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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광자결정은 서로 다른 유전물질의 주기적인 분포이다. 광자결정은

고체결정과 유사한 특징을 보인다. 고체결정에 밴드갭이 존재하듯, 광자

결정도 광밴드갭이 존재한다. 광밴드갭에 해당하는 에너지 영역에서는

광자는 존재하지 않지만, 광밴드갭의 경계인 광밴드에지에서는 광자의

군속도가 0이 되어 구조 전반에 정상파가 형성되며, 이를 광밴드에지

모드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밴드에지 모드를 이용하는 2차원 광자결정 구조와 형

광체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광자결정 형광체를 제안하였다. 뼈대 물질에

정사각 격자무늬로 구멍을 뚫고, 구멍들은 형광체로 사용된 양자점을 채

워넣었다. 이러한 구조는 여기광원의 파장, 광밴드에지 모드 와 형광체

의 흡수 파장을 일치시켜 색변환 효율이 최대화 되도록 설계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효율 개선을 위해 뼈대 구조로 굴절률이 큰 TiO2를

사용하였다. 뼈대 구조에 구멍을 뚫을 때, 저비용 고효율 공정 지향이라

는 선행 연구의 기조를 계승하여, LASER Interference

Lithography 방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표면 평탄화를 위해 쓸어내기

(squeegeeing) 방법을 도입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작한 하이브리드 광자결정 형광체 소자의 색변환 효율

은 광밴드에지 근처 파장으로 여기시켜 색변환 효율을 확인하였다. 우선

2차원 정사각 격자 구조의 특징인 여기광의 편광 독립성을 확인 하였

다. 또한, 동량의 양자점 형광체로 제작된 레퍼런스 샘플에 비해, 해당

소자는 7배 밝은 빛을 출력하였다.

주요어 : 광자결정, 형광체, 광밴드에지, 양자점, 쓸어내기(squeegeeing)

학 번 : 2018-2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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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소개

1.1 광자결정

광자결정(photonic crystal; PhC)은 서로 다른 유전물질들의 주기

적인 분포를 의미한다. 광자결정의 개념은 1980년대 Yablonovitch

는 반도체 LASER가 특정 주파수에서 원하지 않는 손실이 나타나거나

방출되는 현상에 대한 연구[1] 그리고 S. John 의 독립적인 연구[2]

에 의해 처음으로 제안 되었다[3]. 주기적인 유전체 배열은 그 경계면

에서 일어나는 빛의 다양한 굴절과 반사로 인해 빛이 특정 방향으로 진

행하는 광자모드를 만들기도 하고, 빛의 진행을 차단하는 광밴드갭을 만

들기도 한다. 이러한 특징을 이용하여 광자결정은 도파관(wave

guide), 레이저, 태양광, 센서 등으로 이용 되고 있으며 광자결정 그

자체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유전체 배열 방법에 따라 광자결정

은 1,2,3차원으로 분류되는데, 이는 아래 (그림1.1-1)과 같다.[4]

그림 1.1-1 1,2,3,차원 광자결정 모식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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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2 고체결정과 광자결정의 비교

고체결정은 원자 혹은 이온들의 주기적인 배치이다. 고체결정 내 전

기 퍼텐셜 또한 주기성을 보인다. 고체결정 내의 전자는 주기적인 전기

퍼텐셜에 의해 격자 원소들과 충돌하지 않고 표류 하는듯한 양상을 보인

다. 하지만, 주기적인 전기 퍼텐셜은 특정 에너지 영역에서 전자의 진행

을 금지하게도 한다. 이 금지된 영역을 밴드갭 이라고 한다. 이러한 행

동양상은 블로흐정리(Bloch's theorem)을 이용하여 슈뢰딩거 방정식

(Schrödinger's equation)을 풀어 얻을 수 있다. 광자결정은 고체결

정과 여러 특성을 공유한다. (표 1.2-1)에서 확인 할 듯이, ‘주기적인

퍼텐셜 - 주기적인 유전물질 분포’, ‘전자 밴드갭 - 광밴드갭‘, ’슈뢰딩거

방정식 - 맥스웰 방정식‘이 그 대응관계이다. (표 1.2-1)의 맥스웰 방정

식

을 살펴보면, 전자기학 에르미트 연산자 θ 의 고유값 문제로 귀결된다.

슈뢰딩거 방정식의 해가 고유값 문제를 풂으로 주어지듯, 맥스웰 방정식

또한 유사한 방법으로 해를 얻을 수 있다. 두 경우의 유사성은 (표

1.2-2)에 보여진다. 결론적으로 광자결정 내 광자는 그 주파수 혹은 파

장에 따라 고유상태 혹은 모드로 존재하게 된다. 각 모드는 결정이 가진

대칭성들로부터 분류되며, 결과적으로 고체결정 내 전자처럼 밴드구조가

나타난다. 밴드에 해당하는 광자는 광자결정 내에서 전파하는 파동

(propagating wave)이며, 밴드갭 내부에는 오직 감쇠파

(evanescent wave)만 존재한다. 한편 밴드의 양 경계에서는 군속도

가 0인 정상파(standing wave)가 나타난다. 이 상태를 밴드에지 모

드 라한다. 따라서 밴드에지 모드에서는 광자와 광자결정의 상호작용이

매우 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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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ntum Mechanics Electrodynamics

Field     ħ    

Eigenvalue problem      
 





Hermitian operator 

ħ
     ∇ ×


∇ ×

표 1.2-1 고체결정과 광자결정 비교[4]

표 1.2-2 양자역학과 전기역학 비교[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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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형광체

