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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사물 인터넷과 데이터 통신 및 처리 기술의 발전으로 인체에 착용하여 

즉각적으로 상호작용 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디바이스의 여러 구성 요소 중 디스플레이는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에 따라 신체의 움직임에 의한 

변형에도 원활히 작동하는 신축성 디스플레이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현재 시중의 디스플레이는 대부분 무기재료로 구성되어 신축성을 가지기 

어려우므로 폴리머 등 기계적 변형이 수월한 유기재료를 이용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젤과 포토닉 크리스탈의 

복합재료는 우수한 신축성과 다양한 발색, 이온을 통한 전도성 확보 

등으로 다양한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재료의 특정 색을 구현하는 공정 

원리, 반사율 개선을 위한 전략 등 디스플레이로 활용되기 위한 연구가 

추가로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2-Hydroxyethyl methacrylate (HEMA)와 

Acrylamide (AAm) 단량체, Ethylene glycol 용매로 구성된 

오가노젤의 젤형성 중 색 변화에 대하여 그 원리와 활용을 다룬다. 

포토닉 크리스탈을 이루는 나노 입자로는 hydroxylated polystyrene 을 

채택하였으며, 균일하게 쌓인 크리스탈에 젤 용액을 넣고 365nm 

자외선을 처리하여 젤형성하는 과정으로 샘플을 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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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공정을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은 크게 두 가지로, 첫 째는 

젤 용액의 충분한 소수성(hydrophilicity)이다. 극성이 상대적으로 큰 물, 

AAm 수용액 등은 포토닉 크리스탈 사이로 침투할 수 없었고 이는 각 

용액과 아크릴판의 접촉각을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규명하였다. 두 

번째는 나노 입자와 용액이 상호작용하여 코어-쉘(core-shell)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는 젤 전체가 아닌 입자 주변에서 발생하는 국부적 

현상으로 젤형성 중 색 변화의 핵심 원리로 추측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만든 포토닉 크리스탈-오가노젤 복합체는 색 변화 

중 비등방적인, 즉 높이 방향만의 간격 변화를 가진다. 따라서 

등방적으로 팽창하는 기존의 팽윤(swelling) 기반 색 변화보다 

이론적으로 더 높은 반사율을 가지며 이는 Lumerical 사의 FDTD 

solution 을 이용한 시뮬레이션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하는 기존의 포토닉 크리스탈 색 변화 

공정과 달리, 특정 부분의 UV 조사 시간만을 조절하여 다양한 색을 

낸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큰 이점을 지닌다. 때문에 디지털 모델을 

입력하여 정밀하게 빛을 조사할 수 있는 DLP(Digital Light Processing) 

방식의 printer 로 이러한 장점을 극대화하는 printing 예시를 

제작하였다. 이는 신축성 재료에 포토닉 크리스탈을 printing 하는 

최초의 사례로서 간단하고 새로운 공정을 제안한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신축성 반사형 디스플레이, 그 중에서도 포토닉 크리스탈과 젤의 

복합체에 대하여 경제적이고 다채로운 색을 보장하는 공정과 그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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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을 입증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다만 나노 입자와 코어-

쉘 형성의 조건, 보다 굴절률이 작은 신축성 재료를 이용하여 반사율을 

높이는 방법 등에 대해 추가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요어 : 포토닉 크리스탈, 나노 입자, 오가노젤, 젤형성, 신축성 

재료, 반사형 디스플레이, 패턴 형성 

학번 : 2018-29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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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lor transition of stretchable 

photonic crystal-organogel 

composite material 

during gelation 

Miji Kim 

Material Science and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With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et of Things and data 

communication and processing technology, wearable devices that 

instantly interact with the human body are receiving so much 

attention. Among the various components of devices, displays play 

an important role in providing appropriate information to users, 

thereby highlighting the importance of flexible displays that work 

seamlessly with deformation caused by body movements. Curr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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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 displays on the market are made of inorganic materials, 

making it difficult to have flexibility, so many attempts are being 

made to use organic materials that are easier to mechanically 

modify such as polymers. Among them, the composite materials of 

gel and photonic crystals have various advantages such as excellent 

stretchability, various colors, and securing conductivity through 

ions. However, additional research is needed such as process 

principles that implement specific colors of materials and strategies 

to improve reflectivity. 

Therefore, this study deals with the principle and use of the 

change in color of organogel composed of 2-hydroxyethyl 

metacrylate (HEMA) and Acrylamide (AAm) monomer and 

ethylene glycol solvent. For the nanoparticles that form photonic 

crystals, hydroxylated polystyrene microbeads were adopted and 

the gel solution was put into the uniformly stacked crystals. The 

samples were produced by processing 365 nm ultraviolet rays to 

gel formation. 

There are two main requirements for utilizing the process, the first 

being the sufficient hydrophilicity of the gel solution. Water with 

relatively large polarity, AAm solution, etc. could not penetrate 

between photonic crystals, and this was revealed by compar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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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le of contact between each solution and acrylic plate relatively. 

The second is that nanoparticles and solutions interact to form a 

core-shell structure. This is a local phenomenon occurring around 

particles, not the whole gel, and has been identified as a key 

principle of color change during gel formation. 

The photonic crystal-organogel complex made in this way has 

anisotropic, i.e. a variation in height only. Therefore, it has 

theoretically higher reflectivity than the existing swelling-based 

color changes that expand isotropically, which was confirmed by 

simulations using Lumerical Inc.'s FDTD solution. 

