를 보여 전하 주입 효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세 종류의 나노 결정에 대해 정공과 전자 중 하나의
전하를 주입했을 때 나타나는 흡광도의 변화는 나노 결정
의 표면적 대 부피비가 전하주입효율을 결정짓는 주 요인
이라는 점을 밝혔다 (그림 2). 세 모양의 나노 결정에 대해
전기화학적 전하 도핑이 야기한 형광 특성 변화를 관측하
였다 (그림 3).

추가 주입된 정공은 나노 결정 표면
의 결함 상태를 채워 형광 세기를
증가시켰다. 또한 추가 주입된 전자
는 광생성된 여기자와 함께 음으로
하전된 삼중이온을 형성하여 형광
세기를 상당히 감소시켰다. 형광 수
명 변화는 이에 대한 증거를 함께
보여주었다. 전기화학적 전자 주입
시의 형광 수명으로 나노 결정에서
삼중이온의 수명으로 비방사성 오
제 재결합 속도를 분석했을 때 이
역학이 테트라포드의 팔길이에 크
게 좌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의 양자 계산 결과는 이를 뒷
받침하며 실험 결과에 신빙성을 제
공하였다. 테트라포드 모양의 나노
결정은 전하 주입 효율을 향상시키 기 때문에 그 응용성이 무궁무진하다.

그러나 팔길이에 따라 오제 재결합 역
학이 상이하여 합성 시 팔길이의 세부
조정이 추가로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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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pyrene 첨가에따른예상효과를나타낸
scheme

그림 2 pyrene 첨가에따른형광수명이미징현미
경법스캔이미지와형광수명분포의변화

뛰어난 광학 특성으로 광전자 소자의 광활성층 물질로 각광받는
페로브스카이트는 태양전지 및광검출기 등 그 활용 범위가 다양
하다.태양전지등의 광흡수 소자로의활용도를 최대화하기위해
서는 물질의 밴드갭 (band gap) 및 캐리어 확산거리 (carrier
diffusion length) 등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캐리어
확산거리는 광흡수 소자가 광에너지를 흡수하여 전자와 정공을
생성하였을 때 이들이 이동 할 수 있는 거리를 의미하며, 광흡수
물질의 캐리어 확산거리가 짧을 경우 광흡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어,긴캐리어확산거리가 요구된다.페로브스카이트의 결정립
계 (grain boundary)에서 결함자리가 생성이 되기 쉽고 따라서
광전자트래핑이 될확률이 높기 때문에 결정립계에서의 결함 밀
도를줄이려는 다양한연구들이시도되고 있다.

파이렌의 분자 크기 때문에 페로브스카이트의 결정립계에 선택
적으로위치할 것이라고 기대가되고 인접한 결정립을 파이 공액
구조로연결할수 있을것이다.파이렌은공액계 화합물이자강한
전자 주개로 결정립계의 결함을 효과적으로 패시베이션할 수 있
을것이라고기대가 된다.파이렌을첨가함으로 이온이동현상을

그림 4 pyrene 첨가에따른캐리어확산성질의변화와결함자리에너지의
변화

그림 3 파장별 FLIM scan image와변화의정도를나타낸히스토그램

억제하고 따라서 캐리어의 확산 효율
을 높여줄 것이라고 예측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파이렌을 전구체 합성
과정에 첨가했을 때 페로브스카이트
전지의 안정성이 크게 향상되는 점을
확인하였고, 어떠한 매커니즘으로 이
와 같은 현상이 나타났는지 분광학적
으로분석하고자 한다.

형광 수명 이미징 현미경법
(fluorescence lifetime imaging
microscopy, FLIM) 을 통해 공간상
의 형광 수명의 분포와 전하수송 특
성을 분석하여 파이렌이 페로브스카
이트 표면의 에너지 무질서도를 낮추
는데에효과가 있다는점을보였다.

파이렌을 첨가한 페로브스카이트의
결정립 간의 밝기의 분포가 작아졌으
며 결정립계에서의 형광수명시간이
길어짐을 확인하며 결정립계에 결함
밀도가 줄어듦을 확인하였다. 프로브
파장을 바꾸었을 때 형광 수명 변화
의 정도를 비교하여 페로브스카이트
표면상의 에너지 무질서도를 측정하
였고, 파이렌이 첨가됨에 따라 그 무
질서도가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또,
시공간상에서 캐리어의 확산을 관찰
하고 이를 분석하여 확산계수와 결함
자리와의 에너지적 차이를 유추하였
다. 이를 통해 파이렌 첨가가 결함자
리와의 에너지의 차이를 높여주며 따
라서 캐리어가 더 효율적으로 확산할
수 있어 더 긴 캐리어 확산거리를 달
성함을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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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한국도레이과학진흥재단과학기술상 수상

김동호 교수님께서는 제5회 한국도레

이 과학기술상을 수상하셨습니다. 한국

의 화학 및 재료 관련 연구, 기술 개발

및 학문 발전에 크게 공헌한 과학자를

선발, 포상하는 한국도레이과학진흥재

단(이사장 도레이첨단소재 회장 이영관)

은 제5회 한국도레이 과학기술상 및 연

구기금 지원 시상식을 10월 25일 여의

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 센터에서 개최

하였습니다. 이 날 기초분야 과학기술

상을 수상하신 김동호 교수님께서는 상

금 1억원과 상패를 받으셨습니다. 김동

호 교수님께서는 시상하는 주체를 비롯

하여상이갖는의미와배경을되새기며

뜻깊은수상소감을 전하셨습니다.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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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화학회대표학술지
번째논문게재

의화학분야세계저명학술지 휴켈 뫼비우스구조치환에의한물성조절규명

한편, 이번 연구를 통해 김동호 교수는 JACS 저널

에 100번째 논문을 투고하게 되면서 그 의미를 더

했다. JACS 저널은 1879년에 설립된 미국화학회

에서 발간하는 화학계에서 유서가 깊은 가장 권위

있는 저널 중 하나로서, 2022년 15.4의 impact

factor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김동호 교

수의 연구결과가 양적인 면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매우 우수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

