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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Thema

1. 개 요

금속 내부의 전자들의 집단적인 거동을 '표면 

플라즈몬 (SP: surface plasmon)'이라고 한다. 

나노구조에 속박된 모드는 'LSP (localized SP)', 

금속/유전체 계면을 따라서 진행하는 모드는 

'SPP (surface plasmon polariton)'라고 각각 일

컫는다 [1-3]. 플라즈몬은 광자(photon)와 포논

(phonon)과 같은 준입자 (quasi-particle)로 양

자화된 에너지를 갖는 전자 진동 모드를 나타낸

다. 광자(빛)에 의한 표면 플라즈몬 여기 현상은 

금속과 유전체 소재의 유전상수 그리고 기하학적 

형상과 크기 등에 따른 공명(resonance)을 일으

킨다. 공명이 일어나는 파장의 빛이 SP를 여기하

면, 강한 빛의 산란과 흡수 그리고 전자기파의 집

속(confinement)이 일어난다. 스테인드 글라스가 

화려한 무늬를 띠는 이유는 금속염의 SP 공명 현

상 때문이다 (그림 1). 

전도성 금속산화물 기반 
플라즈모닉 광전소자 연구

그림 1.  고대 스테인드 글라스의 예와 같이 플라
즈몬 현상은 일찍이 이용되고 있었다. 오
늘날에도 금속나노입자는 SERS (surface 
enhanced Raman spectroscopy)와 바이
오 분야 등에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
고 있다. 또한, 1998년 T. W. Ebbesen이 
금속 나노 구조의 투과성 증대 현상(EOT: 
extraordinary optical transmission) [2]을 
발견하는 등 플라즈모닉스 (plasmonics) 
분야는 top-down과 bottom-up 기반의 나
노기술 발달에 힘입어, 끊임 없이 새로운 
발견이 보고되고 있다. 학문적 탐구와 응용 
가능성에 대한 잠재력은 과학과 공학 분야
에서 가장 주목 받는 화두로 칭함에 손색이 
없다. 

그림 2.  초고속 및 초고속 집적화 소자 구현을 위
하여, 기존의 전자공학과 광학의 장점을 결
합할 수 있는 '플라즈모닉스' 분야가 대두
됨을 도시한 개념도 [source: 프랑스 CEA 
Saclay, Dr. Fabrice Char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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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분야의 발달에 따라 전자소자에 비

해서 속도가 빠르고 ohmic 열이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는 광소자를 이용하여 정보를 전달하

고 신호를 처리하고자 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고 있다. 하지만, 빛이 지니는 회절 한계 

때문에 집적도를 파장 이내 수준으로 줄이는 것

이 용이하지 않은 단점이 있다. 이러한 scale-

down 이슈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전자와 광자

의 장점을 복합적으로 지니는 나노플라즈모닉

스(nano-plasmonics) 소자가 유력한 대안으

로 고려되고 있다 (그림 2). 나노플라즈모닉스

는 광학적 회절한계에 도달한 '분광학, 리소그

래피, 고집적 정보저장 장치' 등의 한계를 극복

하고, 전자기장 증진을 통한 고효율 '태양전지, 

광검출소자, 발광소자' 등을 가능케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많은 연구들은 

'bottom-up 방식으로 제작 가능한 금속나노소

재를 이용'하고 'SERS 측정과 같이 비교적 손쉬

운 광학적 실험 방법'에 의존하여 소재와 물성 

측정 방법 측면 모두에서 제한된 측면이 크다 

[4]. 

최근에 들어서는 기존의 연구와 차별화된 보

고들이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다중 입자

(multiparticle system) [5]와 3차원 구조 [6]

에서 개별 나노구조의 국소화된 모드(local 

mode)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나타나는 혼성화

(hybridization)를 통하여 발현되는 플라즈모

닉 모드를 관찰한 흥미로운 사례들이 있다. 또

한, 금속나노구조의 소재와 기하학적 인자 제어

를 통한 방식 외에도, 유전체 물성 제어를 통하

여 플라즈몬 공명에너지를 제어하는 연구 노력

들이 속속 보고되고 있다. 전도성 금속산화물

은 절연체는 물론 금속에 해당하는 넓은 범위

의 전기 전도도 값을 가지며, 외부 인자(온도, 

전기장, 자기장 등) 변화에 의한 유전상수 제어

가 가능한 특성을 보인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

하고 있는 광전자 소자는 외부에서 공급한 전

기적 신호를 광에너지로 바꾸어 주는 발광소자

와 공급된 광에너지에 따라 전기적 신호가 결정

되는 수광소자가 있다. 따라서, 매질 내에서 일

어나는 광자-전하 상호작용이 그 근본 동작원

리를 이룬다. 여기에 플라즈몬을 매개로 한 광

자 또는 전하 상호작용이 더해지면 금속-유전

체(기존 반도체 및 금속산화물 포함) 하이브리

드 나노구조에서는 새로운 물성 발현을 꾀할 

수 있게 되므로, 하이브리드 나노구조를 기반

으로 한 신개념 소자는 기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breakthrough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가 성공적으로 수행되면, 

그 성과는 플라즈모닉 광전자 소자(plasmonic 

optoelectronic device) 구현을 위한 혁신의 토

대가 될 수 있다. 