In addition, unlike the traditional photonic crystal color change 

process, which requires several processes, this study has a great 

advantage in that it produces a variety of colors by adjusting the UV 

irradiation time in a certain area. Therefore, an example of printing 

was produced that maximizes this advantage with DLP-style 

printers that allow precise light irradiation with digital models. This 

marks the first time that photonic crystals can be printed with 

stretchable materials, suggesting a simple and new process. 

Therefor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meaningful in that they have 

demonstrated processes, principles and conditions that ensure 

economical and colorful colors for flexible reflective displ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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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pecially photonic crystals and gel compounds. However, further 

studies should be conducted on the conditions of nanoparticles and 

core-shell formation, and how to increase reflectivity using 

materials with smaller refraction rates. 

 

Keywords  :  Photonic crystal, Nano particles, Organogel, Gelation, 

Stretchable material, Patterning 

Student number  :  2018-29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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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1.1 Hydrogel & organogel 

 

하이드로젤은 물을 다량으로 포함하는 고분자 중합체로, 친수성 

중합체 사슬이 가교 결합(cross-link)되어 이루어진다. 대부분이 물로 

이루어져 매우 투명하고, 신축성을 가지며 이온이나 분자 등을 포함할 

수 있어 다양한 활용 기능성을 지닌다. 특히 물을 기반으로 하여 이온을 

포함할 수 있는 하이드로젤은 유전 탄성체와 함께 사용되어 전압을 

가하여 면적 팽창을 보이는 DEA(dielectric elastomer actuator)를 

제작하거나, 투명하고 신축성을 가지는 터치패널 등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1, 2].  

이러한 하이드로젤의 물성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있었으며, 

그중에서도 Sun, Jeong-Yun, et al. 연구진은 Alginate 의 이온 기반 

가교 결합과 Acrylamide 의 화학적 가교 결합을 이중으로 가지는 터프 

하이드로젤을 발표하였다. 해당 연구로 제작된 하이드로젤은 약 9000 

J/m2 의 fracture energy 와 100kPa 의 탄성 계수를 보여주었다[3]. 

그러나 하이드로젤은 내부에 포함하고 있는 물이 증발하면서 기계적 

특성, 특히 신축성을 급격히 잃는다. 따라서 공기중에서 사용되는 

디바이스의 경우, 물보다 증기압이 낮아 자연 증발이 덜 일어나는 

유기용매를 사용하는 오가노젤 (organogel)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오가노젤 역시 하이드로젤과 같이 신축성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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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Acrylamide 기반 

오가노젤에 PEDOT:PSS 를 복합하여 신축성이 있는 전도성 젤을 

만들거나, 포토닉 크리스탈을 포함하는 오가노젤로 DEA 를 구성하여 

소리를 내며 색을 조절하는 디바이스를 구현한 사례가 있다[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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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Photonic crystal 

 

포토닉 크리스탈(광결정)은 주기를 가지고 배열된 나노 구조가 

거시적으로 색을 띠는 물질이다. 이는 유전상수, 굴절률이 다른 물질이 

주기적으로 배열되었을 때 특정 색 만을 반사하는 현상을 이용한다. 

물체의 색은 다양한 파장의 빛이 섞인 가시광선 중에서 표면에 반사되는 

빛의 파장의 색깔이며, 포토닉 크리스탈의 경우 구조의 주기에 따라 

반사되는 파장대가 달라진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포토닉 크리스탈의 대표적 예시인 몰포나비는 날개 

표면에 입사하는 빛이 규칙적으로 형성된 나노 구조에서 간섭을 일으켜 

특유의 색을 나타낸다. 이 때 보강간섭 되는 빛의 파장이 파란색이므로 

날개가 파란색으로 보이는 것이다. 이는 색소가 아닌 나노 구조에 의한 

색이므로 미세 구조가 달라짐에 따라 색이 변화하게 된다. 또한 그림 

1.1 의 (a)와 같이 다양한 색을 내는 오팔 역시 SEM 으로 관찰할 경우 

나노 크기의 입자가 쌓여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오팔의 각 색을 

띄는 부분은 서로 다른 직경의 입자로 이루어지며, 관찰 각도에 따라 

색이 달라진다[6]. 

이러한 오팔 구조 포토닉 크리스탈의 특성을 이용하기 위해 

인공적으로 오팔 나노 구조를 만들어 색을 구현하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대표적인 방법은 콜로이드 상태의 나노 입자를 건조시켜 

포토닉 크리스탈 자가조립(self-assembly)을 유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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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는 재료는 실리카, 폴리스타이렌 나노 입자 등으로 다양하다. 

해당 공정은 경제적인 장점이 있으나 어느 정도의 불균일성을 감수해야 

한다[7]. 

