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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광 조작(optical manipulation)의 회절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표면 

플라즈몬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금속 박막에서 

卍자 모양의 나노 개구로 회전력을 형성시켰다. 표면 플라즈몬이 나노 개구에 

강하게 여기되어 卍자 구조에 진동하는 전하들의 위상차를 생기게 하고 그로 인해 

일어나는 빛-물질간의 상호작용으로 회전력을 형성시켰다. 두개의 직교하는 원형 

편광을 입사광으로 이용하여 회전속도를 증가시킬 수도 있고 감소시킬수도 있다. 

아울러 이 개구가 같은 기하학적 모양을 가지는 나노 막대 구조보다 더 강한 

토크를 형성시킬 수 있음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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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레이저를 이용한 포획(optical trapping)과 광 제어(optical manipulation)에 관

한 연구가 시작된 이래로 빛과 물질간의 상호작용에 관한 수많은 논문들이 나오

고 있다[1-14]. 광자가 가진 운동량을 이용하는 광 집게(optical tweezer)에 관

한 연구는 분광학(spectroscopy)분야에 널리 쓰이고있고 빛이 가진 각운동량을 

이용하여 입자를 회전시키는 연구 또한 진행된 바 있다[15]. 그러나 원거리장

(far field)을 이용한 포획, 광 제어는 회절한계의 문제가 있어서 나노스케일

(nano-scale)의 물체를 잡거나 제어하는데에는 한계점이 있었다[16,17]. 물체

의 크기가 파장보다 작을 때 그 물체를 정확하게 제어하기가 힘들었기 떄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표면 플라즈몬을 이용한 구조들이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18-23]. 

표면 플라즈몬 폴라리톤(surface Plasmon polariton)은 유전체(dielectric 

material)와 금속(metal)경계면에서 빛이 입사되었을 때 빛과 금속의 자유전자

가 결합한 형태인 준입자(quasi-particle)들의 집단적인 진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 [24]. 이러한 표면 플라즈몬 폴라리톤이 유전체와 금속의 경계면을 따

라 전자기파의 형태로 진행하는 것을 흔히 표면 플라즈몬파라 칭한다. 이러한 표

면 플라즈몬파는 파장이하(subwavelength) 크기의 도파로에서도 진행할 수 있

기 떄문에 이러한 성질이 포획이나 광 제어에 유용하게 쓰이는 것이다. 

일반적인 광소자(photonic device)에 비해 플라즈모닉 소자(plasmonic 



 

device)는 광 제어측면에서 크게

언급했듯이 회절한계를 극복할

몬을 이용한 광제어는 회절한계보다

번째는 서브파장 영역에서 field enhancement

이 매우 크게 증가된다는 점이다

있다.[25-28] 

최근에 각 운동량을 가지지

돌아가게 할 수 있는 금으로된

형태의 나노 구조물인데 이 구조

덕분에 그 금을 둘러싸고 있는

(silica microdisk)를 돌릴 만큼

들과는 달리 빛이 궤도 각 운동량

그림 1.  금속과 유전체 

2 

크게 두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첫번째로는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속위에 여기된 표면 

회절한계보다 훨씬 작은 영역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field enhancement가 일어나기 때문에 제어하는

점이다. 실제로 이를 이용한 여러가지 도구가 소개

가지지 않는 선형 편광된 빛을 입사시켜도 나노구조물을

금으로된 나노구조물이 소개된 바 있다[29]. 금으로된

구조물은 표면 플라즈몬의 field enhancement

있는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실리카 마이크로디스크

만큼 큰 힘이 발생된다. 그리고 놀라운 점은 다른

운동량(orbital angular momentum)과 스핀 각

 

 경계면을 진행하는 표면 플라즈몬 폴라리톤 

 위에서 

 플라즈

있다. 두

제어하는 힘

소개된바 

나노구조물을 

금으로된 卍자 

field enhancement능력 

마이크로디스크

다른 연구

각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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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spin angular momentum)을 갖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조를 돌릴 수 있고, 

돌아가는 방향이 파장으로 제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는 나선 구조인 DNA

를 감거나 풀어 분석하는데 응용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卍자형태의 나노구조를 새롭게 개구 형태로 새롭게 제안

하고 이에 대해 빛의 회전력이 얼마나 크게 생기는지를  유한요소법(Finite 

element metod: FEM)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제안된 구조가 금속 막대로된 구

조보다 더 큰 힘을 발생시킴을 보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 장에서는 표면 플라즈몬의 특성에 대해 

서술하고. 3 장에서는 표면 플라즈몬을 이용하여 나노구조물에 회전력을 

발생시키는 다양한 방법을 살펴보았다. 4 장에서는 새로운 개구 구조를 제안하고 

이에대한 배경이론들을 소개한다. 5 장에서는 제안된 구조에 대해 유한요소법 

해석을 통해 필드의 분포, 토크의 크기 등을 분석했다.  그리고 나노막대구조와 

나노 개구 구조의 차이점을 분석했다. 

 

 

 

  



 

제 2 장 표면 플라즈몬
 

표면 플라즈몬 폴라리톤이란 

전자기파의 한 형태를 말한다

가 서로 공진을 일으키면서 표면

는 이 현상을 맥스웰 방정식(Maxwell

하겠다. 맥스웰 방정식으로부터

인 특징에 대해 알아본다. 