한, 이런 최상위권 저널에 100회 이상 논문을 게재

하는 것은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매우 탁월한

연구성과로 김동호교수의 30년간의국내 및우리

김동호 교수 연구팀에서 진행해 온 ‘휴켈-뫼비우
스 방향성 전환에 의한 금속-리간드 상호작용 및
광물리성 조절’ 연구가 그 중요성과 우수성을 인
정받아 세계적으로 저명한 학술지인 ‘Journal of
the American Chemical Society, JACS’에 게재됐
다. 김동호 교수팀은 “본 연구결과는 그동안 이론
적인의의만존재하던뫼비우스 방향성의실질적
인 응용을 처음으로 제시한 결과”라며 “분자구조
변화에 따른 금속포피리노이드 유도체의 전자구
조 조절을 통해 들뜬 상태 성질을 조절해 물성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기능성 유기금속물질에 개
발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연구의 의의를
밝혔다.

대학교 화학 분야 발전을 위한 노고와 헌신으로 이룩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김동호 교수는 또 다른 화학 분야 대표 저

널인 ‘앙게반테 케미(Angewandte Chemie Int. Ed.)’에 총 79편의 논문을 발간했으며, 네이처(Nature) 및 네이처

(Nature) 자매지에총 14편의논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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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최정상급화학학술지 해설논문게재
우수한들뜬상태방향성연구로유기소재개발및응용을위한새로운분야선도

‘ 및표지논문선정
엑시머형성과정의구조변화메커니즘규명

김동호 교수 연구팀(제1저자 김진석 통합과정 학생)이 진행해 온
들뜬상태 방향성에 대한 연구결과들이 그 우수성과 독창성을 인
정받아 국제 최정상급 화학학술지인 ‘케미칼 소사이어티 리뷰즈
(Chemical Society Reviews, IF 54.56)’에 관련 분야를 아우르는 해설
논문 ‘Porphyrinoids, a Unique Platform for Exploring Excited-state
Aromaticity’를게재했다. 김동호교수는과학계에서이론적으로만
제안돼왔던난제들중하나인들뜬상태방향성뒤집힘(Reversal of
Excited-state Aromaticity) 현상을 2015년 레이저 분광분석법을 통
해 처음으로 관측해 실험적으로 증명했다. 방향성 뒤집힘 현상은
들뜬상태에서 방향성 안정화 효과와 반방향성 불안정화 효과를
반대로 나타나게 하기에, 분자의 들뜬상태에서의 반응성을 조절
하는역할을해광화학합성 및고효율광전자변환, 전자전달, 수소
전달소재구현에응용될수있다. 김동호교수는들뜬상태방향성
뒤집힘 현상이 이러한 가능성을 가진다는 것에 착안해 분광학적
으로 들뜬상태 방향성을 규명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러한 현상
이 광유도 카이랄 조절, 다중전하 발생, 유기금속화합물 전하이동
및 유기스핀현상 등에 관여해 유기소재의 광학적, 전기적, 촉매적
성질조절에직접적으로적용될수있다는것을밝혔다. 그리고이
러한 연구결과로 네이처 케미스트리(Nature Chemistry, IF 23.19) 3
편, 켐(Chem, IF 22.80) 2편, 미국화학회지(Journal of the American
Chemical Society, IF 15.42) 3편, 앙게반테 케미(Angewandte Chemie
International Edition, IF 15.34) 4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Nature
Communications, IF 14.92) 2편 등 국제 저명 학술지들에 다수의 논
문을게재하는쾌거를이뤘다.

김동호 교수 연구팀(제1저자 홍용석 박사)은 펨토초 시간 분해 순간
유 도 라 만 분 광 법 (time-resolved impulsive stimulated Raman
spectroscopy)을 이용해 퍼릴렌 비스이마이드(perylene bisimide) 쌓임
체내에서의엑시머형성과정에수반되는구조변화메커니즘을규명
했다. 김동호교수 연구팀은 200 펨토초로발현되는 엑시머의 구조변
화를 포착하고자 ‘시간 분해 라만 분광법’을 도입했다. 이러한 라만 분
광법은 10 펨토초(100조 분의 1초) 미만의 레이저 펄스를 이용해 일반
적인 유기 분자체에서 관측되는 100~3000 ㎝⁻¹ 영역의 진동 모드를 관
측할 수 있도록 해, 들뜬 상태에서 수반되는 구조 변화에 대한 정보를
얻어낼수있다.

시간 분해 라만 분광 장치를 이용해 실
시간 라만 스펙트라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200 펨토초로 분자 간 거리가 감
소하고 배향의 각도가 줄어드는 구조
변화를관측할수있었다. 또한, 시간영
역의진동결맞음(vibrational coherence)
신호를 분석해 해당 진동 모드가 엑시
머 형성 과정과 진동-전자 상호작용
(vibronic coupling)을 해 엑시머 형성 과
정이 초고속(200 펨토초)으로 발현될
수 있음을 규명했다. 본 연구 결과는 종
합화학분야의세계적권위학술지인

‘앙게반테 케미(Angewandte Chemie International Edition)’에 지난해 12월 26일 게재됐으
며, VIPs (Very Important Papers, less than 5%) 및표지논문으로 3월 3일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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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화학분야세계최고권위지 표지논문선정
나노크리스탈양자점의 차원모양제어에따른다중발광메커니즘규명