이렇게 제작된 포토닉 크리스탈의 구조색은 디스플레이, 화학 물질 

감응 센서, 유광 안료 등을 만들 때 활용할 수 있다[8, 9]. 특히 

디스플레이의 경우 기존의 발광형 디스플레이가 아닌, 백라이트를 

포함하지 않는 반사형 디스플레이를 다양한 색상으로 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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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자연, 인공 포토닉 크리스탈 - 오팔 구조의 예시 

(a)오팔의 SEM 촬영 사진 (30,000 배 확대) [6] 

(b) 인공 오팔 구조의 SEM 촬영 사진 및 입자 크기에 따른 

거시적 색 차이 [10]  



 

- 6 - 

 

1.3 Stretchable display 

 

신체에 착용할 수 있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개발 및 활용에 따라, 

시각 정보를 표시하는 디스플레이 역시 구부러지고 늘어나는 중에도 

원활히 작동해야 하는 과제를 얻게 되었다. 때문에 디스플레이의 

궁극적인 과제는 신축성을 가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기존의 무기재료 

기반 디스플레이의 경우 경도가 커서 이러한 활용에 불리하므로, 고분자 

등의 유기 재료를 활용한 디스플레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디스플레이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소자 자체에서 빛을 내는 

발광형 디스플레이와, 외부 광원에서 특정 색의 빛을 반사하여 정보를 

표시하는 반사형 디스플레이가 있다. 그 중에서도 하이드로젤과 타 

발광물질의 복합재료 디스플레이는 우수한 투명도와 신축성을 

보여준다[11]. 그림 1.2 와 같이 BaTiO3 을 poly(vinyl 

pyrrolidone)으로 표면 개질한 코어-쉘 구조의 세라믹 나노 입자로 

전기발광 물질을 합성하여 피부에 부착 가능한 웨어러블 디스플레이를 

구현하거나, 황화아연(ZnS)을 가운데에 두고 하이드로젤로 감싼 

샌드위치 구조로 늘어나는 도중에도 빛을 내는 소자를 만든 것이 그 

예시이다[3, 12]. 

신축성 반사형 디스플레이의 경우 주로 기계적 힘에 의해 색이 변하는 

물질을 이용한다. 하이드로젤에 Spiropyran 을 내장하여 힘을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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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이 일어나면 분자 결합 구조를 바꾸어 색이 변하거나, 포토닉 

크리스탈과 신축성 소재의 복합재료를 만드는 방법이 있다[13]. 포토닉 

크리스탈 중에서도 나노 입자가 규칙적으로 쌓여 만들어진 오팔 구조의 

경우 신축성 재료에 결합하기 용이하다. 또한 제작이 간단하고 입자의 

크기와 간격에 따라 다양한 색을 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므로 가장 큰 

가능성을 보여주는 방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포토닉 크리스탈 오팔 

구조와 신축성 소재, 오가노젤의 복합 재료의 공정 원리와 활용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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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신축성 소재와 발광성 화학 물질의 복합체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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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oretical backgrounds 

2.1 Composites of stretchable material and 

photonic crystal 

 

  포토닉 크리스탈, 그 중에서도 오팔 구조는 신축성 재료에 내장하기 

좋은 특성이 있다. 모든 방향으로 늘어나도 입자의 구조가 파괴되거나 

중첩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림 2.1 과 같이 이러한 장점을 

이용하여 PDMS elastomer 에 폴리스타이렌 나노 입자로 구성된 포토닉 

크리스탈을 내장하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는 우수한 발색과 기계적 

특성을 나타내지만 일반적인 환경에서 팽윤, 반응하여 색을 바꿀 수 

없으므로 보다 다양한 기능성을 보여주기 어렵다. 때문에 외부 환경에 

다양한 기능성을 가지고 반응할 수 있는 젤과 포토닉 크리스탈의 

복합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기존 연구에서, 젤 내부의 포토닉 크리스탈 색을 바꾸는 원리는 

팽윤(swelling)이 대표적이었다. 외부에서 유입되는 용매나 화학 물질, 

습도의 변화 등으로 젤 자체의 부피를 바꾸고 내부에 존재하는 오팔 

구조의 나노 입자 사이를 넓히거나 좁히는 것이다[14]. 혹은 젤을 

합성한 후 레이저를 쏘아 특정 부분의 고분자 네트워크를 변형시켜 입자 

사이 거리를 좁히거나, 젤을 물리적으로 눌러 색을 바꾼 후 가교제를 

추가로 처리하여 색을 고정하는 방식을 사용한다[15]. (그림 2.2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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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단순히 UV 를 쬐어 젤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포토닉 

크리스탈의 색이 변화하는 선행 연구가 존재한다. Kim, Do yoon, et al. 

연구진은 이러한 젤형성 중 색 변화로 빨간색을 띄는 포토닉 크리스탈을 

제작하고 이를 전기장을 이용해 옆으로 늘려 파란색 영역으로 바꾸는 

actuator 로 결합하여 사용하였다[4]. (그림 2.3) 색 변화 자체에 

초점을 맞추지는 않았으나,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볼 때 이는 신축성 

포토닉 크리스탈 재료의 다양한 색을 자외선 조사라는 간단한 방법으로 

낼 수 있는 단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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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신축성 소재와 포토닉 크리스탈의 복합 재료 예시 

(review paper)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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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포토닉 크리스탈 – 오팔 구조와 하이드로젤 복합체의 

색 구현 예시 [1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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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오가노젤의 젤형성 중 색 변화를 이용하는 포토닉 

크리스탈 젤 기반 DEA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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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Digital Light Processing (DLP) printing 

 

DLP 는 빛에 의해 경화되는 액체 수지를 투명한 수조에 담고 

아래에서 위로 특정 형태의 빛을 투과시켜 스테이지에 단면으로 굳히는 

3D printing 방식이다. 쌓아 올리는 입체 모형을 일정 간격으로 나누면 

각 단면이 레이어가 되며, 이들을 시간차를 두어 스테이지에 조사하는 

것이다. 이는 빛을 이용하는 특성 때문에 해상도가 높고 출력 속도가 

빠르며, 각 층의 광 경화 시간을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액체 경화 수지 대신 자외선에 의해 젤형성되는 