형광체(phosphor)라 함은 넓은 의미로 발광(luminescence)하는

물질을 의미한다. 형광체의 발광은 외부에서 빛을 흡수한 후 다시 방출

하는 과정을 거친다. 조사광이 차단됨에 따라 방출광이 사라진다면 형광

(fluorescence) 이라 칭하고, 조사광이 차단된 후에도 방출광이 지속

된다면 인광(phosphorescence)이라 부른다. 해당 용어는 무기물에서

통용되는 용어지만, 유기물에서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5] 형광체의 발

광 원리는 아래 (그림1.3-1)에 잘 나타나 있다. 형광체의 전자는 고에

너지의 조사광에 의해 들뜬상태가 된다. 후에 점차 낮은 에너지 준위로

돌아가면서 형광에 해당하는 빛을 방출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여러 에

너지 준위를 거쳐감에 따라, 일반적으로 조사광과 방출광은 다른색을 나

타내게 된다.[6]

그림1.3-1 Jablonski diagram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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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하이브리드 광자결정 형광체

형광체는 그 자체로 가치가 높아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연구 및 응

용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의료, 디스플레이 등 첨단 분야에서 그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그렇지만, 분자 수준의 화학적 합성으로 생산되

는 전통적 형광체 개발은 공정과 품질개량에 있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광자결정을 이용한 형광체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8] 광자결정 형광체는 광자결정과 전통적 형광체의 융합이다. 전

통적 형광체 연구, 개발과는 달리 광자결정 형광체는 구조적 접근을 통

한 형광체 개선을 시도한다. 광자결정 형광체는 마이크로-나노 미터 수

준의 구조적 공정이기에, 원자 수준의 화학적 합성을 통한 기존의 방법

보다 접근이 더 용이한 장점이 있다. 광자결정 형광체는 광자결정을 구

성하는 물질 중 하나를 형광체로 구성하여, 광자결정의 밴드에지 파장과

형광체의 흡수파장이 중첩되게 하였다. 밴드에지에서 형성된 정상파는

형광체에 흡수할 기회가 많아지기에 고효율 색 변환을 기대할 수 있

다.[9] 즉, 광자결정과 형광체의 융합체인 광자결정 형광체는 전통 형광

체의 색변환 특징을 유지하면서도 공정 접근성, 파장대 선택성, 효율 등

이 개선되어 차세대 형광체로 적합하다.

1.5 양자점

양자점이란 나노미터 정도의 크기를 가지는 반도체 입자이다. 양자점

은 인공원자(artificial atom) 이라고도 불리는데, 마치 자연적인 원자

처럼 양자점은 이산적인 전자수와 에너지 준위를 갖는다.[10] 이러한

원리로 인해 양자점은 전기적 광학적 특성을 보여준다. 구조적으로 밴드

갭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빛을 흡수 방출하는 형광 현상도 보인다. 양자

점의 밴드갭이 양자점의 크기와 관련있기 때문에, 양자점의 광학적 특징

은 양자점의 크기에 영향을 받는다.[11] 즉, 양자점의 크기를 조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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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점의 색을 바꿀 수 있다. 양자점의 크기가 커질수록 붉은 빛을 띄게

되고, 크기가 작아질수록 푸른 빛을 띄게 된다. (그림1.5-1)은 다르게

제작된 크기로 인해 다른 색을 내는 양자점 들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 양자점은 형광체이자 저굴절률 물질로 사용되었다. 양자

점은 광자결정 내에서 주기적으로 분포해야 하며 해당 영역 내에서 균일

하고 연속적으로 분포해야 한다. 제작된 광자결정 형광체의 주기 수백

nm에 비해 양자점의 크기는 수 nm 크기로 광자결정 내에서 균일성과

연속성이 보장된다.

그림1.5-1 크기 별로 다른 색을 내는 양자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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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2차원 하이브리드 광자결정 형광체

2.1 소개

디스플레이 산업의 주요 관심사인 백색 LED 구성에 있어 형광체는

청색 LED와 함께 매우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형광체의

개발은 점점 중요해지지만, 물질의 물성적 접근에 기반을 두는 전통적

형광체 개발 방법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한계 극복을 위해

구조적 접근을 통한 개발이 제안 되었다. 구조적 접근을 통한 형광체 개

발은 형광체의 효율이 크게 개선될 수 있음을 예상하였다. 광자결정과

형광체를 결합한 광자결정 형광체는 새로운 형광체 패러다임이다. 광자

결정 형광체는 처음 제안 된 이후 지속적으로 그 효율이 개선되어왔

다.[8][9] 이번 연구 또한 기존 광자결정 형광체와 마찬가지로 구조적

개선을 통해 색변환 효율을 상승시켰다. 광자결정 형광체의 핵심인 밴드

에지모드에서 매질과 광자의 상호작용을 강화하기 위해 두 가지 점을 개

선하였다. 하나는 굴절률이 큰 뼈대(back-bone) 사용이고, 다른 하나

는 표면 평탄화이다.

2.2 2차원 하이브리드 광자결정 형광체 구조

본 연구에서 제안된 2차원 광자결정 형광체는 정사각 격자 구조로 설

계되었다. 유리 기판위에 뼈대로 사용된 TiO2 가 60nm 증착 되어있

다. TiO2 층에는 정사각 격자 구조로 원형 구멍이 뚫려있고, 해당 구멍

은 파란빛을 흡수하여 붉은 빛을 방출하는 양자점으로 채워져있다. 정사

각 격자구조의 격자 상수(lattice constant) 혹은 주기는 250nm이

다. 원형 구멍의 지름은 지름의 절반인 125nm이다. 구멍의 깊이는 뼈

대와 마찬가지로 60nm이다. (그림 2.2-1)에 모식도로 표현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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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구조는 형광체로 사용된 양자점의 흡수 파장 영역인 450nm

에서 강한 공진이 유도되도록 설계하였다. 450nm에서 빛의 강한 공진

으로 인해 양자점에 흡수되는 광자가 더 많아지게 된다. 결과적으로 광

자결정 형광체는 동량의 형광체보다 강한 붉은빛을 내게된다. 즉 색변환

효율의 향상이 이루어진다.