세계적권위학술지네이처자매지 게재
퍼릴렌비스이마이드에서의단일항분열메커니즘규명

김동호교수연구팀(공동제1저자김태희통합과정학생)은시간분해단일
입자 분광법과 편광 조절 시간 분해 흡수 및 형광 분광법을 이용해 인화인
듐 테트라포드(InP tetrapod) 나노 크리스탈의 모양 제어에 따른 엑시톤 구
속 차원 변화와 다중 광자 발광체로의 전환 메커니즘을 규명했다. 본 연구
에서는 성균관대 정소희 교수 연구팀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모양이 정교하
게제어된단결정테트라포드그리고정사면체(tetrahedron) 나노크리스탈
을 합성하고, 입자의 모양에 따른 엑시톤 거동 변화를 단일 입자 수준에서
관찰해다중발광체로의전환메커니즘을최초로규명했다. 김동호교수는
“기하학적으로 제어된 다중 양자 상태 간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는 나노 광
학및양자정보분야로신소재의활용범위를확장시킬수있는중요한

기반이 될 연구 결과”라고
연구의 의의를 밝혔다. 본
연구 결과는 그 우수성과
독창성을 인정받아 종합화
학 분야 상위 1% (Rank by
Journal Citation Indicator,
2020) 세계 최고 권위 학술
지인 ‘어드밴스드 머터리얼
스 (Advanced Materials,
IF=30.849)’에 5월 13일 온
라인 게재됐으며, 해당 이
슈의표지논문(Frontispiece
cover paper)으로선정됐다.

김동호 교수 연구팀(단독 제1저자 홍용
석 박사)은 시간 분해 흡수 및 형광상위
전환 분광법(Time-resolved absorption &
fluorescence-upconverison spectroscopy)
과 펨토초 시간 분해 순간 유도 라만 분
광법(time-resolved impulsive stimulated
Raman spectroscopy)을 이용해 퍼릴렌
비스이마이드(perylene bisimide)에서의
단일항분열(singlet fission) 메커니즘을

규명했다. 본 연구팀은 인천대 김형준 교수 연구팀, 포항공대 주태하 교수 연구팀 및 독일 연구팀과의 공동연구를 통
해 퍼릴렌 비스이마이드에서의 단일항 분열 현상을 연구했다. 이를 위해 퍼릴렌 비스이마이드 삼합체(trimer)를 합성
했고, 다양한시간분해분광법과양자계산을이용해퍼릴렌비스이마이드의전자구조(electronic structure)에전자전
이성질(charge-transfer character)이단일항분열의발생및효율에핵심요소임을최초로규명했다. 김동호교수는 “본
연구에서 밝혀낸 단일항 분열 메커니즘은 앞으로 태양 전지 소자의 디자인에 초석이 되는 연구 결과이며, 더 나아가
합성-이론-실험이융합된공동연구를통해얻어낸귀중한성과”라고연구의의의를밝혔다.



김동호교수님 정년 기념국제 학술심포지움 (11월 11일)

- 18 -

학생수상 실적

홍용석연구원

학기혁신우수논문상
학과우수논문장려상

년 월 연세대학교대학원

강성수연구원

학기우수논문상
학과우수논문상

년 월 연세대학교대학원

김태희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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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박사학위논문상
년 월 대한화학회

김진석연구원

학기혁신우수논문상
단과대최우수논문상

년 월 연세대학교대학원

제 회삼성휴먼테크논문대상은상
년 월 삼성전자종합기술원

우수포스터상
년 월 대한화학회

박주미연구원

김동호교수님정년기
념국제학술심포지움
‘Frontiers in Molecular
and Material Excitonics’
가 11월 11일연세대학
교 학술정보원에서 개
최될예정입니다.
국내외 유수의 연사분
들께서 자리를 빛내주
실 예정이며, 김동호
교수님과오랜시간함
께연구해오신연구자
분들과한데모여귀한
시간함께하려합니다.
부디많은관심과참여
부탁드립니다.



연구원동정

석·박사 통합과정을 졸업한 김준오 연구원은 5월부터 Cornell University 에서 박사 후 연구원 커리어를 시작하였다. 석·박
사 통합과정을 졸업한 홍용석 연구원은 11월부터 Columbia University 에서 박사 후 연구원 커리어를 시작한다. 내년 2월
석·박사통합과정김진석,김태희,강성수,박주미연구원,그리고석사과정이석원연구원이학위를취득할예정이다.

2018년 2월에본연구실을졸업한김우재선배님은 2022년 9월부터연세대학교화학과교수로부임하였다. 2020년 2월에
본연구실을졸업한김태연 선배님은현재미국 Northwestern University 에서박사후 연구원으로활동하고있으며, 최근
성균관대학교화학과교수로임용되어 2023년부임예정이다.

올해는특히본연구실의우수한연구결과를바탕으로교수님은물론이고학생들의수상실적또한여럿있었다.날짜순
으로강성수연구원이우수한연구결과로 2022년 1학기연세대학교대학원에서주관하는학과우수논문상을수상하였고,
김태희연구원이삼성전자종합기술원에서주관하는제28회삼성휴먼테크논문대상에서은상을수상하였으며제129회대
한화학회에서 RSC우수포스터상을수상하였고. 2022년 2학기연세대학교에서주관하는혁신우수논문상에서박주미연구
원이우수한연구결과로장려상을수상하였고, 김진석연구원또한연구의 우수성을 인정받아단과대최우수논문상을수
상하였다.제130회대한화학회에서홍용석연구원은박사과정기간동안진행한연구결과로작성한박사학위논문이그우
수성을인정받아우수박사학위논문상을수상하였다.

2022년 8월 10일부터한달간독일Würzburg University화학과 Frank Würthner교수님연구실과방문공동연구프로그램
을진행하였다.해당연구실 박사과정 Leander Ernst 학생이교환학생으로본연구실에 방문하여함께생활하며공동연구
를진행하였다.공동연구기간동안새롭게합성된 Perylene Bisimide분자체시리즈에 대한광학특성을조사하기 위해홍
용석박사의주관으로시간분해형광및흡수스펙트럼측정을진행하였다.