오가노젤 용액을 이용한다. 또한 스테이지를 이동시켜 3D 로 레이어를 

쌓아 올리는 대신, 빛이 입사하는 방향으로 포토닉 크리스탈을 바닥에 

고정하여 특정 모양으로 높은 해상도의 빛을 조사한다. 이는 포토닉 

크리스탈의 색을 바꾸는 방식 중, 기존의 팽윤이나 레이저를 이용한 

추가 가공보다 간단한 공정 방식을 보장한다. 또한 별도의 기계적 변형 

없이 각 레이어의 광 경화 시간만을 조절하여 다양한 색을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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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perimetal 

3.1 Packing of polystyrene nanoparticles & 

synthesis of organogel 

 

 오가노젤 내부에 폴리스타이렌 나노입자를 포함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에 따라 실리콘 웨이퍼 위에 균일한 포토닉 

크리스탈을 얻은 후 젤 용액과 함께 몰드에 넣어 젤형성하는 과정을 

거친다[4]. 이 때 나노 입자는 hydroxylate 처리된 190nm 크기로, 

수용액상 2.5wt% 콜로이드 용액(Polybead®, 15717-15)을 

사용하였다. 

폴리스타이렌 나노입자를 포함한 콜로이드 용액을 단순히 기판 표면에 

떨어뜨려 증발시키면 균일한 포토닉 크리스탈을 얻을 수 없다. 이는 

커피링 효과에 의한 것으로, 증발 과정에서 용액 중간과 가장자리의 

증발 속도가 달라 나노입자가 가장자리로 몰려 발생하는 현상이다. 

때문에 균일한 대면적 포토닉 크리스탈을 얻기 위하여 그림 3.1 과 같은 

장비 구성을 통해 용액의 일부분만 공기에 노출하며 증발시키는 과정을 

거쳤다. Mechanical test apparatus(Instron®, 3342)에 위아래로 

증발을 막을 5mm 아크릴판과 포토닉 크리스탈을 얻을 실리콘 웨이퍼를 

각각 고정하고 아크릴판이 1mm/min 의 속도로 움직이게 설정한다. 

추가로 용액이 공기중에 노출될 때 증발이 빠르게 진행되도록 

드라이어를 설치하여 웨이퍼 표면에 일정한 양의 온풍이 닿게 한다. 



 

- 16 - 

 

추가로 나노 입자 표면의 작용기와 젤의 상호작용을 파악하기 위해 

동일한 방법으로 직경 190nm 의 amino(Polybead®, 16586-5), 

carboxylate(Polybead®, 08216-15), sulfate(Polybead®, 19402-15) 

나노 입자와 작용기가 없는 나노 입자(Polybead®, 07304-15)를 

포토닉 크리스탈 구조로 얻는다. 

오가노젤 용액은 용매인 Ethylene glycol(EG), 단량체인 

Acrylamide(AAm; Sigma, A8887)과 2-hydroxyethyl 

methacrylate(HEMA; Sigma, 128635), 가교제인 Ethylene glycol 

dimethacrylate(EGDMA; Sigma, 335681) 그리고 개시제로 구성된다. 

개시제의 경우 (1) Lithium phenyl-2,4,6-trimethylbenzoylphos-

phinate(LAP; Sigma, 900889)와 (2) Ammonium persulfate(APS; 

Sigma, 248614)를 사용한다. 

기본적으로 EG 용매에 대하여 AAm 과 HEMA 단량체를 각 5M 

몰농도 녹이고, EGDMA 를 AAm 단량체 질량 대비 0.57wt% 더한다. 

추가로 용도에 따라 AAm 질량 대비로 LAP 0.16wt% 혹은 APS 

0.22wt%를 혼합하여 사용한다. 

용액을 준비한 후, 원하는 모양의 오가노젤을 제작하기 위해 레이저 

커터(Universal Laser Systems, VLS3.50-50W)로 1mm 두께 

아크릴판을 10 x 10 mm2 넓이, 혹은 필요에 따라 다양한 크기로 잘라 

몰드를 제작한다. 실리콘 웨이퍼 표면의 포토닉 크리스탈이 윗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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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하게 몰드 바닥에 두고 오가노젤 용액을 몰드 깊이만큼 넣어 

유리판이나 PET 필름을 덮는다. 

젤형성 시간에 따른 색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광 개시제인 LAP 를 

사용하는 경우 365nm UV chamber(UVP, CL-1000)에서 각각 10, 18, 

25 분 처리하였다. APS 용액은 오븐(M-Tech, HQ-DO 84)에서 

70ºC 로 각각 20, 40, 60 분 가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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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균일한 대면적 포토닉 크리스탈의 제작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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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Dynamic light scattering (DLC) and 

synthesis of specimens 

 

동적 광산란은 용매 속에 퍼져있는 입자의 크기와 분포를 얻는 

대표적인 시험 방법이다. 점도가 충분히 낮은 용매 내에서 브라운 

운동하는 입자에 빛을 쏘면 산란광의 시간에 따른 세기, 주파수 등을 

얻을 수 있다[16]. 이를 관측하면 매우 불규칙하게 진동하는 것으로 

보이나, 다음과 같은 자기상관함수에 대입하면 입자의 크기에 따라 감쇄 

속도에 차이를 보인다.  