그림2.2-1 광자결정 형광체 구조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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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FDTD 전산모사

2.3.1 FDTD 소개

광학계의 여러 가지 특징들은 원리적으로 맥스웰 방정식을 풂으로써

얻어진다. 그러나 실제 광학계에서 맥스웰 방정식의 해를 해석적으로 얻

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비록 광자결정은 많은 대칭성을 보유하

고 있지만, 광자결정에서 맥스웰 방정식의 해를 해석적으로 구하기는 매

우 어렵다. 따라서, 수치적 계산으로 광학계에서 맥스웰 방정식을 푸는

많은 방법들이 제안 되었다. Finite-difference time-domain

(FDTD)는 널리 사용되는 맥스웰 방정식의 수치해석 방법 중 하나이

다. 이 방법에서 공간은 그물망 같은 격자들로 유한하게 나누어진다. 각

격자 내에서 전기장과 자기장의 성분들은 불연속적인 시간 간격으로 얻

어진다.얻어진 해의 정확성은 격자들의 크기와 시간 간격에 의존한

다.[13]

2.3.2 고굴절률 뼈대물질 TiO2

광자결정에서 밴드갭은 여러 가지 광학적 특징들을 부여한다. 이러한

특징들은 밴드갭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 더 강화된다.[14] 밴드갭의 크

기는 두 유전체의 굴절률 차이가 커짐에 따라 함께 커진다.[4] 또한, 감

마 포인트 밴드에지에서의 공진형상은 굴절률의 차이가 커짐에 따라 강

화된다.[15][16] 따라서, 밴드갭의 크기가 커진다면, 감마 포인트에서

공진현상이 강해지고 이는 흡수율의 증대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양자점의 굴절률은 450nm에서 약 1.83 이다. 선행 연구에서

뼈대로 사용된 Si3N4 의 굴절률은 약 2.05 이다. 뼈대 물질의 굴절률이

더 커진다면, 더 강한 공진으로 인해 광자결정 형광체의 효율이 개선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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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굴절률 약 2.61인

TiO2를 사용하였다. 양자점 과의 굴절률 차이는 Si3N4 의 경우






  



≈  이고, 본 연구에 사용된 TiO2 와 양자점 과

의 굴절률 차이는 




 



≈  로 TiO2 뼈대 구조에서

훨씬 강한 공진이 유도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그림2.3.2-1 광자결정 형광체 흡수효율 전산모사 결과.(a)울툴불

퉁한 TiO2 (b)평평한 TiO2. (c)울퉁불퉁한 Si3N4. (d)평평한

Si3N4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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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3.2-1)에서 이러한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2.3.2-1)

은 60nm 의 광자결정 형광체의 흡수효율을 계산한 결과이다. 각 그래

프들은 TiO2 기반 혹은 Si3N4 기반 광자결정 형광체들의 울퉁불퉁한

표면형상과 평평한 표면 형상의 흡수효율을 보여준다. 각 여기파장에서

동량의 양자점 대비 흡수율을 나타내며 450nm 부근에서 공진이 유도

되도록 설정되었다. 고굴절률 물질로 사용한 TiO2의 굴절률은 450nm

에서 약 2.61로 선행연구에 사용된 Si3N4 의 2.05 보다 높다. 평평한

표면에서 결과(b),(d)를 비교해보면, TiO2 기반의 경우 약 55배

Si3N4 기반의 경우 약 31배이다. 위에서 예상한대로 TiO2 기반 광자결

정 형광체의 효율이 비약적으로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2.3.3 표면형상

기존엔 뼈대구조에 뚫린 구멍에 양자점을 채워 넣기 위해 스핀코팅 방

법이 주로 이용되었다.[8][9] 스핀코팅 방법은 넓은 영역에 균일한 층

을 생성하기 좋지만, 하부구조의 요철이 반영되어 울퉁불퉁한 표면형상

을 이룬다. 울퉁불퉁한 표면 형상은 대칭성이 약화되어 빛이 빠져나갈

기회를 제공하여 공진성이 약화되어 형광체로서의 품질이 떨어지게 된

다.(그림2.3.2-1)의 각 그래프들을 비교해 보면, (c)TiO2 기반 광자결

정 형광체의 표면이 울퉁불퉁한 경우 흡수효율은 약 22배로 평평한 경

우 (a)평평한 TiO2기반 구조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Si3N4의 경우 (d)

평평한 표면은 약 31배 (c)울퉁불퉁한 표면은 23배로 TiO2의 경우 만

큼 큰 차이가 나지 않으며, 이러한 비교적 작은 차이는 선행 연구에서

표면 평탄화 작업을 진행하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울퉁불퉁

한 표면형상을 이용할 경우 TiO2 기반 광자결정 형광체의 효율은 울퉁

불퉁한 Si3N4 기반 경우보다도 낮은 효율이 예상되어 개선이 기대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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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 따라서 TiO2를 뼈대 물질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표면 평탄화가

필수이다.

(그림2.3.3-1)은 각 광자결정 형광체의 밴드구조를 보여준다. 조사광

인 평면파가 구조에 대해 기대칭(odd symmetry)을 갖고 있기에, 기

대칭 모드(odd mode)를 갖는 에어밴드 쪽을 이용하였다. TiO2 기반

의 경우가 Si3N4 의 경우보다 넓어진 밴드갭을 갖고 있다. 또한 평평한

표면에서 더 강한 공진이 유도됐음도 확인 가능하다.

밴드구조를 비교한(그림2.3-2)로부터, TiO2 기반 광자결정 형광체의

밴드갭이 더 넓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밴드갭이 더 크기 때문에 더 강한

공진이 유도되고, 이는 흡수효율을 비교한 (그림2.3-1)에 반영되었다.