본연구실은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하는 중견연구과제를 진행하고있다. 또한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하는 포항공과대
학교양자동역학연구센터(SRC) 과제와연세대학교에서지원하는연세시그니처연구 클러스터사업에도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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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IES Newsletter마지막호를맞이하여본연구실을거쳐간많은졸업생선배님들의현황을아래와같이요약하였다.

조대원 (KAIST Research Staff)

양성익 (경희대학교응용화학과교수)

정대홍 (서울대학교화학교육과교수)

송재규 (경희대학교화학과교수)

하정현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안태규 (성균관대학교에너지과학과교수)

임종국 (조선대학교화학과교수)

김용훈 (국립농업과학원)

장성문 (대성마이맥)

박미라 (삼성전자)

신현종 (삼성코닝어드밴스드글라스)

김덕윤 (OrientalChemical Industry)

박진희 (ACTon대표,SKCSolmics)

권정호 (씨젠)

황인욱 (GIST고등광기술연구소)

고다미 (석사졸업)

고미경 (석사졸업)

박재홍 (이화여자대학교화학나노과학과교수)

조현선 (National InstitutesofHealth)

김천민 (박사졸업)

노수범 (개인사업)

장소영 (LG디스플레이)

윤진석 (LG이노텍)

조성 (전남대학교화학과교수)

박종강 (ASML반도체)

신재윤 (고려대학교신소재화학과교수)

이혜련 (전동진쎄미켐)

이아름 (롯데제과)

이재석 (현대모비스)

허지행 (SK하이닉스)

김길석 (이노레이연구소장)

방희원 (전Univ. of BritishColumbia Postdoc.)

박선우 (LG디스플레이)

윤민철 (삼성전자)

이병선 (LG화학)

구영빈 (삼성전자)

유혜진 (Yale Univ. Post doc.)

양재성 (연세대학교화학및의화학과교수)

임종민 (고려대학교 IBS Research Fellow)

김표상 (NorthwesternUniv.화학과교수)

이지은 (Univ. ofEdinburgh PostDoc.)

손민정 (Univ. ofWisconsin-Madison PostDoc.)

김태우 (RutgersUniv. School of Pharmacy)

조재원 (HarvardMedical School ResearchFellow)

황대섭 (박사졸업)

성주영 (DGIST화학물리학과교수)

이승규 (LG화학)

성영모 (삼성종합기술원)

정희재 (삼성종합기술원)

박규형 (LG화학)

정석일 (LG화학)

차원영 (삼성전자)

이상수 (삼성디스플레이)

함수진 (LG디스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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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희 (KyotoUniv.박사과정)

최융지 (베스텔라랩)

오주원(순천향대학교화학과교수)

이상현 (LG디스플레이)

윤상은 (삼성전자)

김각현 (삼성전자)

김우재 (연세대학교화학과교수)

김태연 (NorthwesternUniv. Post doc.)

차원희 (삼성전기)

신윤섭 (삼성전자)

김준오 (Cornell Univ. Postdoc.)

홍용석 (Columbia Univ. Post doc.)

김진석 (FPIES)

김태희 (FPIES)

강성수 (FPIES)

박주미 (FPIES)

이유진 (FPIES)

이석원 (FPIES)

졸업생 66명

재학생 6명

총7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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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활동

올해 본 연구실은 2022년 동계 Biannual 워크샵을 2월에 실시하여 연구원들의 연구 진행 상황 그리고 연구원들의 성과
에 대해 보고하고, 미래 연구 방향에 대한 토론과 의견 교류의 장을 열었다. 평창 살바토레 펜션에서 워크샵 세미나를 진
행하였으며, 저녁에는 멋진 음악과 맥주와 함께 그간의 연구실 생활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교수님과 학생들이 한데
둘러앉아 화기애애하게 담소를 나누며 또 하나의 아름다운 추억을 쌓았다. 살바토레 펜션 사장님께서 고급 카메라 장비
로우리의워크샵 현장을분위기가득하게 담아주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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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6일에는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연구실 구성원들
이 모여 지도 교수님이신 김동호 교수님께 꽃다발, 케
이크과 함께 마음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코로나
거리두기가 완화되어 오랜만에 연구실 구성원들과 함
께 졸업하신 선배님들도 참석하여 반가운 만남을 가졌
다. 연희동에서 맛있는 식사를 하고 돌아와 커피를 마
시며 김동호 교수님의 Samsung Galaxy Fold 2 로
다같이셀피를 남겨보았다.

9월 15일에는 김동호 교수님께서 제5회 한국도레이 과학진흥재단 과학기술상을 수상하신 기념으로 다같이 수상 축하 촬
영을 진행하였다. 전문적인 촬영 기사님들께서 방문하셔서 조명과 촬영 장비 등을 이용하여 우리 연구실의 다양한 모습들
을 담아 주셨다. 레이저 실험실과 세미나실 등에서 진지하게 설정샷도 촬영해보고 교수님의 인터뷰 촬영 그리고 연구실 구
성원들이 함께 축하하는 모습도 촬영하며 재미난 시간을 보냈다. 촬영이 끝난 뒤 다같이 연희동에서 맛있는 점심 식사를
하고핸드드립 커피를판매하는트렌디한 카페에방문하여다양한 원두커피를맛보는시간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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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중순에는경주에서열린제130회대한화학회에
다같이 참석하였다. 박주미 연구원은 구두발표를 그
리고 그 외 연구원 전원은 포스터 발표를 하였다. 발
표 전시장에 설치되어 있는 포토부스에서 김동호 교
수님과 함께귀여운 소품을 착용하고 즉석 사진도 찍
으며아주즐거운시간을보냈다.
본 연구실은 대한화학회 이후 단풍이 아름다운 가을
의 경주에서 2022년 추계 Biannual 워크샵을 진행하
였다. 워크샵은 경주 유로빌 펜션 영국마을에서 진행
하였으며 세미나에서는 연구실 분광 장비들의 현황
과 연구원들의 연구 성과에 대해 보고하였다. 참석해
주신 선배님들께서 많은 조언해 주신 덕분에 굉장히
생산적인 토론의 장이 되었고, 앞으로의 연구 방향에
대해함께고민하는귀중한시간이되었다.
김동호 교수님과 선배님들은 불국사에 방문하여 아
름다운 가을의 정취를 느끼는 시간을 보냈다. 마지막
날에는 경주보문호의 경치가 한 눈에 펼쳐지는 카페
에서담소를나누며망중한의여유를즐겨보았다.