G(τ) =  lim→ 12T  I(t)I(t + τ)dt
  

I(t) = 산란된 빛의 세기 

t = 관측 시간 

τ = 상관 시간 

예를 들어 입자가 클수록 빛의 세기 변화가 느리므로, 짧은 상관 

시간에서 자기상관함수 값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관 시간이 

길어질수록 함수의 결과값은 특정 값으로 감쇄하게 된다. 특히 입자의 

크기가 균일한 경우 자기상관함수는 다음과 같이 지수함수 형태로 

정의된다. 

G(τ) = 1 +  exp (−2Dq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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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 입자의 확산 계수 

q = 산란 벡터 

위 식을 -2Dq2τ에 대하여 정리하면 ln(G(τ)-1)로 나타나며 이를 

그래프로 도시하고, 기울기로부터 입자의 확산 계수를 얻을 수 있다. 

입자가 구형인 경우 다음의 Stokes-Einstein 관계식에서 용매의 점도, 

관측 온도를 대입하여 입자의 반경을 얻는다. 

D =  kT6πηγ 
kB = 볼츠만 상수 

η = 용매의 점도 

γ = 입자의 반경 

 본 연구에서는 포토닉 크리스탈-오가노젤의 젤형성 중 폴리스타이렌 

나노 입자와 젤의 상호작용을 확인하기 위해 DLS 를 활용한다. 기존 

대비 AAm 과 HEMA 단량체의 농도를 1/10 로 줄인 용액을 준비하고, 

나노 입자 콜로이드 0.5ml 를 conical tube 에 소분하여 원심분리기에서 

10000rpm 으로 20 분 처리한다. 입자가 충분히 침전하면 위 층의 물을 

제거한 후 준비한 용액을 2.5ml 에 맞추어 넣고 입자가 충분히 퍼지도록 

흔들어 혼합한다. 이를 hot plate 위 70ºC oil bath 에서 각각 2, 4, 6, 8, 

10 시간 교반하며 여러가지 시간에 따른 입자의 크기 변화를 얻는다. 



 

- 21 - 

 

이 때 나노입자의 크기와 분포도 분석은 Zeta potential and particle 

size analyzer(Photal OTSUKA Electronics®, ELSZ-1000)를 

이용하였다. 분석에 필요한 용매의 굴절률은 굴절률 측정기(KEM, RA-

130)로, 점도는 진동식 점도계(AND®, SV-10)로 측정하여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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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TEM) 

  

본 실험에서는 JEOL 사의 JEM-2100F 200kV field emission 

TEM 으로 나노 입자와 젤의 구조 이미지를 얻었다. 나노 입자가 섞여 

불투명한 용액은 광 개시제인 LAP 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TEM 측정 

시편은 열 개시제인 APS 를 사용하여 제작한다. 단량체, 가교제 등 

용액의 이외 조성은 원래와 동일하다. 

APS 를 기반으로 만든 젤 용액에 나노 입자 콜로이드 용액을 

혼합하여 폴리스타이렌 입자의 비율을 0.1wt%로 조절한 후, 탄소 

그리드 위에 떨어뜨리고 70ºC 오븐에서 1 시간 가열하였다. 이는 포토닉 

크리스탈의 색이 충분히 변하는 시점, 즉 열 개시제로 인한 젤형성이 

이루어지는 시간을 고려한 것이다. 이후 남아있는 EG 용매를 완전히 

증발시키기 위해 진공 펌프(M-Tech, W2V20)로 0.013 bar, 실온에서 

48 시간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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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Printing of photonic crystal using DLP 

 

본 연구에서 사용된 DLP printer(Illuminaid, Litho 3D printer)는 

50μm 의 해상도를 가지며, 100W metal-halide lamp 를 광원으로 한다. 

포토닉 크리스탈의 printing 은 그림 3.2 와 같이 아래에서부터 유리 

기판, 젤 용액, 포토닉 크리스탈, 실리콘 웨이퍼로 구성한 상태에서 

진행한다. 포토닉 크리스탈 위에 젤 용액을 떨어뜨리고 유리 기판을 

덮은 후 DLP printer 의 UV 광원 쪽으로 뒤집어 원하는 위치에 

printing 이 구현되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단면에 UV 가 조사되는 

시간만을 조절하므로 이에 맞게 각 레이어를 구성하여 3D model 을 

업로드한다.  

젤형성 시간에 따른 색 변화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서로 다른 영역의 

레이어 5 개를 구현하고, 10 분 간격으로 총 5 회에 걸쳐 printing 을 

진행하였다. 즉 10 분 젤형성을 1~5 회 반복할 경우 나타나는 색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printing 을 적용할 수 있는 그림 도면을 일러스트 

레이터로 제작, 추가로 업로드하여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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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Digital light processing(DLP) printer 의 사진과 작동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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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esults and discussion 

4.1 Interaction between nano particles and 

pristine gel solution 

4.1.1 Infiltration of solution through photonic crystal 

structure 

 

  Hydroxylate group 을 가진 나노 입자 콜로이드 용액을 부분적으로 

노출, 건조하여 균일한 포토닉 크리스탈을 얻으면 단파장의 보라에 

가까운 색을 보인다. 여기에 EG, HEMA, AAm 등으로 구성된 오가노젤 

용액을 넣으면 파장이 길어지는 청록색을 띈다(그림 4.1 의 (a)). 이는 

젤 용액이 포토닉 크리스탈 사이에 스며들어 공기를 대체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예측은 포토닉 크리스탈의 광학적 시뮬레이션(Lumerical, 

FDTD solution)을 통해 검증되었다. 실제와 동일하게 190nm 의 입경을 

가진 폴리스타이렌 나노 입자를 면심입방구조로 쌓고, 바탕의 굴절률을 

각각 공기와 젤 용액의 값으로 설정하였을 때 스펙트럼 변화는 그림 

4.1 의 (b)와 같다. 공기의 굴절률은 1.0003 으로 알려져 있으며 측정된 

젤 용액의 굴절률은 1.4464 로 다소 차이를 보인다. 시뮬레이션 결과 

y 축의 반사율이 최대로 나타나는 파장대가 공기보다 젤 용액이 더 길고, 

실제의 보라와 청록색을 반영하므로 색 변화를 설명하는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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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포토닉 크리스탈 색 변화 원리와 달리, 이 때 입자 사이의 

거리는 변하지 않는다. 