2.1. 단일 경계면에서의

그림 2. 유전체와

4 

플라즈몬 폴라리톤 특성 

 금속과 유전체의 경계면에서 표면을 따라 진행하는

말한다. 경계면에 입사된 빛과 금속 표면에 존재하는

표면 플라즈몬 폴라리톤이 흐르게 되는데 이 

(Maxwell’s equations)을 이용하여 설명해 

방정식으로부터 표면 플라즈몬 현상의 분산관계 특성과 

경계면에서의 표면 플라즈몬 분산관계 

유전체와 금속이 이루는 단일 경계면 

진행하는 

존재하는 전자

 장에서

 보도록 

 기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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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는 유전체와 금속이 접해 있을 때의 단일 경계면을 나타내고 있다. +x방향

과 -x방향으로는 각각 유전체와 금속이 무한이 있다고 가정한다. 여기서 단일 경

계면에 존재하는 표면 플라즈몬 분산관계(dispersion relation)는 다음과 같이 

유도된다. 

우선 그림 2에서와 같이 빛이 TM(Transverse Magnetic)편광 이라고 가정한

다. TE(Transverse Electric)편광에 대해서는 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

라서 첫째로 유전체영역(z>0)에서의 자기장과 전기장식은 다음과 같다. 

1 1 1 1

1 1 1 1 1

(0, ,0)exp ( )

( ,0, ) exp ( )
y x z

x z x z

H H j k x k z t
E E E j k x k z t

w

w

= + -

= + -
 

둘째로 금속영역(z<0)에서의 자기자오가과 전기장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2 2 2 2

2 2 2 2 2

(0, ,0)exp ( )

( ,0, ) exp ( )
y x z

x z x z

H H j k x k z t
E E E j k x k z t

w

w

= - -

= - -
 

각 영역에서의 자기장과 전기장은 아래의 맥스웰 방정식(Maxwell equations)을 

만족해야 한다. 

1

0
0

EH
t

HE
t

D
B

e

m

¶
Ñ´ =

¶
¶

Ñ´ = -
¶

Ñ × =
Ñ × =

 

각 영역에서의 전기장과 자기장을 맥스웰 방정식중 위의 두 식에 대입하면 다음

과 같은 관계를 갖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1) 

(2.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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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1 1 0

2 2 2
2 2 0

x z d

x z m

k k k
k k k

e

e

+ =

+ =
 

여기서 kspp=kz1=kz2는 x방향으로 진행하는 표면 플라즈몬 모드의 파수

(wavenumber)이다. 그리고 εd, εm은 각각 유전체와 금속의 유전율이다. 전기장과 

자기장은 경계면(z=0)에서 접선 성분이 연속해야 하므로 아래와 같은 관계를 만

족 해야한다. 

1 2

1 2
1 2

0 0

y y

z z
y y

d m

H H
k kH H

we e we e

=

= -
 

식 (2.5)를 행렬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1
1 2

2

1 1
0
0

y
z z

y
d m

H
k k H
e e

-æ ö
æ ö æ öç ÷ =ç ÷ ç ÷ç ÷ è øè øç ÷

è ø  

식 (2.6)이 의미있는 해를 갖기위해서는 행렬식이 0이 되어야 한다. 즉,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가져야 한다. 

1 2 0z z

d m

k k
e e

+ =

 

식 (2.4)를 식(2.7)에 대입하여 kz1,kz2를 소거하면 kspp와 εd, εm의 관계를 알 수 있다. 

0
d m

SPP
d m

k k e e
e e

=
+

  

(2.4) 

(2.5) 

(2.6) 

(2.7) 

(2.8) 



 

2.2. 표면 플라즈몬 폴라리톤의

식 (2.8)에서 표면 플라즈몬 

보면 그림 3과 같다. 

 

그림 3. 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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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라리톤의 분산관계 및 특성 

 폴라리톤의 분산관계를 그래프를 이용하여 

  

표면 플라즈몬 폴라리톤의 분산관계 

 나타내

 

 



 

kspp는 유전체와 금속 경계면에서

다. 이로인해 단순히 유전체와

여기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별한 방법이 필요한데 그림 4

조를 이용하는 방법이 대표적으로

프리즘을 이용하는 방법은 프리즘의

이 빛의 분산관계와 표면플라즈몬

것이다. 격자구조를 이용하는

톤의 파수 차이를 격자구조를

나타나 있다. 

그림 4. 표면 플라즈몬 폴라리톤을

8 

경계면에서 빛의 파수보다 모든 진동수영역에서 항상

유전체와 금속 경계면에 빛을 입사시켜서 표면 플라즈몬을

. 따라서 표면 플라즈몬을 여기시키기 위해서는

4처럼 프리즘을 이용하는 방법과 그림 5처럼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다. 

프리즘의 높은 굴절율을 이용하여 그림 3.에서와

표면플라즈몬 폴라리톤의 분산관계에 고점이 생기게

이용하는 경우는 입사된 빛의 파수와 표면 플라즈몬 

격자구조를 이용하여 극복하는 방법인데 관련수식은 그림

 

폴라리톤을 여기시키기 위한 Kretschmann 구조

항상 크

플라즈몬을 

위해서는 특

 격자구

에서와 같

생기게 하는 

 폴라리

그림 5에 

 

 

구조 



 

일반적으로 금속은 전기장에

충돌이 일어나므로 에너지의

폴라리톤이 경계면을 따라 진행할

length)가 존재하게 된다.  진행거리

1
2 Im( )p

spp

L
k

=

맥스웰 방정식의 해를 살펴보면

멀어질수록 전자기파가 지수함수적으로

정도는 그림 2 의 좌표를 기준으로

그림 5. 표면 플라즈몬 폴라리톤을

9 

전기장에 의해 자유전자들이 움직이면서 원자 

에너지의 손실이 존재한다. 따라서 표면 플라즈몬

진행할 때 에너지 손실에 따른 진행거리(propagation 

진행거리 Lp 는 다음의 식으로 정리 될 수 있다

1
2 Im( )p

spp

L
k

=

 

살펴보면 표면 플라즈몬 폴라리톤은 경계면에서

지수함수적으로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감소되는

기준으로 봤을 때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폴라리톤을 여기시키기 위한 격자구조 

 

 핵들과 

플라즈몬 

ropagation 

. 