10월 31일에는 11월 1일인 교수님 생신의 이브날을 맞이하여 연구실 구성원들이 깜짝 파티를 준비하였다. 몇 주 전
부터 준비하여 주문제작한 꿀 백설기 케이크를 증정하며 김동호 교수님의 눈물샘을 노려보기도 하였다. 특별히 제
작한 떡케이크에는 연세대학교 언더우드관을 배경으로 김동호 교수님이 서 계시고 포피린과 PBI 분자가 그려진 책
을 들고 계신 모습을 담아보았다. 분자의 이중결합이 제대로 그려지지 않아 조금 아쉬웠지만 김동호 교수님께 감동
드리기작전은성공하였다. 케이크커팅식과 함께다같이맛있게나눠먹으며김동호교수님의생신을현제자일동
이가장먼저축하드리는행복한시간을가졌다. ♥

연구실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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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회의강연

[국제초청강연]

Dongho Kim “Multiexcitonic triplet pair state generation
in singlet fission materials via structural control” The
International Chemical Congress of Pacific Basin
Societies 2021 (Pacifichem 2021), Dec 16-21, 2021, Web
conference, The Chemical Society of Japan

Dongho Kim “Spectroscopic diagnosis of excited-state
aromaticity: Capturing electronic structures and
conformations upon aromaticity reversal” The
International Chemical Congress of Pacific Basin
Societies 2021 (Pacifichem 2021), Dec 16-21, 2021, Web
conference, The Chemical Society of Japan

Dongho Kim “Exciton Localization and Delocalization
Processes in Stacked Perylene Bismide Dimers and Arrays”
16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Macrocyclic &
Supramolecular Chemistry (ISMSC 2022), Jun 19-24,
2022, Eugene, Oregon, US

Dongho Kim “Modulations of a Metal-Ligand Interaction
and Photophysical Behaviors by Hückel-Möbius Aromatic
Switching” 12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rphyrins
and Phthalocyanines (ICPP-12), Jul 10-15, 2022, Madrid,
Spain

Dongho Kim “Steering the Multiexciton Generation in
Slip-Stacked Perylene Dye Array via Exciton Coupling”
28th IUPAC Symposium on Photochemistry, Jul 17-22,
2022, University of Amsterdam, Netherlands

Dongho Kim “Tracking Structural Evolutions during
Charge Separation Processes with Time-Resolved
Impulsive Stimulated Raman Spectroscopy” 27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Raman Spectroscopy
(ICORS), Aug 14-19, 2022, Long Beach Convention Center,
CA, USA

Dongho Kim “Hückel, Möbius, Baird and 3dimensional
aromaticity in various expanded porphyrins” 1st Physical
Chemistry LEDARE Workshop, Aug 24-26, 2022, KNTEC,
Stockholm, Sweden

Dongho Kim “Steering the Multiexciton Generation in
Slip-Stacked Perylene Bisimide Arrays via Exciton Coupling”
Telluride Workshop 20022 (Spatio-Temporal Dynamics
of Excitons: Bridging the Gap Between Quantum
Mechanics and Applications), Sep 20-23, 2022, Telluride,
CO, USA

[국내초청강연]

Dongho Kim “Tailoring Functionality of InP Tetrapodal
Excitonic Molecule” Winter Workshop, Center for Quantum
Dynamics, Jan 24-26, 2022, 삼척쏠비치, 대한민국

Dongho Kim “Porphyrinoids, a Unique Platform for Exploring
Excited-State Aromaticity”제129회대한화학회학술발표회
총회 및 기기전시회, Apr 13-15, 2022, 제주 ICC, 제주, 대한
민국

Dongho Kim “Ultrafast Phenomena in Cofacial Perylene
Bisimide Aggregates: From Mechanisms to Structure-
Function Relationship” 제 28 회 Raman Workshop
(Nanophotonics and Nanospectroscopy), Nov 18, 2022, 나
노베이스본사, 대한민국

[초청세미나]

Dongho Kim “Exciton Dynamics in Various Molecular
Assemblies” POSTECH 화학과 세미나, Nov 3, 2022, 포항공
과대학교, 대한민국

국제학술회의발표

[구두발표]

Yongseok Hong “Impact of the Exciton Coupling on the
Multiexciton Generation in Perylene Bisimide Stacks” 11th

Asian Photochemistry Conference, Oct 31-Nov 4, 2021, Web
conference, 연세대학교, 대한민국

Juno Kim “Non-Adiabatic Transition Pathway Governs
Nuclear Rearrangements: Exciton Self-trapping and
Delocalizationin Organic Nanoring” 11th Asian
Photochemistry Conference, Oct 31-Nov 4, 2021, Web
conference, 연세대학교, 대한민국

Taehee Kim “Shape-Tuned Multiphoton Emitting InP
Nanotetrapods” The 22nd International Meeting on
Information Display (IMID 2022), Aug 24-26, 2022, BEXCO,
부산, 대한민국

[포스터]

Jinseok Kim “Modulations of a Metal–Ligand Geometry and
Photophysical Behaviors by Hückel–Möbius Aromatic
Switching” 11th Asian Photochemistry Conference, October
31- November 4, 2021, Web conference, 연세대학교, 대한
민국