또한 나노 입자가 쌓인 포토닉 크리스탈(그림 4.2 의 (a))과 이에 

오가노젤 용액을 주입하여 젤형성한 후의 복합체(그림 4.2 의 (b))를 

주사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사진에서 그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복합체의 경우 나노 입자 사이의 빈 공간을 젤이 채우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포토닉 크리스탈에 용액을 떨어뜨렸을 때 색이 변화하는 

것으로부터 나노 입자 사이로 용액이 침투(infiltration)하였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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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용액 주입 전, 후의 포토닉 크리스탈 

(a) 공기 중, 용액 주입 후 포토닉 크리스탈의 색 

(b) 면심입방구조로 쌓인 포토닉 크리스탈에서 젤의 굴절률에 

따른 반사 스펙트럼 시뮬레이션 결과  

  

  



 

- 28 - 

 

4.1.2 Contact angle and wetting properties 

 

본 실험의 오가노젤 용액의 경우 원활히 침투가 이루어지나, 물과 

같은 일부 용매의 경우 입자 사이로 스며들지 못한다. 그 조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증류수, AAm 수용액, EG, EG 용매인 

HEMA 와 AAm 젤 용액, 액상의 HEMA 단량체를 아크릴판 위에 

떨어뜨려 접촉각 측정기(FEMTOBIOMED, SD standard)로 시험하였다 

(그림 4.3). 

그 결과 침투가 일어나지 않는 증류수와 AAm 수용액은 각각 74.7, 

65.9°로 상대적으로 큰 접촉각을 보였다. 이는 용액이 나노 입자 

사이로 침투하기 위해서 소수성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커야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EG, HEMA, AAm 혼합 용액은 충분히 

소수성이므로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다. 

그림 4.3 은 포토닉 크리스탈 나노 입자가 자가 조립된 모습과, 젤 

용액을 넣고 젤형성한 후 동결 건조한 시료의 SEM 사진을 보여준다. 

이로부터 젤 용액이 입자 사이로 충분히 침투한 후 젤형성이 

진행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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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아크릴판에서 각 용액의 접촉각 비교 

(a) 증류수 (b) 물 용매인 AAm 젤 용액 (c) EG 

(d) EG 용매인 HEMA, AAm 젤 용액 (e) HEMA 단량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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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포토닉 크리스탈을 이루는 폴리스타이렌 나노 입자와 

젤형성 후의 SEM 사진 

(a) 콜로이드 용액을 건조하여 포토닉 크리스탈 면심입방격자로 

쌓인 모습 (b) 포토닉 크리스탈에 젤 용액을 주입한 후 젤형성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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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Color transition during gelation 

4.2.1 Optical Properties of photonic crystal-organogel 

 

  그림 4.4 의 (a)는 공기중의 포토닉 크리스탈, (b)는 오가노젤 용액 

침투 후 365nm UV chamber 에서 10 분, 18 분, 25 분 젤형성한 

결과이다. 10 분, 18 분 처리한 시편은 뚜렷한 초록과 빨간색을 띄며 

25 분은 탁한 흰색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젤 

용액의 굴절률 변화, 포토닉 크리스탈을 이루는 나노 입자 사이의 실제 

간격 변화 등이 있다. 

우선 용액의 침투 과정과 같이 바탕, 즉 젤 용액의 젤형성 중 굴절률 

변화가 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그림 4.5(a)와 같이 UV 처리 

시간에 따른 굴절률을 측정하였다. 그 값은 초기의 1.4464 에서 

1.4596 으로 0.0132, 약 0.9%의 차이를 보였다. 시뮬레이션에서 

빨간색을 띄는 나노 입자 간격을 구현하고, 젤형성 전과 후의 굴절률을 

대입하여 계산한 결과 반사율이 최대가 되는 파장의 변화는 4nm 였다. 

따라서 굴절률 증가의 영향은 미미하며 젤형성 과정에서 나노 입자 

사이의 간격이 변화하여 색이 달라진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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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젤형성 중 포토닉 크리스탈의 색 변화 

(a) 공기 중 (b) 젤 용액을 주입한 직후, 365nm UV 에 10 분, 

18 분, 25 분 노출하여 젤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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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젤형성 중 바탕 젤의 광학적 성질 변화 

(a) pHEMA-co-pAAm 오가노젤의 젤형성 시간에 따른 굴절률 

변화 (b) 빨간색 영역에서 젤형성 전, 후의 굴절률을 가질 때 

스펙트럼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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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Identification of core-shell structure by 

Dynamic light scattering (DLS) and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TEM) 

 

기존 연구에서 swelling 을 통해 젤 내부의 입자의 간격을 넓혀 색을 

바꾸는 예시가 존재한다[14]. 젤형성 역시 그 과정에서 젤의 부피가 

변화한다면 입자의 간격 변화를 설명할 수 있으나, 이는 본 실험 

조건에서 일어나지 않는 현상으로 추측된다. 오가노젤 용액의 대부분을 

이루는 HEMA 와 AAm 단량체는 이중 결합, 즉 vinyl group 을 

포함하며 중합 과정에서 차지하는 부피, 길이가 작아진다. 