1
2 Im( )p

spp

L
k

=

경계면에서 

감소되는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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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exp( )

( )

Z z

z x

E k z

k k
c
we

= -

= -
 

따라서 표면 플라즈몬의 모드 크기(mode size)는 다음과 같다. 

1
Im( )spp

yk
d =

 

  

(2.10)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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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표면 플라즈몬을 이용한 회전력 

형성 

 

3.1. 표면 플라즈몬을 이용한 광제어의 다양한 방법 

Ashkin 이 약 30 년전 광 집게(Optical tweezer)에 관한 초석이 되는 연구를 한 

이래로[30] 이제는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물체를 회전 시키거나 위치를 조작하는 

것이 3 차원상에서 가능해졌다. 하지만 광 집게는 두가지 큰 문제가 있었다. 

첫째로는 광 집게가 bulk optics 의 셋업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높은 

개구수(numerical aperture)를 가지는 렌즈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집적화 

추세에는 맞지 않았다. 두번째 문제는 입사 광의 파장에 비해 작은 크기의 

물체를 직접 조작하기엔 회절한계가 존재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90 년대 후반부터 소멸파(evanescent 

wave)를 이용하는 방법들이 모색되었다[31-34]. 소멸파를 이용하면 파장보다 

더 작은 영역에서도 조작이 가능해 지기 때문이다. 이중에서 특히 주목을 받았던 

것은 표면 플라즈몬을 이용한 광 포획(optical trapping)방식이었다. 표면 

플라즈몬을 이용하면 일반적인 소멸파보다 더 작은 영역인 나노미터 영역에서 

조작이 가능해지고 필드의 강도 또한 더 증가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표면 플라즈몬을 이용하여 회전 힘을 형성하는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Tong 등은 입사 광으로 나노와이어(nanowires)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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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입자(nanoparticles)가 돌아가도록 회전력을 형성시켰다[4]. 회전력의 

방향은 편광으로 제어될 수 있었다. Ploschner 등은 맥스웰 스트레스 

텐서(Maxwell stress tensor)를 이용하여 나노 안테나에 작용하는 토크를 

계산했다[1]. Wang 등은 플라즈모닉 나노 집게(plasmonic nano-

tweeezer)구조를 이용하여 나노입자가 한 점을 중심으로 회전운동 하도록 하는 

힘을 발생시켰다[31]. Liu 등은 卍자모양의 금으로 된 나노 크기의 모형을 빛을 

입사시켜 돌리는데 성공했다[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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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卍자 모양의 구조물을 이용한 회전력 형성  

앞서 언급한 卍자 모양의 나노 구조물은 회전하는 힘이 그 구조물보다 4000 배 

이상 큰 그 구조물을 둘러싼 마이크로 실리카 디스크를 돌릴만큼 크다. 이러한 

소자는 지금까지의 나노스케일 모터에 관한 연구들에 비해서 여러 측면에서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이 구조물은 전기배선이 필요 없다. 따라서 

회전하는 힘의 크기와 방향이 단지 외부의 빛의 세기와 파장만으로 제어가 

가능하다. 두번째로 이 구조는 바이오 측면에서 안전하다고 밝혀진 금(Au)으로 

만들어져 있다. 따라서 이 모터는 DNA 의 물리적 특성, nanoelectromechanical 

시스템의 물리적 특성 등을 분석할 때 응용될 가능성이 크다. 

DNA 의 감기 및 풀기에 대한 응용 예는 그림 6 에 나타나 있다. DNA 는 이중 

나선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卍자구조의 모터를 이용하면 이러한 DNA 를 rkarjsk 

vnfdj DNA 의 특성을 분석 할 수 있다. 



 

 

그림 6 . 卍자 구조 모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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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터를 DNA 를 감거나 푸는데 응용하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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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회전력 형성을 위한 금속박막 

에서의 개구 설계 및 이론적인 배경 

4.1. 금속 박막에서의 개구 설계 

그림 7 은 회전력 형성을 위해 제안된 금속 박막에서의 개구 구조의 개념도이다. 

두께 30 nm 의 박막에 날개폭이 38 nm 이고 전체 길이가 200 nm 인 

卍자형태의 슬릿이 (x,y,z)=(0,0,0) 을 중심으로 파여져 있다. 또한 이러한 

 

 

그림 7. 회전력 형성을 위한 금속 박막에서의 개구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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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박막은  유전율(electric permittivity)이 2.32 인 유리(glass)로 덮여 있다. 

금속은 금(Au)이고 이 물질에 대한 광학적 파라미터들은 Pailk 의 문헌을 

참고했다[44]. 이 개구에 각각 선평광(linear polarization), 혹은 

원형평광(circulary polarization)의 빛이 입사된다. 이 개구에 대한 광학적, 

역학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유한요소법에 기반을 둔 상용 소프트웨어인 

COMSOL Multiphysics 3.5 를 사용하였다. 

  전자기학에서 유한요소법(finite element method:FEM)은 설계된 구조에서 

맥스웰 방정식의 해를 도출해내는 방법이다. 먼저 해석영역을 N 개의 원소로 

나누고 각각의 원소에 맥스웰 방정식을 적용한다. 그리고 이 적용된 

방정식에대한 고유치와 고유벡터를 구하고 이를 오차가 일정수준 아래까지 

낮아지도록 반복하여 최종적인 우리가 원하는 맥스웰 방정식의 해를 얻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COMSOL Multiphysics 를 이용하여 제안된 개구에 수직으로 

각각 선형 편광(linearly polarization), 좌원 편광(left circularly polarization), 

우원 편광(right circularly polarization)을 입사시키고 그에 대한 

전기장(electric field), 포인팅 벡터(Poynting vector), 힘(force) 등을 살펴봤다. 