Seongsoo Kang “Charge-Delocalized State and Coherent
Vibrational Dynamics in Rigid PBI H-Aggregates” 11th Asian
Photochemistry Conference, October 31- November 4, 2021,
Web conference, 연세대학교, 대한민국

국내 외학술회의 발표
(2021.11 ~ 202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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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hee Kim “Negative Trion Auger Recombination in
Bright and Stable InP/ZnSe/ZnS Quantum Dots” 11th Asian
Photochemistry Conference, October 31- November 4,
2021, Web conference, 연세대학교, 대한민국

Jumi Park “Controlling Charge Transport and Energy
Transfer Efficiency in InP/ZnSe/ZnS Quantum Dots via
Surface Ligand Chain Length Modulation” 11th Asian
Photochemistry Conference, October 31- November 4,
2021, Web conference, 연세대학교, 대한민국

Yu Jin Lee “Suppression of Auger Recombination in
InP/ZnSeS/ZnS Quantum Dots via Shell Structure and
Composition Engineering” 11th Asian Photochemistry
Conference, October 31- November 4, 2021, Web
conference, 연세대학교, 대한민국

Yongseok Hong “Steering the multiexciton generation in
slip-stacked perylene dye array via exciton coupling”
Gordon Research Conference on Electron Donor-Acceptor
Interactions (FRC-EDAI), Jul 31-Aug 5, 2022, Salve Regina
University, Newport, RI, USA

국내학술회의발표

[구두발표]

Jinseok Kim “Modulations of a Metal–Ligand Interaction
and Photophysical Behaviors by Hückel–Möbius Aromatic
Switching” 제129회 대한화학회 학술발표회 총회 및 기
기전시회, Apr 13-15 2022, 제주 ICC, 제주, 대한민국

Yongseok Hong “Steering the multiexciton generation in
slip-stacked perylene dye array via exciton coupling” SRC
Summer workshop 2022, Aug 7-9 2022, 알펜시아리조트,
평창, 대한민국

Taehee Kim “Shape-Tuned Multiphoton Emitting InP
Nanotetrapods” SRC Summer workshop 2022, Aug 7-9
2022, 알펜시아리조트, 평창, 대한민국

Jumi Park “Spectroelectrochemical Characterization of InP
Nanocrystals ” 제130회 대한화학회 학술발표회 총회 및
기기전시회, Oct 19-21 2022, 경주 HICO, 경주, 대한민국

[포스터]

Yongseok Hong “Steering the Multiexciton Generation in
Slip-Stacked Perylene Bisimide Stack via Exciton Coupling”
제129회 대한화학회 학술발표회 총회 및 기기전시회,
Apr 13-15 2022, 제주 ICC, 제주, 대한민국

Taehee Kim “Shape-tuned multi-photon emission in InP
nanotetrapods” 제129회 대한화학회 학술발표회 총회
및 기기전시회, Apr 13-15 2022, 제주 ICC, 제주, 대한민
국

Taehee Kim “Engineered Surface Halide Defects in Mixed-
halide Perovskite for Flexible Intelligent Photodetectors” 제
129회 대한화학회 학술발표회 총회 및 기기전시회, Apr
13-15 2022, 제주 ICC, 제주, 대한민국

Seongsoo Kang “Charge-delocalized state and coherent
vibrational dynamics in PBI H-aggregates” 제129회 대한화
학회학술발표회총회및기기전시회, Apr 13-15 2022, 제
주 ICC, 제주, 대한민국

Jumi Park “Spectroscopic Insight into High Efficiency of
Isotropic InP/ZnSe/ZnS Quantum Dots” 제129회 대한화학
회학술발표회총회및기기전시회, Apr 13-15 2022, 제주
ICC, 제주, 대한민국

Yu Jin Lee “Lifetime Blinking in InP/ZnSexS1-x/ZnS
Quantum Dots” 제129회 대한화학회 학술발표회 총회 및
기기전시회, Apr 13-15 2022, 제주 ICC, 제주, 대한민국

Seokwon Lee “Excited-State Aromaticity of [26]- and [26]-
Diazahexaphyrins and Electron Delocalization Effect”제129
회 대한화학회 학술발표회 총회 및 기기전시회, Apr 13-
15 2022, 제주 ICC, 제주, 대한민국

Yongseok Hong “Real-time Observation of Structural
Dynamics Triggering Excimer Formation in a Perylene
Bisimide Folda-dimer”제137차대한화학회물리화학분과
여름심포지엄, Jun 26-29 2022, 부산해운대한화리조트,
부산, 대한민국

Yongseok Hong “Steering the Multiexciton Generation in
Slip-Stacked Perylene Dye Array via Exciton Coupling” 제
137차 대한화학회 물리화학분과 여름 심포지엄, Jun 26-
29 2022, 부산해운대한화리조트, 부산, 대한민국

Jinseok Kim “Modulations of a Metal–Ligand Interaction
and Photophysical Behaviors by Hückel–Möbius Aromatic
Switching” 제137차 대한화학회 물리화학분과 여름 심포
지엄, Jun 26-29 2022, 부산 해운대 한화리조트, 부산, 대
한민국

Seongsoo Kang “Charge-Delocalized State and Coherent
Vibrational Dynamics in Rigid PBI H-Aggregates” 제137차
대한화학회 물리화학분과 여름 심포지엄, Jun 26-29
2022, 부산해운대한화리조트, 부산, 대한민국

Jumi Park “Spectroscopic Insight into High Efficiency of
Isotropic InP/ZnSe/ZnS Quantum Dots” 제137차 대한화학
회물리화학분과여름심포지엄, Jun 26-29 2022, 부산해
운대한화리조트, 부산, 대한민국

Yu Jin Lee “Lifetime Blinking in InP/ZnSexS1-x/ZnS
Quantum Dots” 제137차 대한화학회 물리화학분과 여름
심포지엄, Jun 26-29 2022, 부산해운대한화리조트, 부산,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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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kwon Lee “Excited-State Aromaticity of [26]- and [28]-
Diazahexaphyrins and Electron Delocalization Effect”제137
차 대한화학회 물리화학분과 여름 심포지엄, Jun 26-29
2022, 부산해운대한화리조트, 부산, 대한민국