예를 들어 두 개의 ethene 단량체가 서로 반응하여 새로운 단일 

결합을 형성할 경우, 각 분자의 van der Waals 거리인 3.40Å 은 단일 

결합의 길이인 1.54Å 으로 -1.86Å 만큼 줄어든다. 각 분자의 이중 

결합이 단일 결합으로 바뀌며 길이가 0.2Å 증가하지만 감소량에 미치지 

못하므로 총 길이는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17]. 

  따라서 폴리스타이렌 나노 입자와 오가노젤을 이루는 분자 사이의 

상호작용을 확인하기 위해, 입자가 용액 내에 분산된 상태로 젤형성을 

진행하여 입경 변화를 확인하였다. 콜로이드 용액은 불투명하므로 광 

개시제인 LAP 를 열 개시제인 APS 로 대체하고, UV chamber 대신 

오븐에서 70 ºC 로 일정하게 가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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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에 앞서, 기존 연구의 LAP 대신 동일한 몰 수로 치환된 APS 

개시제를 사용하여 APS 기반 오가노젤 역시 포토닉 크리스탈의 색 

변화를 만들 수 있음을 확인해야한다. 그 결과는 그림 4.6 의 (a)와 

같으며 초기 상태에서 각각 20 분, 40 분, 60 분 가열을 거치며 젤을 

형성, 색 변화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용매, 단량체, 가교제 등 이외의 

조건은 모두 같고 두 개시제 모두 radical 발생으로 젤을 형성하므로 

APS 와 LAP 기반 오가노젤이 동일한 원리로 입자의 간격을 바꾸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동일한 반응이 젤 용액 내에 분산된 나노 입자에도 동일하게 

발생한다는 가정 하에 2, 4, 6, 8, 10 시간 교반 및 가열하며 젤형성을 

일으켰다. DLS 로 측정된 나노 입자의 입경은 가열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그림 4.6 의 (b)). DLS 가 입자의 유체 

역학적 반경(hydrodynamic radius)을 측정하므로 전반적인 입경 

결과가 실제보다 크게 측정된 것으로 추측된다.  

폴리스타이렌, 실리카 등 입자와 고분자, 젤의 형성이 동시에 일어날 

때 코어-쉘(core-shell)구조를 가질 수 있으므로 본 실험에서 입경의 

증가 원인을 오가노젤의 코어-쉘 형성으로 추측하여 TEM 으로 

분석하였다[18]. 이 때 이미지에 나타나는 상이 젤에 의한 것임을 

보이기 위하여 젤 용액에 나노 입자가 분산된 용액으로 두 가지 시편을 

제작, 한 쪽만 70 ºC 에서 1 시간 가열하는 것으로 대조하였다. 그림 

4.7 의 (a)는 상온에서 건조한 시편, (b)는 가열을 거친 시편이며 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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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자 주변을 둘러싼 어두운 상이 (b)에서만 나타난다. 이는 EG, 단량체 

분자 등 (a)에 동시에 존재하는 요소가 아닌 젤형성에 의한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이미지에서 입자의 크기를 측정하면  

때문에 젤형성 중 색 변화는 입자 주변에 생기는 코어-쉘 구조로 

인해 입자 사이의 간격이 변화하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UV 처리 시간이 

길어질수록 입경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색의 파장대가 길어지며 빨강에 

가까워지는 것이다. 그 이상 젤형성하면 가시광선을 넘어 적외선 

파장대가 되므로 급격히 색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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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APS 개시제를 이용한 오가노젤 용액의 특성 

(a) APS 오가노젤 용액에서 가열 시간에 따른 포토닉 크리스탈의 

색 변화 (b) 동적 광 산란으로 측정한 코어-쉘 나노입자의 입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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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젤형성 전, 후 폴리스타이렌 나노 입자의 TEM 사진과 

코어-쉘 구조 모식도 

(a) 기존의 나노 입자 (b) pHEMA-co-pAAm 오가노젤 용액에 

의해 코어-쉘 구조를 가지는 폴리스타이렌 나노 입자 

(c) 예상되는 코어-쉘 구조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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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Advantages and application of color 

transition mechanism 

4.3.1 Comparison of different crystal structures with 

color transition 

 

그림 4.8 은 젤 내부에 포토닉 크리스탈이 존재할 때 일반적인 

swelling 에 의한 입자의 거동, 그에 따른 반사율의 시뮬레이션 변화를 

보여준다. 각 입자는 모든 방향에 대하여 등방적으로 간격이 커지며, 

결과적으로 층 사이가 멀어지며 빨강 쪽으로 파장이 길어진다. 