시뮬레이션 영역에서 삼각형 요소의 크기는 정확한 FEM 시뮬레이션을 위해서 

물질과 영역마다 다르게 설정되었다. 금 박막에서의 삼각형 요소는 20nm 

이하로 설정했다. 특히, 卍자 형태로 파여져 있는 부분과 그 주변 금속 부분은 

삼각형 요소를 3nm 이하로 설정했다. 그리고 유리의 삼각형 요소는 

60nm 이하로 설정했다. 이는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파장 영역인 600 nm~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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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 보다 최대 1/10 보다 작은 크기로서, 이로 인해 시뮬레이션의 정확성을 

더하였다.  



 

 

4.2. 바비네의 원리(Babinet

4.2 절과 4.3 절에서는 4.1 절에서

이론적인 접근을 하고자 한다

이유는 바비네의 원리를 따른다

A 가 하나의 회절체

상보적인(complementary) 회절체라고

아래 그림 8 과 같다.  

그림 8. 바비네의 원리에

위상만 서로 반대인  같은

18 

(Babinet’s principle) 

절에서 설명한 개구에 회전력이 형성되는 이유에

한다. 우선 제안된 개구가 卍자 모양을 하고

따른다.  

회절체(diffracting body)라 하고 A’가 

회절체라고 가정한다. 이에 대한 간략한 개념도는

 

원리에 따라서 두 스크린이 형성하는 회절 패턴은 

같은 패턴이다. 

이유에 대한 

하고 있는 

 A 의 

개념도는 

 

 



19 

 

바비네의 원리는 이 두개의 구조물의 회절 패턴은 빛의 강도에 있어서는 서로 

같고 위상은 서로 반대라는 것이다. 이는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설명이 가능하다 

어떤 슬릿이 있고 빛이 그 슬릿을 통과한다고 가정한다. 그러면 어떤 특정한 

회절 패턴(diffraction pattern)을 얻게될 것인데 그 패턴을 Eslit 라 하자. 우리가 

그 슬릿을 빛이 통과할 수 없는 물질로 매워버린다면 Fraunhofer limit 에서는 

전기장이 존재하지 않을 것인데 이것은 그 물질에서 Eslit 과 반대되는 전기장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 할 수 있다. 이를 Eblock 라 하자. 그러면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자명하다.   

slit blockE E=

 

만약 여기서 슬릿을 치워버린다 해도 슬릿을 메웠던 영역에서는 여전히 

Eblock 가 존재한다고 생각 할 수 있는데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바비네의 원리가 

성립하게 되는 것이다. 

2( )block slit slitI E I= - =

  

바비네의 원리에 따라서 앞서 3 장에서 소개한 卍자 모양의 막대가 회전력을 

형성시켜서 구조를 돌린다면 4 장에서 제시된 卍 모양의 개구 또한 회전력을 

형성시켜서 구조를 돌릴 수 있다고 예상이 가능하다. 게다가 금속 개구는 금속 

막대보다 필드를 제한(confine)하는 능력이 뛰어나므로 더 큰 회전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실제로 얼마나 더 큰 힘이 형성될 것인지는 

5 장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4.1)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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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맥스웰 스트레스 텐서(Maxwell stress tensor) 

구조물에 미치는 힘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맥스웰 스트레스 텐서 방법이 

필요하다[32]. 맥스웰 스트레스 텐서는 빛이 가지고 있는 운동량이 구조물에 

전이되어 어느만큼의 힘을 작용시키는지를 계산할 때 유용하다. 맥스웰 

스트레스 텐서의 유도과정은 다음과 같다. 로렌츠 힘(Lorentz force)에 의해서 

전하에 미치는 전자기 힘은 다음과 같다. 

( )F q E v B= + ´
r r rr

 

여기서 q 는 전하량, E 는 전기장, v 는 전하의 속도, B 는 자기장이다. 만약 부피 

V 안에 모든 전하들의 운동량의 합을 P 라 한다면 위의 식은 다음과 같이 바꿀 

수 있다. 

( )
V

dP E J B dV
dt

r= + ´ò
r r r r

 

여기서 ρ 는 전하밀도를 나타내고 J 는 전류밀도를 나타낸다. 맥스웰 방정식을 

이용하여 식 (4.4)의 ρ 와 J 를 소거하면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 있다. 

2( ) ( )EE J B E E B c B B
t

r e
é ù¶

+ ´ = Ñ × + ´ - ´ Ñ´ê ú¶ë û

rr r r r r r r r

 

여기서 ε는 유전율이고 c 는 빛의 속도이다. 위의 식은 벡터 연산을 통해 

아래와 같이 변형 가능하다. 

2 2( ) ( ) ( ) ( ) ( )E J B E E c B B E E c B B E B
t

r e e ¶é ù+ ´ = Ñ × + Ñ × - ´ Ñ´ - ´ Ñ´ - ´ë û ¶

r r r r r r r r r r r r r

 

(4.3) 

(4.4) 

(4.5) 

(4.6) 



21 

 

 

따라서 식 (4.6)은 다음과 같이 표현 될 수 있다. 

2 2

( )

( ) ( ) ( ) ( )

fieldmechanical

V

V

dPdPdP d E B dV
dt dt t dt dt

E E c B B E E c B B dV

e

e

¶
+ ´ = +

¶

é ù= Ñ × + Ñ × - ´ Ñ´ - ´ Ñ´ë û

ò

ò

rrr r r

r r r r r r r r
 

좌변에서 첫번째항은 역학적인 힘을 나타내고 두번째항은 전자기학적인 힘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맥스웰 스트레스 텐서 Tαβ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2 21[ ( ) ]
2

1 ( )
0 ( )

T E E c B B E E c B Bab a b a b ab

ab

e d

a b
d

a b

= + - × + ×

=
=

¹

r r r r

 

맥스웰 스트레스 텐서를 이용하여 전자기파에 의해 생기는 힘 에관한 간단한 

식을 얻을 수 있다. 