특히나 평평한 표면 형상의 TiO2 기반 광자결정 형광체

의 우월성을 확인할 수 있고, 이러한 구조를 제작하였을 때, 색변환 효

율이 비약적으로 상승할 수 있음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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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3.3-1 광자결정 형광체 밴드구조.(a)울퉁불퉁한 표면 TiO2

기반.(b)평평한 표면 TiO2기반.(c)울퉁불퉁한 표면 Si3N4기

반.(d)평평한 표면 Si3N4기반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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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제작 및 측정

3.1 샘플 제작

본 연구를 위한 샘플 제작 과정은 (그림3.1-1)에 표현되어있다. 간략

하게 정리하면 유리 기판 위에 TiO2 60nm를 증착한다. TiO2에는

Photo Resist를 스핀코팅한 후 리소그래피 공정을 진행한다. 리소그래

피 공정진행 후 구멍이 뚫리고 남은 Phoro Resist를 마스크로 활용하

여 ICP-RIE를 이용하여 식각해 TiO2 층에도 구멍을 뚫는다. 식각 후

에도 남아있는 Photo Resist를 제거한 후 양자점 용액을 도포하고 평

탄화를 진행한다.

그림3.1-1 광자결정 형광체 제작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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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레이저 간섭 리소그래피

본 연구에서 정사각 격자구조를 구현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은 레이저

간섭 리소그래피(LIL:LASER Interference Lithography)이다. LIL

은 레이저에서 직접 나온 빛과 거울에 반사되어 오는 레이저 빛의 광경

로차로 인한 간섭현상을 이용한 방법이다. (그림 3.1.1-1)에 묘사됐듯

이, 소자는 Photo Resist가 코팅된 채로 거울과 직각을 이루고 있다.

레이저에서 나온 빛은 소자와 거울에 동시에 도달한다. 거울에서 반사

된 빛은 소자에서 간섭하여 밝은 영역과 어두운 영역으로 이루어진 정상

파를 만든다.[17]

간섭무늬의 주기 Λ는 레이저의 파장과 거울의 회전각θ로 주어진

다.[18]:

전자 빔 리소그래피 공정과 비교했을 때, 레이저 간섭 리소그래피 공

정은 패턴의 크기와 모양에서 균일성이 떨어진다. 또한 상대적으로 분해

능이 낮아 주기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고, 한계값에 가까워 질수록 공정

이 불안정해지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레이저 간섭 리소그래피 공정은

그림3.1.1-1 레이저 간섭 리소그래피 모식도[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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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 영역에 주기적인 무늬를 빠르고 쉽게 새길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저비용 고효율 공정을 가능하게 하여 선행 연구부터 채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도 그 기조를 이어받아 진행하였다.

3.1.2 쓸어내기

작은 입자들이 소자 표면에 흩뿌려진 형상은 소자 자체의 품질저하를

일으키거나, 혼잡한 신호를 방출하는 등의 현상으로 연구에 어려움을 초

래한다. 따라서, 표면에 흩뿌려진 작은 입자들을 구멍 안에 선별적으로

밀어 넣고자 하는 선행시도들이 있었다. 그 중 PDMS 블록을

squeegee로 활용하여 표면 평탄화에 성공한 연구들이 있었

다.[19][20] PDMS는 PolyDiMethylSiloxane 의 약자로 말랑말랑

한 고무 같은 특징이 있다. PDMS는 소자의 표면에 상처를 내지 않을

만큼 부드럽고 유연하여 표면과 접촉 면적이 높아 쓸어내기에 적합한 스

퀴지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사용하던 방법인 스핀코

팅 대신 이 스퀴지 방법을 활용하여 표면을 평탄화 하였다. 용액상태의

양자점을 광자결정에 도포한 후 용매가 마르길 기다린다. 그 이후 쓸어

내기의 효율을 증가시키고 표면의 보호를 위해 용매를 소량 도포한 후

PDMS를 이용하여 표면을 평탄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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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샘플 구조 측정

제작 진행 단계에서 각 공정이 설계한 대로 진행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은 연구 방향성과 결과해석에 매우 중요하다. 특히나 본 연구에서 새

로이 사용한 물질인 TiO2의 식각과 표면 평탄화는 결과 및 성능에 밀접

한 관련이 있는 요소이기에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그림3.2-1)은 식각이 진행된 샘플표면의 SEM 사진이다. 표면 사진

에서 측정된 패턴의 주기는 253nm 로 최초 설계한 250nm 주기와는

작은 차이가 있다. 각 구멍의 모양을 살펴보면, 완전한 원형은 아니며,

지름의 사이즈도 조금씩 차이가 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크기와 모

양의 불균일성과 임의성은 시뮬레이션 결과와 측정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주된 요인이다. (그림3.2-2)는 식각이 진행된 샘플의 단면 SEM 사진

이다. 단면 사진을 확인해보면, 구멍의 벽이 직각이 아니라 α=17° 정도

로 경사가 있다. 이는 식각에 사용한 가스조합의 문제라 판단되지만, 구

조적으로 형광체로서의 품질의 치명적인 요소는 아니다.

그림3.2-1 식각된 TiO2 표면 S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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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2-3)은 평탄화가 완료된 샘플의 표면 SEM 사진이다. (그림

3.2-1)과 비교하여, 정사각 격자구조 구멍 안에 양자점이 채워져 있음

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3.2-4)는 평탄화가 완료된 샘플의 단면

SEM 사진이다. (그림3.2-2)에서 확인할 수 있는 빈 공간이 양자점으

로 채워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3.2-3)(그림3.2-4)에서 보여지

듯이 표면이 이상적으로 평탄화 되지는 않았다. 구멍영역이 살짝 파인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단차는 AFM으로 측정한 결과 5nm 수준

이다. 5nm 는 양자점하나의 지름 정도 수준이다. 즉 양자점의 크기 정

도에서 평탄화가 이루어졌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3.2-2 식각된 TiO2 단면 SEM

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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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2-3 평탄화된 광자결정 형광체 표면 SEM

그림3.2-4 평탄화된 광자결정 형광체 단면 S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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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레퍼런스 샘플 제작

광자결정 형광체의 성능은 같은 광원에서 레퍼런스(reference) 샘플

대비 얼마나 밝은 빛을 내는가로 표현 할 수 있다. 이를 발광 향상 계수

(phosphorescence enhancement factor)라 한다. 제작된 광자결

정 형광체의 발광 향상 계수의 측정을 위해서는 광자결정 형광체에 사용

된 형광체와 레퍼런스 샘플의 형광체의 양이 같아야 한다. 또한, 레퍼런

스 샘플에서 구조적 특징으로 인한 흡수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야한다.