Yongseok Hong “Tailoring the fate of exciton in perylene
bisimide” 제130회 대한화학회 학술발표회 총회 및 기기
전시회, Oct 19-21 2022, 경주 HICO, 경주, 대한민국

Jinseok Kim “Ultrafast Excited-state Aromatization in 1,6-
methano[10]annulene” 제130회 대한화학회 학술발표회
총회및기기전시회, Oct 19-21 2022, 경주 HICO, 경주, 대
한민국

Taehee Kim “Spatiotemporal Carrier Dynamics in
Nanopatterned Halide Perovskite Surfaces” 제130회 대한
화학회 학술발표회 총회 및 기기전시회, Oct 19-21 2022,
경주 HICO, 경주, 대한민국

Seongsoo Kang “Spectroscopic Elucidation on Exciton
Dynamics of Perylene Bisimide Dye Assemblies in Solutions
and Films” 제130회 대한화학회 학술발표회 총회 및 기
기전시회, Oct 19-21 2022, 경주 HICO, 경주, 대한민국

Yu Jin Lee “Enhancing charge diffusivity by pyrene
incorporation in multi-cation halide perovskites” 제130회
대한화학회 학술발표회 총회 및 기기전시회, Oct 19-21
2022, 경주 HICO, 경주, 대한민국

Seokwon Lee “Excitation energy hopping in covalently
linked cyclic carbaporphyrins” 제130회 대한화학회 학술
발표회 총회 및 기기전시회, Oct 19-21 2022, 경주 HICO,
경주, 대한민국

국제 학술회의 개최
(2021.11 ~ 2022. 10)

김동호 교수님 정년 기념 국제 학술 심포지움 “Frontiers
in Molecular and Materials Excitonics” Nov 11 2022, 연세
대학교, 서울,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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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외연구논문 발표
(2021.11 ~ 2022. 10)

1. “Retina-Inspired Structurally Tunable Synaptic
Perovskite Nanocones”
Kyuho Lee, Hyowon Han, Youngwoo Kim, Jumi Park,
Seonghoon Jang, Hyeokjung Lee, Seung Won Lee, HoYeon
Kim, Yeeun Kim, Taebin Kim, Dongho Kim, Gunuk Wang,
Cheolmin Park
Adv. Funct. Mater. 2021, 31, 2105596

2. “Tetrabromo[36]octaphyrin: A Promising Precursor of
Directly Fused Porphyrin(2.1.1.1) Dimer and meso-α
Fused N-Confused Porphyrin Dimer”
Akito Nakai, Jinseok Kim, Takayuki Tanaka,* Dongho Kim,*
and Atsuhiro Osuka*
Angew. Chem. Int. Ed. 2021, 60, 26540-26544

3. “Modulations of a Metal–Ligand Interaction and
Photophysical Behaviors by Hückel–Möbius Aromatic
Switching”
Jinseok Kim, Juwon Oh, Seongchul Park, Tomoki Yoneda,
Atsuhiro Osuka*, Manho Lim*, and Dongho Kim*
J. Am. Chem. Soc. 2022, 144, 1, 582-259

4. “Porphyrinoids, a unique platform for exploring
excited-state aromaticity”
Jinseok Kim, Juwon Oh, Atsuhiro Osuka and Dongho Kim*
Chem. Soc. Rev., 2022, 51, 268-292

5. “Stretchable Photodetectors Based on Electrospun
Polymer/Perovskite Composite Nanofibers”
Hae-Jin Kim, Heeyoon Oh, Taehee Kim, Dongho Kim, and
Minwoo Park*
ACS Appl. Nano Mater. 2022, 5, 1, 1308–1316

6. “Tuning Hot Carrier Dynamics of InP/ZnSe/ZnS
Quantum Dots by Shell Morphology Control”
Jumi Park, Yu-Ho Won, Yongseok Han, Hyun-Mi Kim, Eunjoo
Jang, Dongho Kim
Small 2022, 18, 2105492

7. “Composition-Dependent Optoelectronic Properties of
Mixed 2D/3D Metal Halide Perovskite Films for Light-
Emitting Diodes”
Ye Jin Heo, Yunseop Shin, Ho Jin Jang, Sae Byeok Jo, Dong
Hae Ho, Joo-Hong Lee, Seungsoo Kim, Ga-Yeong Kim,
Young Jae Song, Jae-Min Myoung, Jun Yeob Lee*, Dongho
Kim*, Jin-Wook Lee*, and Jeong Ho Cho*
ACS Appl. Energy Mater. 2022, 5, 2, 2630-2641

8. “Effectual Interface and Defect Engineering for Auger
Recombination Suppression in Bright InP/ZnSeS/ZnS
Quantum Dots”
YuJin Lee, Dae-Yeon Jo, Taehee Kim, Jung-Ho Jo, Jumi Park,
Heesun Yang*, and Dongho Kim*
ACS Appl. Mater. Interfaces 2022, 14, 10, 12479–12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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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Tuning the aromatic backbone twist in
dipyrrolonaphthyridinediones”
Bartłomiej Sadowski, Dominik Mierzwa, Seongsoo Kang,
Marek Grzybowski, Yevgen M. Poronik, Andrzej L.
Sobolewski,* Dongho Kim* and Daniel T. Gryko*
Chem. Commun., 2022, 58, 3697-3700

10. “Real-time Observation of Structural Dynamics
Triggering Excimer Formation in a Perylene Bisimide
Folda-dimer by Ultrafast Time-domain Raman
Spectroscopy”
Yongseok Hong, Woojae Kim, Taeyeon Kim, Christina
Kaufmann, Hyungjun Kim, Frank Würthner, Dongho Kim
Angew. Chem. Int. Ed. 2022, 61, e202114474