S V

dF T dS Sd
dt

em t= × -ò ò
rr t

Ñ
 

여기서 S 는 Poynting vector 이다. 이것으로 빛이 입사되었을 때 필드의 

분포를 알면 그 구조에 가해지는 힘의 크기와 방향을 알 수 있다. 

 

  

(4.7) 

(4.8)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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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각 운동량(Angular momentum) 

맥스웰 방정식으로부터 빛은 선 운동량(linear momentum)과 각 

운동량(angular momentum)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증명 가능하다. 선 운동량과 

각 운동량에대한 식 유도는 다음과 같다. 

힘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으므로 위의 맥스웰 스트레스 텐서 식은 다음과 

같은 표현이 가능하다. 

mech

S V

dp dT dS Sd
dt dt

em t= × -ò ò
r rt
Ñ

 

여기서 우변의 두번째 적분은 전자기파내에 저장된 운동량을 나타내므로 선 

운동량은 다음과 같이 정의가 가능하다. 

em
V

p Sdme t= ò
rr

 

따라서 운동량 밀도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자. 

( )em S E Bx me e= = ´
r r r r

 

그러면 각운동량 밀도는 아래와 같은 식이 된다. 

( )em eml r r E Bx e é ù= ´ = ´ ´ë û
r r r rr r

 

일반적으로 빛의 스핀 운동량은 편광에 의존하며 다음과 같은 관계임이 알려져 

있다. 

j s= h

 

(4.10) 

(4.11) 

(4.12) 

(4.13)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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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σ의 값은 선형편광, 좌원편광, 우원편광에 따라서 각각 0, -1, 1 의 값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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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구조에서 회전력이 생기는 원리 

Beth 의 실험에서[33] 복굴절 판(birefringent plate)위에 스핀 각 운동량을 

가지는 원평광의 빛이 입사될 때  그 빛은 선평광의 빛으로 변형된다는 것이 

보고된바 있다. 그리고 같은 실험이 복굴절의 마이크로단위의 입자에서도 

반복되어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 보고되었다. 이러한 현상이 

응용되어 1990 년대에 입사 빛과 산란되는 빛의 각 운동량을 다르게 할 수 

있다면 빛-물질의 상호작용(light-matter interaction)으로 물질에 토크를 발생 

시킬 수 있다는 것이 보고되었다. 

Liu 등의 卍자 형태의 나노구조에서[29] 토크가 발생하는 것은 이것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입사되는 빛에는 스핀 운동량과 궤도 각 운동량이 존재하지 

않지만 卍자형태의 나노구조가 돌아갈 수 있는 이유는 입사되는 빛이 그 구조에 

플라즈몬을 여기시키고 그것이 산란될 때 빛이 각 운동량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즉, 각 운동량 보존법칙에 의해서 입사되는 빛과 산란되는 빛의 각 

운동량 차이만큼 그 구조에는 새로운 각 운동량이 생기게 된다. 빛의 

등위상면(phase front)에 변화를 주어 토크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특히 구조에서 

여기되는 플라즈몬이 빛과 물질의 상호작용을 더욱 크게 만들어 卍자모양의 

막대를 둘러싸고 있는 실리카의 크기가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큼에도 불구하고 

그 실리카를 돌릴 만큼의 토크가 생겼다. 특히 이 연구가 놀라웠던 점은 토크가 

생기는 방향도 입사되는 파장에 따라서 조절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파장에 따라서 卍자 모양의 구조에 여기되는 플라즈몬의 모드가 

달라서 결론적으로 산란되는 빛이 가지는 각 운동량의 방향이 다르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도식은 그림 9 에 나타나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구조인 卍

회력을 형성 시킬 수 있다. 첫번째는

입사시킨다. 앞서 언급한 바비네의

것이다. 여기에 더해서 좌원형

제안한 卍자 모양의 막대의 

하지만 좌원형 편광과 우원형

운동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림 9. 卍자 모양의 막대

산란된 빛의 각 운동량이 0

구조에 토크가 작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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卍자 형태의 개구는 세가지 편광 종류의 입사 

첫번째는 앞서 말한 Liu 등의 구조와 같이 선형편광을

바비네의 원리에 의해서 개구에는 회전력이 

좌원형 편광과 우원형 편광을 입사시킬 것이다. Liu

 경우 회전의 방향을 파장의 크기로 조절 

우원형 편광은 서로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인 스핀

때문에 이러한 스핀 각 운동량을 개구에 전이시킨다면

막대 구조에 선형 편광의 빛이 입사되었을 

0이 아니기 때문에 각 운동량 보존법칙에 의해서

된다. 

 빛으로 

선형편광을 

 형성될 

. Liu 등이 

 했었다. 

스핀 각 

전이시킨다면 

 경우  

의해서  



 

같은 파장을 입사시켜서 단지

있다. 이에 대한 모식도가 그림

 

그림 10. 卍자 모양의

식도. 그림 9와는 다르게

회전의 방향을 조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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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편광에 의해서 회전 힘의 방향이 결정되도록

그림 10 에 나타나있다.  

  

모양의 개구에서 회전력 형성을 위한 장치에대한 모

다르게 원형편광을 주어 스핀 각 운동량의 전이로

조절한다. 