2. 대표적 연구 사례

2.1 TCO 기반 굴절률 제어 소자

외부 전기장을 인가하여 소재의 굴절률을 제

어하는 일은 광전소자에서 오랜 동안 중요한 

이슈로 여겨져 왔다. 적절한 광도파로에서 굴

절률 변화 소재를 접목할 수 있다면 빛의 전파

를 제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반도체 소재

의 경우, MOS (metal-oxide-semiconductor) 

구조를 만들어 전계효과를 이용하여 전하수송

자 농도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굴절률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다만, MOS 소자에서 굴절률 

변화가 일어나는 곳은 산화물-반도체 계면의 

accumulation layer에 한정되기 때문에 제대로 

빛의 경로 제어에 이용하기는 매우 어려움이 있

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MOS 구

조에 플라즈모닉 도파로를 이용하는 방법이 제

안되고 있다. 서론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SPP

는 나노수준 공간에 도파 모드를 집속할 수 있

기 때문이다. 

미국 Caltech의 Atwater 교수 연구진은 

TCO (transparent conducting oxide)를 활용

하여 10-5 W/cm2 전력으로 1.5에 달하는 큰 굴

절률 변화 소자를 구현하였다 [7]. MOS 구조에

서 반도체(semiconductor) 층에 TCO 소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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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되어, accumulation layer는 유전체-TCO 

계면에 형성되도록 하였다. Drude-Lorentz 모

델에 의해 굴절률 변화값을 예측할 수 있는데, 

전계효과를 통하여 1019 cm-3 정도 전하수송자 

농도 변화를 일으키면 Si의 경우 800 nm 파장

에서는 0.002 정도의 굴절률 차이를 일으킬 수 

있다. 가시광선 영역에서 큰 굴절률 변화를 일

으키려면 1020 cm-3 정도에 달하는 도핑 농도

를 갖는 소재에 전압 인가를 통하여 전하수송자 

농도를 1021 cm-3 정도로 증가할 필요가 있다. 

Atwater교수 연구진은 이러한 목적으로 대표

적인 TCO 소재인 ITO와 IZO (In-doped ZnO)

를 고려하였다. 이 소재들은 증착 시 산소 분위

기 제어 또는 금속 이온 도핑을 통해서 이 정도 

높은 수준의 전하수송자 농도를 얻는 일이 용이

하기 때문이다. TCO 소재는 디스플레이, 태양

전지, 발광소자, 수광소자 등 응용 분야에 이용

되고 있어, 다양한 증착 방법과 성장 조건 제어 

기술이 확보되어 있다. 2010년 발표된 이 연구 

결과는 그 후 120여회 인용되었는데 (2015년 8

월 초, scholar google 검색 기준), 세계 도처

의 연구그룹이 직접 실험적으로 소자를 구현한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다양한 TCO 기반 플라즈

모닉 광전소자 개념 제안 연구에 큰 파급 효과

를 끼쳤다. 

2.2 VO2 기반 메타물질

VO2는 상온 부근에서 온도에 따라 금속-절

연체 전이(MIT, metal-insulator transition)

을 일으키며 104배에 달하는 큰 저항 변화를 보

이는 물질로,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활용 가능

할 것으로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MIT 과

정에서는 유전상수 값도 큰 변화를 보이므로, 

이 특성을 활용한 광소자 가능성도 활발히 연

구되고 있다. 특히, 미국 UCSD의 Basov 교

수 연구진은 VO2 박막 위에 SRR (split-ring 
그림 3.  Drude 모델로 예측한 전하수송자 농도

에 따른 유전상수-파장 그래프. (Source: 
참고 문헌 7, 그림 2).