본 연구에서는 위 사항들을 고려하여 유리기판위에 두께 12nm 양자점

박막이 코팅된 레퍼런스 샘플을 제작하였다.

그림3.3-1 광자결정 형광체 와 레퍼런스 샘플. (a)광자

결정형광체 표면. (b)레퍼런스 샘플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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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 (a)는 광자결정 형광체 표면의 단위 격자(unit cell)의

모식도를 보여준다. 단위 격자에서 양자점이 차지하는 비율은

위격자의너비
양자점영역의너비





 



 


이다. 제작된 광자결정 형광체의 두께

는 60nm 이므로, (b)에 표현된 레퍼런스 샘플의 두께

    ×


≈   이다.

12nm 양자점 박막을 만들기 위해 Hexane에 양자점을 0.245

mg/ml 로 희석시킨 용액을 준비하였다. 해당 용액은 유리기판위에 도

포한 후 스핀코팅을 이용하여 4000RPM 으로 회전 시켜 코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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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형광 발광 현상

(그림3.4-1)은 여기 광원의 파장의 따른 형광 발광 현상을 촬영한 결

과이다. 샘플을 투과하여 나오는 빛이 강하여 (그림3.4-2)와 같이 카메

라 렌즈와 샘플 사이에 롱패스 필터(longpass filter)를 설치하였다.

좌측은 레퍼런스 샘플로 사용된 12nm 양자점 박막이고, 우측은 광자결

정 형광체이다. 여기 파장 λex 는 400nm, 430nm, 460nm, 490nm

이다. 사용된 조사광의 파장은 보라색과 파란색의 빛이지만, 형광 현상

으로 인해 620nm 빨간 빛으로 변환되어 나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λex = 400nm 와 430nm 일 때, 레퍼런스와 광자결정 형광체에서

나오는 빨간빛의 밝기는 서로 비슷함을 확인 할 수 있다. λex =

460nm 일 때, 레퍼런스의 빨간빛 대비 광자결정 형광체의 빨간빛이 가

장 강하다. 즉 색변환 효율은 460nm에서 최대가 된다. 매우 밝은 빛으

로 인해 샘플 전체의 윤곽도 보이는 정도이다. λex = 490nm 일 때는,

레퍼런스와 광자결정 형광체 모두 눈에 띄게 어두워 졌다. 이는 490nm

의 파장은 형광체로 사용된 양자점의 흡수가 아주 적은 영역이기 때문이

다. 또한, 광자결정 형광체는 레퍼런스 샘플보다도 훨씬 약한 빨간빛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광자결정 형광체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흡수가

제한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그림3.4-1)은 광자결정 형광체의 형광체로서의 성능을 직관적으로

보여준다. 조사광에 노출된 양자점의 양은 레퍼런스와 광자결정 형광체

두 경우 모두 동일하다. 하지만 광자결정 형광체의 구조적 특징으로 인

해 설정된 영역에서는 색변환 효율이 크게 향상됐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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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4-1 레퍼런스 샘플과 광자결정 형광체 샘플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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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4-2 발광현상 촬영 셋업 모식도

Cam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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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광발광 스펙트럼 측정

3.5.1 광발광 측정 방법

(그림 3.5.1-1)은 여기광원의 파장 λex에 따른 광발광 스펙트럼

(Photoluminescence excitation : PLE) 측정 설비의 모식도를 보

여준다. 각 샘플의 λex에 따른 광발광을 측정하고자 하기에, 여기광원은

넓은 영역 파장을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단파장만 조사 가능해야 한다.

넓은 영역의 파장대를 위해서 광원은 제논램프로 사용하였고, 단파장 조

사를 위하여 모노크로미터를 설치하였다. 모노크로미터를 통과한 빛은

λex를 중심으로 매우 좁은 선폭(Full Width at Half Maximum;

FWHM)을 가지고 나오게 된다. 따라서 출력광은 단파장 λex에 의한

출력이라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사용한 제논램프의 출력이 매우 강하

여 조사광의 선폭이 매우 좁음에도 불구하고 넓은 영역의 파장대에서 충

분히 강한빛이 조사된다. 이는 형광체의 광발광 현상 파장에 해당하는

조사광이 스펙트로미터에 입력되는 현상을 초래한다. 이 현상을 방지하

기 위해 500nm 숏패스 필터를 샘플 앞에 설치하였다. 샘플에 조사된

빛은 형광체에 의해 흡수되어 일부는 투과하고 일부는 색변환 되어 나오

게 된다. 색변환 효율을 알기 위해서는 투과광을 배제하여야 하므로, 스

펙트로미터 앞에 500nm 롱패스 필터를 설치하였다. 결과적으로 스펙트

로미터에는 형광체 샘플의 광발광 현상이 일어난 빛만 입사하게 되어,

해당 빛의 세기를 파장별로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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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5.1-1 광발광 측정 셋업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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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광발광 측정 결과

(그림 3.5.2-1)은 각 샘플의 PLE 측정 결과를 보여준다. (a)는 광

자결정 형광체 샘플의 스펙트럼이고, (b)는 레퍼런스 형광체 샘플의 스

펙트럼이다. 여기광원의 범위 설정은 관심영역 파란빛 근방인 400nm

~ 500nm 로 설정하였고, 측정 간격은 1nm 로 설정하였다.