결정되도록 할 수 

모

전이로 



 

제 5 장 금속 박막에서

광학적 특성에 
 

5.1.  선편광이 입사되었을

그림 10 에서 -z 방향으로 

여기되는 정도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11. 卍자 모양 개구

여기되는 정도(field enhancement)

27 

박막에서 卍자 모양 개구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입사되었을 때 卍자 모양 개구의 공진 

 선편광 빛을 입사시켰을 때 파장에 따른 

나타내면 그림 11 과 같다. 

개구에서 선편광빛을 입사시켰을 경우의 필드가

(field enhancement) 

개구의 

 파장 

 필드가 

 

 

필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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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nm~ 2000 nm 범위 안에서는 840 nm, 1820 nm 에서 공진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진파장이 2 개인 이유는 卍자모양의 개구에서 표면 

플라즈몬이 여기되는 위치가 두 공진파장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卍자 모양 개구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840 nm, 1820 nm 의 파장을 쓸 

것이다. 그 이유는 맥스웰 스트레스 텐서 식에 의하면 전기장의 세기가 더 크면 

클수록 토크의 세기는 더 커지기 때문이다.  



 

5.2. 전기장의 분포와

운동량 보존법칙에 의해서 卍

개구에 힘을 가하는 것은 전자들이다

위해서는 전기장의 분포를 알아야

그림 12. 卍자 모양의 개구

전기장 x성분의 위상에

(d) φ=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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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전력 형성의 정성적 설명 

卍자 모양의 개구에 토크가 형성되는데 실질적으로

전자들이다. 따라서 전자의 움직임을 유추해

알아야 한다.  

개구에 x방향의 편광이 수직입사 되었을 때 

위상에 따른 분포. (a) φ=0˚, (b) φ=90˚, (c) φ=180˚, 

실질적으로 

유추해 내기 

 

 

[V/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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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가 돌아가는 방향을 알기 위해서 전기장 분포를 x, y 방향으로 나누어서 

선편광, 우원형편광, 좌원형편광에 대해서 나타냈다.  

그림 12 는 선편광의 빛을 수직으로 입사시켰을 때 전기장의 x 방향 성분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12(a) 에서 두군데의 모서리에서 전기장이 강하게 모여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전기장의 방향이 +이므로 두 모서리중 왼쪽 위의 모서리에는 

양의전하가 힘을 받아 +x 방향으로 개구에 힘을 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오른쪽 아래 모서리 부분은 음의전하가 힘을 받아 -x 방향으로 개구에 힘을 

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개구가 시계방향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토크가 생기게 된다. (c)에서도 마찬가지로 설명이 가능한테 이번에는 전자가 

아닌 양의전하가 힘을 받아 개구의 벽 부분에 힘을 가하게 되어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시계방향으로 돌아가게끔 하는 토크가 생기게 된다.  

그림 12(c), 12(d)에서는 필드가 강하게 형성된 곳이 보이지 않는다. 여기서 

열거한 네가지 경우의 중간단계가 되는 위상에서는 그림 12(a), 12(c)의 

경우보다는 약하지만 시계방향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토크가 생길 것이라는 것은 

쉽게 예상 가능하다. 따라서 1820nm 의 선편광의 빛을 卍자 모양의 개구에 

수직입사 시키면 시계방향으로 돌아가는 토크가 생긴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지금까지 논의한 것을 간단하게 도식화하면 그림 13 과 같다. 



 

 전기장의 y 방향 성분에 의한

14 는 개구에 x 방향으로 편광된

성분을 위상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처럼 전하의 분포를 생각해보면

상쇄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양전하들이 한쪽에서는 +y

작용하여 전체적으로는 힘이

모서리 부분에서는 전자들이

반대방향으로 힘을 작용하고

그림 13. 卍자 모양의

되었을 때 전기장의 x

용하는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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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전하분포도 마찬가지로 설명이 가능하다

편광된 빛이 수직입사 되었을 때 전기장의 

것이다.  전기장의 x 방향 성분에 대해서 논했던

생각해보면 이번에는 전하들이 개구에 작용하는 힘이

있다. 그림 14(a)를 보면 왼쪽 위 모서리 부분에서는

y 방향으로, 나머지 한쪽에서는 -y 방향으로

힘이 서로 상쇄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오른쪽

전자들이 개구에 힘을 작용하고 있지만 위와 아래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힘이 서로 상쇄되고

모양의 개구에서 x방향으로 편광된 빛이 수직 입사

x방향 성분에 의한 위상에따른 전하분포와 작

 

가능하다. 그림 

 y 방향 

논했던 것 

힘이 서로 

부분에서는 

방향으로 힘을 

오른쪽 아래 

아래가 서로 

상쇄되고 있는 

 

입사 

작



 

것을 볼 수 있다.  

이제는 원형편광의 경우에

편광이 수직으로 입사되었을 

13(a)와 13(c)에서는 ①과 ④

상쇄되고 ②와 ③에서 작용하는

그림 14. 卍자 모양의 개구

었을 때 전기장의 x성분의

(c) φ=180˚, (d) φ=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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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그림 15 는 개구에 

 때 전기장의 x 성분을 나타낸 것이다. 이 경우

④에서 작용하는 전하들의 힘이 서로 반대방향으로

작용하는 전하들의 힘이 서로 반대방향으로 상쇄되지만

개구에 x방향의 편광된 빛이이 수직입사 되

성분의 위상에 따른 분포. (a) φ=0˚, (b) φ=90˚, 

 

 우원형 

경우 그림 

반대방향으로 

상쇄되지만 

 



 

13(b)와 13(d)에서는 ①, ②, 

힘이 작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선형편광을 입사시켰을 때와

개구가 시계방향으로 돌아가는

개구에 전이된 스핀 각 운동량이

방향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수직입사 되었을 때 전기장

그림 15. 卍자 모양의 개구

의 x성분의 위상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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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④영역 모두 구조가 시계방향으로 돌아가도록

알 수 있다. 