그림 4.  (a) VO2 박막 소자 위에 형성한 SRR 어
레이 구조와 전압 인가 후 IR 투과 실
험으로 공진주파수를 확인하는 실험 과
정 모식도, (b) SRR 소자에 인가하는 펄
스 전력을 달리함으로써 VO2 박막의 나
노 수준 상 구성(phase configuration)을 
조절하고 이를 통해 SRR 소자의 정전용
량과 그에 따른 공진 주파수를 제어한 실
험 결과 (Source: 참고 문헌 10, 그림 1
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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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nator)를 만들어 공진특성 변화를 관찰

하여 보고하였다 [8]. MIT 과정에서 VO2의 유

전상수는 급격히 커지고, 이에 따른 유전용량

(capacitance)의 급격한 증가는 SRR 공진 주

파수를 크게 감소시킨다. 온도에 따른 공진주

파수 변화를 이용한 응용 분야가 있을 것인데, 

VO2의 경우 외부 전기장 인가 또는 광원을 이

용하여서도 상전이를 일으킬 수 있어 다양한 소

자 구현 아이디어를 생각할 수 있다. 

VO2의 MIT 현상은 1차 상전이에 해당하

여 MIT 중에는 금속 특성과 절연체 특성을 보

이는 나노 크기 영역이 공존한다. 본 연구진

은 이러한 상(phase)의 공존 양상을 나노 수

준 공간분해능을 갖는 KPFM (Kelvin probe 

force microscopy)으로 분석하고, 전도 특성

이 percolation 이론으로 설명되며 percolation 

cluster 형상은 프랙털(fractal) 속성을 보임을 

최근 보고한 바 있다 [9]. 상의 공존이 나타나는 

동안에는 금속 영역이 차지하는 비율과 그 공간

적 구성 양상에 따라 VO2의 유전상수가 정해지

고, 그에 따른 SRR의 공진 주파수가 결정된다. 

또, 온도를 올리고 내리는 과정에서 금속 상의 

영역이 갖는 비율과 저항값은 이력(hysteresis) 

특성을 나타내고, 특정 온도를 유지하면 그 특

성은 유지되는 메모리 성질을 보이게 된다. 

Basov 교수 연구진은 이 점에 주목하고 VO2 

박막 위에 형성된 SRR 소자에 펄스 형태 전

압을 인가하여 VO2 박막 내부의 금속상 비율

을 증가시켜감으로써 정전용량 값을 점진적으

로 감소시키고 그 결과 공진 주파수 값을 제어

할 수 있음을 실험적으로 확인하였다. 또, 특정 

상태의 공진주파수는 추가적으로 펄스를 인가

하기 전까지 유지되기 때문에 이를 메모리 메타

물질(memory metamaterial)이라고 명명하고 

이 결과를 2009년 Science 지에 게재하였다 

[10]. 이 논문은 그 후, 320여 회 인용되었는데 

(2015년 8월 초, scholar google 검색 기준) 전

압 인가를 통하여 공진 특성을 임의로 제어할 

수 있는 메타물질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중요

한 기여를 하였고 또 본 연구진의 연구 사례 [9]

에서 보듯이 VO2 소재 내부의 상(phase) 분포

를 나노수준 분해능으로 잘 관찰하고 이해하려

는 노력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2.3 물분해를 위한 TiO2 나노구조 이용

PEC (photoelectrochemical) 물분해 기술은 

수소 생산을 위한 가장 주목 받는 기술이다. 다

양한 반도체 소재 중에 TiO2는 안정적 특성을 

보이고, 환경에 무해하며, 낮은 제조 가격 등의 

장점을 갖고 있어 PEC 응용에 있어 가장 중요

한 광음극(photocathode) 소재로 고려되고 있

다. 특히, 최근에는 1차원 나노구조 형태의 TiO2 

소재를 이용해서 보다 향상된 광집속, 전하 분

리, 높은 전하 이동도 등의 특성을 구현하려는 

연구 노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한 예시

로 사우디아라비아 KAUST Wang 교수 연구진

이 2013년 Nano Lett.에 게재한 논문의 주요 

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11] (2015년 8월 초 현

재, 150여 회 인용. scholar google 검색 기준). 

TiO2 소재의 밴드갭 에너지는 3.0 eV를 넘기 

때문에 태양광 에너지 중 UV 영역 일부만 흡

수할 수 있는 제약이 있다. 이에 따라 가시광선

은 물론, 적외선 영역까지 흡수를 증진하려는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Au 나

그림 5.  TiO2 나노선 배열구조의 광결정으로 이
루어진 기판 위에 Au 나노입자를 형성하
여 표면 플라즈몬 공진을 이용한 물분해 
성능 향상 연구 (Source: 참고 문헌 11, 
TOC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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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입자에서 여기된 플라즈몬은 가시광선과 적

외선 영역 빛과 강한 상호 작용을 일으키기 때

문에 TiO2 소재 위에 금속 나노 입자를 도포하

여 PEC 특성을 연구한 사례가 많이 있어 왔다. 