양자점의 에너지 준위 구조로 인해 나타나는 발광 현상은 λex에 상관

없이, 중심이 파장 620nm에서 고정되어 있다. 스펙트럼의 선폭

(FWHM) 또한 35nm로 변화 없다. 하지만, 양자점 자체의 흡수율과

광자결정 구조에 의한 흡수율은 λex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스펙트럼의

최고값인 발광 세기는 달라지게 된다. (b)레퍼런스 샘플에 비해 (a)광

자결정 형광체의 경우가 λex에 따라 매우 달라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

다. 특히, 460nm 부근에서 값이 매우 커지는 것은 (그림3.4-1)에서

460nm에서 매우 밝은 빛이 나오는 것과 상통한다. 이는 광자결정 형광

체의 구조적 설계로 인해, 460nm 부근에서 전기장이 양자점에 상대적

으로 집중된 채로 공진하기 때문이다. 공진하는 전기장은 샘플 내에서

강하고 오래도록 남은 채로 양자점을 계속 여기 시키기 때문에, 양자점

의 형광현상이 증폭효과를 일으키어 많은 빛이 나오게 된다. 즉, 본 연

구에서 의도한 감마 포인트 밴드에지 모드가 구현된 효과이다. 이 결과

들은 밴드에지 모드를 이용하여 형광체의 색변환 효율이 강화됐음을 직

접적으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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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5.2-1 PLE 데이터 (a)광자결정 형광체. (b)레퍼런스 형광체



그림3.6-1 여기 파장에 따른 발광 향상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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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발광 향상 계수

같은 조사광에 대해 광자결정 형광체가 레퍼런스 형광체보다 더 밝은

빛을 내는 사실 즉, 색변환 효율이 더 높음을 3.4절과 3.5절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이 색변환 효율이 얼마나 더 높은지를 확인 할 필

요가 있다. 두 샘플에 대해 같은 조사광원이 사용되었기에, (그림

3.5.2-1)에서 (a)를 (b)로 나눠주면 색변환 효율을 비교할 수 있다. 이

때, 형광체로 사용된 양자점의 최대 발광 파장인 λqd=620nm 로 고정

하고 각 샘플의 λex 에 따른 발광세기들로 비교한다. 이를 발광 향상 계

수(photophorescence enhancement factor)라 한다. 발광 향상

계수 그래프는 (그림3.6-1)에 나타나있다. 발광 향상 계수의 최대값은

약 7.12로 λex≈460nm에서 나타난다. 즉, 460nm 여기 광원에 대해

광자결정 형광체는 동량의 형광체 보다 7.12배 높은 색변환 효율을 보

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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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그림3.6-1)의 모양이 비대칭인 fano resonance 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단파장인 400nm 쪽보다 장파장인 500nm 에서의 발

광 향상 계수가 작은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파장에 따른 반사율

이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그림3.6-2 )은 파장에 따른 광자결정 형광

체의 반사율과 TiO2 박막의 반사율 계산 결과를 보여준다. 광자결정에

서 TiO2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80%로 지배적이기에 빛과 상호작용이

없는 영역대에서는 광자결정은 TiO2와 비슷한 반사 경향을 보이게 된

다. 장파장 영역에서 반사율이 높아지게 됨에 따라 광자결정 형광체의

양자점에 흡수되는 광자의 양은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줄어든 광흡수량

으로 인해 광발광 세기 역시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그림

3.4-1)과 결과와도 상통한다. 490nm에서 광자결정 형광체의 광발광

밝기는 레퍼런스 샘플의 광발광 밝기보다 어둡다.

그림3.6-2 광자결정형광체, TiO2 박막 반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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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광 향상 계수는 광자결정 형광체의 높은 색변환 효율을 보여주지만

2.3절에서 FDTD 전산모사를 통해 예측한 결과와 차이도 확인할 수 있

다. (그림2.3.2-1)의 (b)는 광자결정 형광체의 레퍼런스 형광체 대비

흡수 향상 계수를 나타낸다. 형광현상의 원리가 선 흡수 후 발광이기에

흡수 향상 계수와 발광 향상 계수의 그래프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흡수

향상 계수 그래프는 λex ≈ 455nm에서 최대값 55배, 선폭 4nm이다.

반면 측정된 광자결정 형광체의 발광 향상 계수는 λex ≈ 460nm에서

최대값 7.12배, 선폭 33nm이다. 이러한 차이의 원인은 (그림3.2-1)에

서 찾을 수 있다. (그림3.2-1)에 나타난 정사각 격자무늬는 이상적인

경우와 다르다. 원의 크기와 모양이 일정하지 않고 어느정도 무작위성을

보여준다. 이런 무작위성은 대칭성을 깨어 빛의 공진을 약화시키는 섭동

(perturbation)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 섭동으로 인해 좁고 높게 나

타나야 할 모드가 높이는 낮아지고 면적은 넓어진 모드로 관측이 되었

다. 이러한 현상은 (그림3.6-1)과 (그림2.3.2-1 (b))의 면적인 적분된

발광 계수(integrated photophorescence enhancement factor)

를 각각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그림3.6-1)의 면적은 약 281, (그림

2.3.2-1 (b))의 면적은 약 313 으로, 10% 정도 차이가 난다. 이는 표

면형상에서 그 이유를 찾아 볼 수 있다. (그림3.2-4)에서 확인할 수 있

듯이, 제작된 광자결정 형광체의 표면은 완전히 평탄하지 않고, 양자점

영역에서 5nm 단차가 있다. 5nm 단차에 해당하는 만큼 양자점의 총

량이 줄었고, 양자점의 총량이 줄어든 만큼 발광량도 줄게된다. (그림

3.6-3)는 5nm 단차가 있는 광자결정 형광체와 완벽히 평탄한 표면의

흡수율 계산결과를 보여준다. 위에서처럼 면적을 계산해 보면, 5nm 단

차가 있는 경우 약 2.46, 평탄한 표면의 경우 2.66 으로 7.5% 오차가

있다. 이를 통해, 표면 형상이 위에서 계산한 적분 발광 향상 계수의 오

차 10%에 많은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다. 그 밖에 미미한 오차의

원인으로는 (그림3.2-2)에서 확인할 수 있는 수직이 아닌 경사면, 표면

단차의 불균일성 등이 있다.