때와 동일한 방향게 우원형 편광을 입사시켰을

돌아가는 힘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운동량이 선편광의 빛에서 개구가 받은 각 운동량의

. 그림 16 은 卍자 모양의 개구에 좌원형 

전기장 y 성분의 위상에 따른 분포를 나타낸다

개구에 우원형 편광이 수직입사 되었을 때 전기장

따른 분포. (a) φ=0˚, (b) φ=90˚, (c) φ=180˚, (d) φ=270

돌아가도록 

입사시켰을 때 

 이유는 

운동량의 

 편광이 

나타낸다. 이 

전기장 

=270



 

경우 모든 위상에 대해서 

전기장의 y 성분에 의해서는 돌아가는

어퍼처는 전체적으로 시계방향으로

우원형 편광이 전체적으로 받는

17(b)는 각각 그림 15(b), 15(d)

대해서는 힘의 상쇄가 일어난다

발생시키는 힘을 받는 부분의

그림 16. 卍자 모양의 개구

y성분의 위상에 따른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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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하들이 서로 미는 힘들이 상쇄되어서 

돌아가는 힘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계방향으로 돌아가는 힘을 받는다. 

받는 힘을 도식화하면 그림 17 과 같다. 그림

15(b), 15(d)에서의 전기장에 의한것이고 나머지의 

일어난다. 그리고 선편광과 비교해 봤을 때 

부분의 면적 또한 늘어났다. 이 절에서는 정성적인

개구에 우원형 편광이 수직입사 되었을 때 전기장

분포. (a) φ=0˚, (b) φ=90˚, (c) φ=180˚, (d) φ=270˚

 개구가 

있다. 결국 

그림 17(a), 

 경우에 

 토크를 

정성적인 

 

전기장의 

˚. 



 

설명에서 그치지만 스핀 각 

크기도 더 클 것이라고 예상 할

 

그림 18 은 卍자 모양의 개구

x 성분의 위상에 따른 분포를

영역에서는 왼쪽과 오른쪽 모서리에서

힘을 작용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영역에서는 왼쪽과 오른쪽 모서리에서

힘을 작용하고 있다. 그림 18(b), (d)

부호의 전하들이 각각 반대방향의

따라서 卍자 모양의 개구에 좌원형

위상에 따른 분포에의한 회전

그림 17. 卍자 모양의 개구

을 때 전기장에 의한 위상에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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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량의 전이로 선편광일 때보다 돌아가는

할 수 있다. 

개구에 좌원형 편광이 수직입사 되었을 때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18(a), (b)를 보면 

모서리에서 서로 같은 부호의 전하들이 반대방향으로

실제적인 힘의 방향은 정량적인 계산이 필요하다.

모서리에서 서로 다른 부호의 전하들이 반대방향으로

18(b), (d)를 보면 ①, ②영역에서 각각 서로 반대되는

반대방향의 힘으로 힘을 작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좌원형 편광이 수직입사 되었을 때 전기장 x

력은 형성되지 않는다.  

개구에서 우원형 편광된 빛이 수직 입사 되었

위상에따른 전하분포와 작용하는 힘.. 

돌아가는 힘의 

 

 전기장 

 ①, ② 

반대방향으로 

. ③, ④ 

반대방향으로 

반대되는 

수 있다. 

x 성분의 

 



 

그림 18. 卍자 모양의

기장 x성분의 위상에 φ=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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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구에 좌원형 편광이 수직입사 되었을 때 전

 따른 분포. (a) φ=0˚, (b) φ=90˚, (c) φ=180˚, (d) 

 

전

, (d) 



 

그림 19 는 卍자 모양의 개구

y 성분의 위상에 따른 분포를

경우에 대해서 회전력은 형성되지

모양의 개구에 좌원형 편광이

수직입사되었을 경우보다 작다는

스핀 각 운동량이 음의 부호를

받는 각 운동량은 양수인 반면

두 운동량이 서로 상쇄된다. 

그림 19. 卍자 모양의 개구

기장 y성분의 위상에 따른φ=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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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에 좌원형 편광이 수직입사 되었을 때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앞서 논의된 논리를 따르면

형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편광이 수직입사 되었을 때에는 회전력은 우원형 

작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 좌원형 편광의

부호를 가지기 때문이다. 선형 편광에 의해서 

반면 좌원형 편광의 스핀 각 운동량은 음수를 가지므로

  

개구에 좌원형 편광이 수직입사 되었을 때 전

따른 분포. (a) φ=0˚, (b) φ=90˚, (c) φ=180˚, (d) 

 

 전기장 

따르면 모든 

따라서 卍자 

 편광이 

편광의 경우 

 개구가 

가지므로 

전

,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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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卍자 모양의 개구와 卍자 모양의 나노막대의 

비교분석 및 스핀 각 운동량의 전이 

 

그림 20 은 그림 9 와 같은 스펙의 卍자 모양의  나노 막대를 개구의 경우와 같이 

시뮬레이션해서 필드가 여기되는 정도(field enahncement)를 나타낸 것이다. 