11. “Enhanced band-filling effect in halide perovskites via
hydrophobic conductive linkers”
Jung Hwan Lee, Taehee Kim, Seulki Song, Yongchul Kim,
Sooeun Shin, SunJe Lee, Younghoon Kim, Young Jin Choi,
Sungsoon Kim, Kan Zhang, Jeong Ho Cho, Hyunjung Shin,
Geunsik Lee, Nam-Gyu Park, Dongho Kim, Jangwon Seo,
Jong Hyeok Park
Cell Reports Physical Science 2022, 3, 100800

12. “Ligand-to-metal charge transfer driven by excited-
state antiaromaticity in metallohexaphyrins”
Jinseok Kim, Hyeonwoo Kim, Juwon Oh, Dongho Kim
Bull. Korean Chem. Soc. 2022, 43, 508–513

13. “Controlling the charge carrier dynamics by
modulating the orientation diversity of perovskites”
Wonhee Cha, Won-Young Cha, Insub Noh, Shu Seki, Hideo
Ohkita and Dongho Kim
Mater. Chem. Front., 2022, 6, 1026-1032

14. “5-Thiaporphyrinium cation: effect of sulphur
incorporation on excited state dynamics”
Asahi Takiguchi, Naoto Inai, Seongsoo Kang, Masaya Hagai,
Seokwon Lee, Takeshi Yanai, Dongho Kim and Hiroshi
Shinokubo
Chem. Commun., 2022, 58, 5956-5959

15. “Shape-Tuned Multi-photon Emitting InP
Nanotetrapod”
Taehee Kim, Youngsik Kim, Seongmin Park, Kyoungwon
Park, Zhen Wang, Sang Ho Oh, Sohee Jeong, Dongho Kim
Adv. Mater. 2022, 34, 2110665

16. “Pyrene-Bridged Expanded Carbaporphyrin Nanobelts”
Yuying Wang, Xian-Sheng Ke*, Seokwon Lee, Seongsoo
Kang, Vincent M. Lynch, Dongho Kim*, and Jonathan L.
Sessler*
J. Am. Chem. Soc. 2022, 144, 21, 9212-9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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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ngineered Surface Halide Defects by Two-
Dimensional Perovskite Passivation for Deformable
Intelligent Photodetectors”
Taehee Kim, Seongsik Jeong, Kyeong-Hwan Kim, Hyunseok
Shim, Dongho Kim*, and Hae-Jin Kim*
ACS Appl. Mater. Interfaces 2022, 14, 22, 26004-26013

18. “Protonation-Induced Antiaromaticity in
Octaaza[8]circulenes: Cyclooctatetraene Scaffolds
Constrained with Four Amidine Moieties”
Shuhei Akahori, Atsushi Kaga, Jinseok Kim, Hideki Yorimitsu,
Dongho Kim, Hiroshi Shinokubo, Yoshihiro Miyake
Chem. Asian J. 2022, 17, e202200244

19. “Acenaphthylene-Fused Ullazines: Fluorescent π-
Extended Monopyrroles with Tunable Electronic Gaps”
Joanna Hager, Seongsoo Kang, Piotr Jan Chmielewski,
Tadeusz Lis, Dongho Kim and Marcin Stępień
Org. Chem. Front., 2022, 9, 3179-3185

20. “Naphthalimide-Fused Dipyrrins: Tunable Halochromic
Switches and Photothermal NIR-II Dyes”
Yogesh Kumar Maurya ,Piotr J. Chmielewski, Joanna
Cybińska, Bibek Prajapati, Tadeusz Lis, Seongsoo Kang,
Seokwon Lee, Dongho Kim, Marcin Stępień
Adv. Sci. 2022, 9, 2105886

21. “Steering the Multiexciton Generation in Slip-Stacked
Perylene Dye Array via Exciton Coupling”
Yongseok Hong, Maximilian Rudolf, Munnyon Kim, Juno
Kim, Tim Schembri, Ana-Maria Krause, Kazutaka Shoyama,
David Bialas, Merle Röhr, Taiha Joo, Hyungjun Kim, Dongho
Kim, Frank Würthner
Nat. Commun. 2022, 13, 4488

22. “Ultrafast Symmetry-Breaking Charge Separation in a
Perylene Bisimide Dimer Enabled by Vibronic Coupling
and Breakdown of Adiabaticity”
Yongseok Hong, Felix Schlosser, Woojae Kim, Frank
Würthner*, and Dongho Kim*
J. Am. Chem. Soc. 2022, 144, 34, 15539–15548

23. “Nanopatterning on Mixed Halide Perovskites for
Promoting Photocurrent Generation of Flexible
Photodetector”
Do Hyung Chun, Seongchan Kim, Jumi Park, SunJe Lee,
Wook Kim, Jung Hwan Lee, Ryan Rhee, Tae Gyun Kim, Dae
Geun Choi, Dukhyun Choi, Dongho Kim,* Jeong Ho Cho,*
Jong Hyeok Park*
Adv. Funct. Mater. 2022, 32, 2206995

24. “Synthesis of Subporphyrin Free Base”
Le Liu, Jinseok Kim, Ling Xu, Yutao Rao, Mingbo Zhou,
Bangshao Yin, Juwon Oh, Dongho Kim, Atsuhiro Osuka,
Jianxin Song
Angew. Chem. Int. Ed. 2022, ASAP

25. “Realization of Stacked-Ring Aromaticity in a Water-
Soluble Micellar Capsule”
Si-Yu Liu, Natsuki Kishida, Jinseok Kim, Norihito Fukui, Rie
Haruki, Yasuhiro Niwa, Reiji Kumai, Dongho Kim*, Michito
Yoshizawa*, and Hiroshi Shinokubo*
J. Am. Chem. Soc. 2022, AS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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