위에서 살펴봤듯이 2차원 정사각 격자 구조의 구현이 계산 결과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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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측정 결과 관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원의 크

기와 모양의 불균일성은 레이저 간섭 리소그래피 과정에서 기인했다. 이

러한 불균일성은 발광향상 계수를 낮추고 선폭을 넓히는 결과를 초래하

였지만, 여기 파장의 선택성이 넓다는 점은 형광체로서 치명적인 문제점

은 아니며 오히려 장점으로 생각할 수 도 있다.

그림3.6-3 표면 형상에 따른 흡수율 FDTD 계산결과 비교



polarizer

그림 3.7-1 편광 의존도 측정을 위한 실험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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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여기 광원 편광 독립성

본 연구에서 제작한 광자결정 형광체는 2차원 정사각 격자구조이다.

2차원 정사각 격자구조는 90° 회전 대칭성을 갖고 있다. 이 대칭성에

의해 광자결정 형광체 샘플은 여기광원의 편광 상태에 영향을 받지 않는

다. 이는 임의의 편광이 두 개의 직교하는 기저로 표현 할 수 있으며,

회전 대칭성에 의해 두 기저 방향의 풀이가 동등해 지기 때문이다.

(그림3.7-1)은 제작된 광자결정 형광체의 여기광 편광 의존도를 측정

하기 위한 실험 모식도이다. 이는 (그림 3.5.1-1)에서 편광자가 추가

된 형태이다. 편광자는 회전시켜 편광을 조절 할 수 있다. 편광자를 회

저 시켜가며 샘플에 조사되는 여기광의 편광상태를 15° 단위로 변화시

키며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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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2)는 조사광의 편광에 따른 광자결정 형광체의 발광 세기

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0~180° 편광을 15° 단위로 측정한 결과 약

8,000 AU(Arbitary Unit) 정도에서 크게 차이 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제작된 광자결정 형광체가 예상한대로 여기광원의 편광 상태

에 영향을 받지 않는 다는 의미이다.

그림 3.7-2 편광에 따른 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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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론

광자결정은 서로 다른 굴절률을 가진 물질이 주기적으로 배열되어 있

는 구조를 말한다. 광자결정은 그 주기적 구조로 인해 마치 고체 결정처

럼 밴드구조를 갖는다. 밴드갭 안에는 특정 주파수의 빛은 존재 할 수

없으며, 밴드갭의 양 경계를 밴드에지라 한다. 밴드에지에서는 빛의 군

속도가 0이 되어 정상파가 형성되어 물질과 강한 상호작용을 한다.

본 연구에서는 광자결정 구조의 밴드에지를 활용하는 광자결정 형광체

를 제작하였다. 광자결정 형광체는 기존 형광체의 물질적 접근과 달리

구조적 접근을 통해 형광체의 색변환 효율을 강화시킬 수 있다. 광자결

정의 감마 포인트 밴드에지 모드를 형광체의 여기 파장과 일치 시켜 형

성된 정상파가 형광체내의 전자들을 더 많이 들뜨게 하여, 결과적으로

더 많은 빛을 내도록 유도하였다.

이러한 효율 증대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존과는 다른 두 가지 점에

집중하였다. 하나는 고굴절율 물질인 TiO2 의 사용이다. 광자결정을 구

성하는 두 물질의 차이가 커질수록 더 강한 빛의 공진이 유도된다. 선행

연구에 사용된 Si3N4의 경우 양자점 과의 굴절률 차이는 

 
≈ 

이고, 본 연구에 사용된 TiO2 와 양자점 과의 굴절률 차이는



 
≈  로 TiO2를 사용하여 색변환 효율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색

변환 효율 증대를 위해 사용한 또 다른 방법으로는 표면 평탄화이다. 고

굴절률 물질을 사용하였음에도, 표면이 평탄하지 않다면, 그 성능이 오

히려 저하될 수도 있기에, 본 연구에서는 표면 평탄화가 필연적이었다.

표면 평탄화를 위해 PDMS 블록을 이용하여 양자점의 사이즈 내에서

표면을 평탄화 시켰다. 이러한 요소들을 적용하여 FDTD 전산모사를

통해 계산한 결과 광자결정 형광체는 동량의 양자점 박막보다 최대

55.7배의 색변환 효율을 보였다.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평평한 표면형상과 굴절률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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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큰 2차원 정사각 격자구조 광자결정 형광체를 제작하였다. 제작된

광자결정 형광체 샘플과 레퍼런스 샘플의 비교를 위해 발광 향상 계수를

도입하였다. 광자결정 형광체의 발광세기를 레퍼런스 형광체의 발광 세

기로 나눈 값을 발광 향상 계수로 정의 하였다. 제작된 광자결정 형광체

샘플의 발광 향상 계수는 약 7.1배, 비교적 넓은 선폭 33nm 이다. 이

러한 오차는 적분된 발광 향상 계수로 비교했을 때, 10% 정도 오차가

난다. 해당 오차는 레이저 간섭 리소그래피 공정으로 인한 무늬의 모양

과 크기의 불균일성에서 주로 기인했으며, 완벽히 평탄하지는 않은 표면

형상 또한 주된 이유로 설명하였다. 그 밖에 수직이 아닌 경사면 등이

미미한 오차에 기인하였다. 하지만, 7.1배의 발광 향상 계수도 충분히

높은 값이며, 넓은 선폭은 형광체로서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할 수 도 있

다. 또한, 2차원 정사각 격자구조의 특징인 조사광의 편광의존도 없음도

확인 하였다.