그런데 본 연구의 포토닉 크리스탈-오가노젤 복합체의 젤형성과 같이 

위와 아래로만 비등방적으로 간격이 멀어지는 경우 시뮬레이션은 다른 

결과를 보인다(그림 4.9). 해당 모델의 반사율은 등방적으로 간격이 

멀어지는 경우보다 크며, 이는 포토닉 크리스탈의 원리와 관련지을 수 

있다. 각 레이어에서 반사되는 빛의 보강간섭이 색을 이루므로, 단일 

층을 이루는 나노 입자의 밀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등방적으로 입자가 멀어지는 경우 상대적으로 조밀한 입자 

밀도를 가지므로 반사율이 우수한 것으로 추측된다. 다른 광학적 조건이 

모두 동일할 때, 이론적으로 코어-쉘 형성에 의한 젤형성 중 색 변화는 

반사율 면에서 큰 이점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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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젤이 팽윤할 경우 나노 입자의 등방적 간격 변화 모식도 

및 반사율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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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포토닉 크리스탈의 위, 아래 간격만 조절하였을 때 

층 사이 간격 변화 모식도 및 반사율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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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Printing various color by controlling UV 

exposure time 

기존의 젤과 포토닉 크리스탈 복합체는 여러가지 색을 구현하기 위해 

굴곡이 있는 틀로 누른 후 가교제를 넣고 추가로 젤형성을 거치거나, 

레이저로 표면을 변형시켜 선을 그리는 방식 등을 이용하였다[15, 19]. 

젤형성 과정 중 색 변화는 추가 공정 없이 시편에 UV 를 처리하는 시간, 

영역을 조절하여 다양한 파장대의 색을 낼 수 있다. 

그림 4.10 은 이러한 포토닉 크리스탈 printing 의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DLP 를 적용한 모습이며, 그림 4.12 는 DLP printer 에서 젤형성 

시간에 따라 색을 구현한 결과를 보여준다. 각 레이어는 점점 좁아지는 

직사각형 구조를 가지고, 레이어 하나의 영역에 10 분씩 UV 를 

처리하여 많게는 5 번 노출되게 한다. 그 결과 젤변화 시간에 따라 빨강, 

노랑, 초록, 청록 등 여러 색을 구현하였으며, 가운데의 50 분 노출된 

영역은 빨강을 넘어 적외선 파장대까지 젤형성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원리를 이용할 때 빛을 조사하는 부분 외에도 산란이 

일어나 다른 부분에도 젤형성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유의해야한다. 이미 

젤형성이 일어난 상태이므로 추후 해당 부분에 같은 양의 UV 를 

처리해도 색 변화가 덜 일어나는 것이다. 

이러한 한계가 존재하나, 포토닉 크리스탈 위에 별도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printing 할 수 있는 본 공정은 간단한 처리만으로 디지털 이미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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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 위에 바로 구현하거나 다양한 색상을 구현하는 등 기존의 방식과 

비교했을 때 많은 이점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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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DLP 를 이용한 포토닉 크리스탈의 printing 도면 및 

실물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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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onclusion 

 

본 연구는 포토닉 크리스탈과 신축성 오가노젤의 복합 재료가 

자외선에 노출되는 시간에 따라 색이 달라지는 현상의 원인을 유추하고 

DLP printer 를 이용한 포토닉 크리스탈의 printing 이 가능함을 보였다. 

전체 공정의 색 변화 과정을 크게 침투와 젤형성의 두 가지 과정으로 

나누었고, 침투 과정에서 젤 용액의 소수성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함을 

아크릴 판 위에서의 접촉각 실험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젤형성 전후 

SEM 이미지를 비교하여 실제 젤 용액의 침투가 이루어졌으며, 이것이 

추후 색 변화의 필수 조건임을 보였다 

이후 젤형성 과정에서는 자외선 조사 시간이 길수록 포토닉 

크리스탈의 색이 붉은색에 가까워지며, 이를 넘으면 가시광선 파장대를 

넘어 적외선에 해당하는 반사가 이루어져 육안으로 보았을 때 탁한 

흰색으로 관찰되었다. 이러한 색 변화는 젤형성에 의한 바탕의 굴절률 

변화가 아닌 나노 입자 사이의 간격이 실제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해당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APS 열 개시제를 이용한 젤 용액에 콜로이드 

상태로 존재하는 나노 입자를 희석하고, DLS 로 가열 시간에 따라 

입경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시간에 따라 입자의 크기 역시 

증가하였으며 이는 입자 표면에 젤이 우선적으로 형성되어 코어-쉘 

구조를 이루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해당 시료에 대한 TEM 사진 역시 

입자 주변에 뚜렷하게 형성된 상을 보여주어 이러한 현상을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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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입자 사이의 간격이 포토닉 크리스탈 면에 수직인 방향으로만 

증가하는 본 모델은 팽윤에 비해 시뮬레이션 상에서 큰 반사율을 보인다. 

이는 규칙적으로 배열된 나노 입자 층에서 단위면적당 입자의 개수가 더 

많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콜로이드 상태의 입자 크기 변화와 실제 젤형성 과정 중 

포토닉 크리스탈을 이루는 입자의 간격 변화를 연관 짓기 위해 추가로 

실험 및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미시적 관찰을 위해 젤에 

포함된 용매를 제거하게 되는데, 이렇게 건조될 경우 젤형성이 이루어진 

실제 시편과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간접적인 계산 및 측정 방식을 

취해야 할 것이다. 

추가로 본 연구에서는 자외선을 노출하는 영역과 시간을 조절하는 것 

만으로 다양한 색의 포토닉 크리스탈을 구현할 수 있음을 보였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여러가지 모양의 디지털 레이어를 설계, 

젤형성 시간을 조절하여 원하는 색과 모양을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사용되는 신축성 반사형 디스플레이의 사례로 

포토닉 크리스탈이 범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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