나노 막대의 경우 공진파장은 1900 nm 이다. 여기서 주목해야할 것은 그림 

11 과 비교해 봤을 개구의 필드가 여기되는 정도가 나노 막대의 필드가 여기되는 

정도보다 약 6 배나 더 크다는 것이다. 이것은 나노 막대가 빛을 잘 산란시키는 

특징을 가지는 반면 나노 개구의 경우 빛을 잘 제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은 그림 12 와 그림 21 을 비교해보면 잘 알 수  

그림 20. 卍자 모양의 나노막대에서 선형편광을 입사시켰을 경우의 

필드가 여기되는 정도(field enhan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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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 차이로 인해서 개구

회전력보다 더 크게 된다. 전자기파에

맥스웰 스트레스 텐서에 의해서

크기와 관계한다. 전기장이 

개구의 경우 나노 막대의 6

주장하고자 하는 卍자 모양의

그림 21. 卍자 모양의 나노막대에서

장의 x성분. (a) φ=0˚,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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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에서 생기는 회전력이 나노 막대에서 

전자기파에 의해 생기는 힘의 크기는 4.3 절에서

의해서 결정되는데 맥스웰 스트레스 텐서는 전기장의

 매우 큰 영역(dominant area)에서 빛의 

6 배가 된다. 개구의 이러한 특성은 본 논문에서

모양의 개구 구조의 큰 장점이고 나노 막대로 

나노막대에서 선형편광을 입사시켰을 경우 전

, (b) φ=90˚, (c) φ=180˚, (d) φ=270˚. 

 생기는 

절에서 논한 

전기장의 

 강도가 

논문에서 

 구현된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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卍자형태의 구조보다 개구로 구현된 卍자 모양의 구조가 토크의 효율측면에서 

더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2 는 卍자 모양의 나노막대와 나노개구를 0˚부터 360˚까지 4˚간격으로 

회전시켜가며 선편광을 가지는 840 nm 의 빛을 수직입사시키고 각 경우에 

대해서 토크의 값을 계산한 결과이다. 예상한 바와 같이 卍자모양을 나노개구로 

만들었을 때 토크가 나노막대의 경우보다 2~3 배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2. 卍자 모양의 나노막대와 나노개구를 0˚부터 360˚까지 회전시켜

가며 840 nm의 파장을 가지는 선편광된 빛을 수직입사 시켰을 때 토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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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은 는 卍자 모양의 나노막대와 나노개구를 0˚부터 360˚까지 4˚간격으로 

회전시켜가며 선편광을 가지는 1820 nm 의 빛을 수직입사시키고 각 케이스에 

대해서 토크의 값을 계산한 결과이다. 1820 nm 파장의 경우 나노개구에서 

생기는 토크의 크기가 나노막대에 비해 3~4 배 큰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840 

nm, 1820 nm 에 대해서 모두 나노개구에 생기는 토크의 크기가 나노막대에 

생기는 토크의 크기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3. 卍자 모양의 나노막대와 나노개구를 0˚부터 360˚까지 회전시켜

가며 1820 nm의 파장을 가지는 선편광된 빛을 수직입사 시켰을 때 토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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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는 나노개구에 1820 nm

좌원형 편광, 선편광으로 수직

정성적으로 설명된 것처럼 우원형

토크의 크기가 더 크게 형성되었

그림 24. 卍자 모양의 

nm의 파장을 가지는 빛을

편광(LP)으로 수직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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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0 nm 의 파장을 가지는 빛을 각각 우원형편광

수직 입사 시켰을 때 토크를 비교한 결과이다. 5.2

우원형 편광이 입사되었을 때 선형편광의 경우보다

형성되었고 좌원형 편광이 입사되었을 떄 선

 나노개구를 0˚부터 360˚까지 회전시켜가며 1820 

빛을 각각 우원형편광(RCL), 좌원형편광(LCP), 

수직입사 시켰을 때 토크비교. 
 

우원형편광, 

. 5.2 에서 

경우보다 

선편광의 

1820 

(LCP),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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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보다 토크의 크기가 더 작게 나타났다. 이것으로 스핀각 운동량이 卍자 

모양의 나노개구에 전이된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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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본 논문에서는 회전력을 형성 시킬 수 있는 금속 박막에서의 나노개구를 

제안하였으며, 유한요소법을 통해 이를 해석하였다. 참고문헌의 卍자 모양의 

나노막대를 바비네의 원리에 따라 개구로 구현함으로써 약 3~4 배의 더 큰 힘을 

형성 시킬 수 있었다. 특히 회전의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파장을 다르게 하는 

방법 대신에 서로 직교하는 두 원형편광의 스핀 각 운동량이 각각 다른 부호를 

가진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개구가 돌아가도록 하는 힘의 크기를 바꿀 수 있었다.  

파장을 바꾸지 않고 단순히 빛의 편광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광 조작이 가능한 

것이다. 

또한 제안된 모터구조가 돌아가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각 운동량 관점에서 

설명을 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개구에 힘을 가하는 전하들의 입장에서 

정성적으로 설명이 가능했다. 이 두 종류의 설명은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현상을 두가지 다른 방법으로 설명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卍자모양의 나노 rorn 는 앞서 설명한 DNA 의 감기, 풀기와 같은 

분야에서 응용될 수 있다. 이러한 응용 분야에서 이 개구가 가지는 장점은 나노 

개구가 나노 막대에 비해서 높은 광 집적능력을 가지므로  더 작은 크기로 

제작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단순한 증착과 밀링(milling)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복잡한 리쏘그래피(lithography)작업이  필요없다는 것이 장점이 될 수 

있다. 또한, 개구가 금(Au)으로 되어있어서 바이오 측면에서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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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이러한 모터는 별도의 전기배선이 필요없이 단순히 빛의 편광 

조절만으로 원격으로 동작의 조절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렇게 설계된 

나노개구들은 바이오와 연관된 전반적인 나노 광학 분야에 응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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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sign and analysis of nano-aperture 

on metal film for rotational force 

The author reports  that a planar gold swastika-shaped aperture can be used to 

induce a rotational field. Highly confined localized surface plasmons are excited 

on the aperture and geometry-dependent phase retardation drive torque on the 

swastika shaped aperture. It is shown that manipulation of the rotational speed 

can be achieved by two orthogonally circularly polarized incident lights. In 

addition, the author shows that this aperture structure can generate stronger 

torque than the rod structure with the same geom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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