본 연구는 구조적 접근을 통한 형광체 개발의 약진을 보였다. 공정에

있어 저비용 고생산성을 지향하였음에도 충분히 높은 색변환 효율을 보

였기에, 백색 LED를 필두로 하여 디스플레이 산업에 유의미하게 기여

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37 -

참 고 문 헌

[1]E. Yablonovitch, "Inhibited spontaneous emission in solid-state

physics and electronics." Phys. Rev. Lett. 58, 2059-2062 (1987)

[2]S. John, “Strong Localization of Photons in Certain Disordered

Dielectric Superlattices.” Phys. Rev. Lett. 58, 2486 (1987)

[3]D. Lindley, Landmarks—The Birth of Photonic Crystals. Physics. 6

(2013)

[4]John D. Joannopoulos, Robert D. Meade, and Joshua N. Winn,

“Photonic crystals: Molding the flow of light”(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8)

[5]W. M. Yen, S. Shionoya, H. Yamamoto, "Phosphor Handbook"

(CRC Press, 2006)

[6]유형선, 강동석, 전덕영 “초학자를 위한 형광체 입문” Information

display v.11 no.1, 2010, pp.2 - 13

[7]https://commons.wikimedia.org/w/index.php?curid=19180813

[8]T. Y. Lee, J. Lee, Y. Park, K. S. Cho, K. Min, and H. Jeon, “2D

Square Lattice Photonic Crystal Phosphor Films for Efficient and

Excitation Polarization Insensitive Color Conversion.” Advanced

Optical Materials. 7 (2019), p. 1900209.

[9]K. Min, S. Choi, Y. Choi, H. Jeon, “A cooloidal quantum dot



- 38 -

photonic crystal phosphor: nanostructural engineering of the

phosphor for enhanced color conversion.” Nanoscale 2014, 6, 14531.

[10]Marc A. Kastner, “Artificial Atoms.” Physics Today 46, 1, 24

(1993)

[11]Louis Brus, “Chemical approaches to semiconductor nanocrystals.”

Journal of Physics and Chemistry of Solids Volume 59, Issue 4,

April 1998, Pages 459-465

[12]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Quantum_Dots_with_emissi

on_maxima_in_a_10-nm_step_are_being_produced_at_PlasmaChem_i

n_a_kg_scale.jpg

[13]K.S.Yee,"Numerical Solution of Initial Boundary Value problems

Involving Maxwell Equations in Isotropic Media." IEEE T Antnn.

Propag, Ap14, 302(1966)

[14]R. D. Meade, A. M. Rappe, K. D. Brommer, and J. D.

Joannopoulos, “Nature of the photonic band gap: some insights

from a field analysis.” Journal of the Optical Society of America

B Vol. 10, Issue 2, pp. 328-332 (1993)

[15]A Mekis, A Dodabalapur, R E Slusher, J D Joannopoulos,

“Two-dimensional photonic crystal couplers for unidirectional light

output.” Opt. Lett. 25, 942 (2000)

[16]Harbers, Rik, Nikolaj Moll, Rainer F Mahrt, Daniel Erni, and

Werner Bächtold. “Enhancement of the Mode Coupling in

Photonic-Crystal-Based Organic Lasers.” Journal of Optics A:

Pure and Applied Optics. IOP Publishing, January 21, 2005.



- 39 -

[17]Munir Nayfeh, “Fundamentals and Applications of Nano Silicon in

Plasmonics and Fullerines Current and Future Trends.” Micro and

Nano Technologies 2018, Pages 89-137

[18]Henk van Wolferen and Leon Abelmann, “Chapter5 LASER

Interference Lithography in Lithography: Principles.” Processes

and Materials , 2011 Nova Science Publishers, Inc.

[19]Yong-Sang Ryu, Dong-Kyu Lee, Ji-Hun Kang, Sang-Hun Lee,

Eui-Sang Yu, and Minah Seo, “Ultrasensitive terahertz sensing of

gold nanoparticles inside nano slot antennas.” Optics Express Vol.

25, Issue 24, pp. 30591-30597 (2017)

[20]Nathan J. Wittenberg, Hyungsoon Im, Timothy W. Johnson,

Xiaohua Xu, Arthur E. Warrington, Moses Rodriguez, and

Sang-Hyun Oh, “Facile Assembly of Micro- and Nanoarrays for

Sensing with Natural Cell Membranes.” ACS Nano 2011, 5, 9,

7555–7564



- 40 -

Abstract

Highly efficient photonic

crystal phosphor with

high index contrast and

flat surface

Hansol Lee

Majoring in Physics

Department of Physics and Astronnom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 41 -

Photonic Crystal(PhC) is a periodic distribution of

dielectric materials whose refractive index are different

from each other. PhC shares some characters of solid

crystals. as a solid crystal has a band gap, PhC has a

photonic band gap. whereas, there is no photon in

photonic band gap area, the group velocity of photons is 0

creating standing waves at band edges where the

boundary of band gaps. it is called band edge mode.

in this study, hybrid photonic crystal phosphor has been

proposed the combination of 2D square lattice PhC

structure using its band edge mode and colloidal quantum

dot(CQD) which is a type of phosphor. back bone

structure had been etched with 2d square lattice pattern

air hole. the air holes filled with CQD. this structure has

been designed to fortify a color conversion efficiency,

consisting excitation wave length, photonic band edge

mode and absorption wave length of phosphor with each

others.

in this research, to enhance the efficiency, TiO2 has

been used as back-bone material for its high refractive

index. for patterning, LASER Interference Lithography

made it possible to aim low-cost, high-productivity which

are the key note of previous studies. in addition,

"squeegeeing" method has been adopted for surface

flattening.

the results shows the color conversion efficiency of

fabricated hybrid PhC phosphor as a function of excited

wave length near band edge wave length. the PhC

phosphor is maximum 7 times brighter than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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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sphor which is filmed quantum dots whose amount is

same with PhC phosphor. polarization independence which

is characteristic of 2D square lattice pattern has been

confirmed as well.

keywords : photonic crystal, phosphor,photonic band

edge, quantum dot, squee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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