Wang 교수 연구진은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TiO2 나노튜브가 보이는 광결정 특성과 플라즈

몬 공진 특성을 모두 활용하는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였다 [11]. 나노튜브 배열 구조 제작 과정

에서도 양극산화(anodization) 공정을 이용하

여 제작 단가를 낮추는 노력도 기울였다. 제작

된 소자는 크게 향상된 가시광선 영역의 광흡수 

특성을 보였다. 흡수된 입사광은 Au 나노입자

에서 표면 플라즈몬을 여기하고, 이로 인해 생

성된 hot electron들은 TiO2 나노튜브의 전도대

(conduction band)로 주입되어 PEC 특성을 크

게 개선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2.4  ZnO 플라즈모닉 나노구조의 향상된 
광방출

서론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금속 나노구조

에 속박된 플라즈몬 모드는 LSP라고 불리는 반

면, 금속/유전체 계면을 따라서 진행하는 플라

즈몬 모드는 SPP라고 불린다. 그런데, SPP의 

분산 관계식을 보면 에너지 및 운동량 보존 법

칙을 만족하면서 직접 빛으로 SPP를 여기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주기적 격자(grating) 

구조에서는 운동량 차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에너지의 SPP 모드 여기가 가능

해진다. 이에 따라 금속-반도체 격자 구조에서 

SPP 여기에 따른 광물성은 흥미로운 연구 대상

이 되어왔다. 다양한 반도체 소재 중에 ZnO는 

3.37 eV에 달하는 밴드갭을 갖는 소재로서, 60 

meV에 이르는 큰 엑시톤 결합에너지값과 상대

적으로 용이한 박막 및 나노구조 제작 공정 등

의 장점으로 광검출기, 바이오 센서, LED, 태

양전지의 후면 반사막 등 다양한 광전자 소자에 

활용되어 오고 있다. 

본 연구진은 전자빔 리소그래피를 써서 만든 

Si 나노틀(nanotemplate) 위에 Ag와 ZnO 박

막을 차례로 증착하여 ZnO/Ag 나노격자 구조

를 제작하고 그 광학적 특성을 연구하였다 [12]. 

Maxwell 방정식을 풀어보면 1차원 주기적 배열 

구조에서 SPP 여기는 TM 모드 빛을 조사하였

을 때에만 가능하다. 따라서, TM 모드와 TE 모

드 빛을 차례로 조사하여 편광 의존성을 살펴보

면 SPP 여기가 ZnO/Ag 나노격자의 광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구분지어 이해할 수 있

다. TM 모드 빛을 쬐어 측정한 광반사율 스텍

트럼은 SPP 분산 관계식을 써서 잘 이해가 되

어, SPP 여기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

만, PL (photoluminescence) 특성을 보면 그

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TM 모드뿐만 아니라 

TE 모드에서도 300%를 상회하는 PL 세기 증

가 효과가 관찰되었다. 이는 SPP 여기 효과 외

에도 나노격자 구조에서 PL 증진 기작이 있음

을 의미한다. 본 연구진은 반사율 스펙트럼과 

FDTD (finite-difference time-domain) 계산

그림 6.  ZnO/Ag 나노격자 구조에서 SPP와 
cavity 모드 여기에 따라 크게 증진된 광
방출 특성을 관찰한 예 (Source: 참고 문
헌 12, TOC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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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조사하여 나노격자 구조에서 여기되는 

cavity 모드로 인하여 TE 모드에서도 특정 에

너지 영역에서 ZnO 박막 내에 강한 빛의 집속

이 이루어지고 이로 인하여 PL 세기가 증가함

을 밝혀낼 수 있었다. 이 결과는 플라즈모닉 나

노배열 구조에서 편광에 무관하게 크게 향상된 

광방출 특성이 가능함을 실험적으로 구현한 것

으로 향후 다각적 활용 가능성이 기대된다. 

3. 향후 전망

반도체-금속 나노구조에서 광자-전하-플라

즈몬 상호 작용을 통하여 발현되는 물성 연구는 

아직 태동 단계로 볼 수 있다. 기존의 반도체 

외에도 다양한 전기적, 광학적, 자기 특성을 보

이는 금속산화물을 이용한 플라즈모닉스 분야

는 기존의 소재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기술적 

전환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

히, 이미 상업적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TCO 소

재를 기반으로 한 광전소자 기술 확보는 오늘날 

물리, 화학, 재료공학, 광학, 반도체, 통신, 생

명공학, 및 의학 등 과학기술 전반에 걸쳐 가장 

중요한 화두인 나노플라즈모닉스 분야의 응용

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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