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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사물의 색 (color)을 관찰하는 것은 일반적으

로 파장이 약 400 nm ~ 800 nm인 전자기파

의 일부분을 흡수하는 색소가 존재하는 사물에 

빛이 조사되었을 때, 색소에 의해 흡수된 파장

을 제외한 나머지 파장의 빛이 사람의 시신경에 

들어와 사물의 색을 인식한다. 열대지방에서 관

찰되는 몰포 (Morpho) 나비는 푸른 광채의 날

개를 가지고 있다 (그림 1). 하지만 몰포 나비의 

날개에는 푸른색을 띌 수 있는 색소가 전혀 없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른색의 색깔을 보이는 

이유는 그림 1에서와 같이 날개 표면의 약 700 

nm 간격으로 배열되어 있는 약 2 μm 높이로 

길게 늘어선 주름진 단백질 기둥으로 구성된 규

칙적인 나노 구조물이 파란색 빛만을 선택적으

로 반사하기 때문에 빛을 흡수하는 색소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푸른 빛깔을 나타내는 것이

다 [1]. 색소나 발광 물질 없이도 특이적인 나노 

구조물에 의해 색깔을 띠는 것은 나비뿐만 아니

라, 성게, 딱정벌레, 나방, 공작새 등 다양한 생

물체에서 관찰되며, 이것은 규칙성을 가지는 나

노 구조물이 특정파장의 빛을 통과시키지 못하

기 때문이다. 

빛 은  자 유 공 간 에 서  각 속 도  ( a n g u l a r 

frequency, ω=2πf)와 파수(wave number, 

k=2πλ0)가 ω=ck 와 같은 광 분산관계를 가진

다. 굴절률이 n 인 유전물질 내에서는 빛의 속

도가 c/n이므로 ω=(c/n)k 과 같은 관계를 따

르며, 그림 2(a)에서와 같이 빛의 파수와 각속

도 사이에서는 항상 선형의 함수관계를 가진다. 

하지만 서로 다른 굴절률을 가지는 두 유전물질

이 규칙적인 배열 구조를 이룰 때의 빛의 광 분

산관계는 비선형 함수관계를 가지는데, 특정 각

속도 영역에서는 어떠한 파수와도 대응되지 않

는다 [2] (그림 2(b)). 굴절률이 각각 n1과 n2

인 두 물질이 a라는 길이 주기로 1차원적으로 

반복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광결정을 살펴보면, 

파수가 π/a인 전자기파는 sin( x
a
π

), cos( x
a
π

)의 

그림 1.  몰포 (Morpho) 나비와 나비 날개 표면의 TEM 
영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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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형을 보이며 각각의 파형에 의한 장 (field)

은 n1 또는 n2 굴절률의 물질에 속박된다. 따

라서 이들은 각각 ω1, ω2 인 불연속적인 각속

도를 가지며, 각각의 매질내에서 정상파 형태

를 보인다. 또한 광 분산관계에서 ω1, ω2 사

이의 각속도는 이 물질내부에 존재할 수 없다 

(그림 3). 이처럼 주기적으로 배열된 유전물질 

구조에서 불연속 영역대의 주파수를 가지는 

빛이 입사할 경우, 구조 내부에서는 입사되는 

주파수에 대한 빛의 파수가 전혀 없으므로 빛

이 전파되지 못하고 완전히 반사된다. 이 각속

도 영역을 광밴드갭(photonic band gap)이

라 부르고, 광밴드갭을 가지는 물질을 광결정

(photonic crystals)이라 한다. 이 때 1차원, 

2차원 및 3차원의 주기성을 갖고 굴절율이 변

하는 광결정을 각각 1차원, 2차원 및 3차원 광

결정이라 하며 (그림 2(c)), 광결정에서의 광

밴드갭은 구성 물질의 굴절률과 격자간격에 

크게 의존하므로 유전물질의 종류 또는 격자

간격을 조절하여 반사되는 빛의 파장을 조절

할 수 있다 [2].

광결정을 제조하는 방법은 크게 식각 공정

과 자기조립을 이용한 방법으로 나눌 수 있

다. 식각공정은 전자 빔 식각법, 다중 광 간섭

법 등의 식각방법을 이용하여 유전물질을 주

기적으로 식각할 수 있다. 자기조립법은 수백 

나노미터 크기의 콜로이드 입자들을 단위체

로 하여 3차원 구조로 자기 조립 하는 현상을 

이용하여 광결정을 제조한다. 식각방법 또는 

자기조립 방법에 의해 형성된 구조체에는 고

체 유전물질 사이에 주기적으로 빈 공간이 생

기며, 빈 공간을 채우는 유전 물질 (공기, 용

매)과 고체 유전 물질 사이의 굴절률 차이에 

의해 광밴드갭이 생긴다. 식각 공정 방법은 

결함이 적고 굴절률 차이가 큰 광결정을 제조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제조 단가가 매우 

비싸고 공정 시간이 오래 걸려 대면적 광결정

을 구현하기에는 제약이 따른다. 반면 자기 

조립법은 낮은 제작비로 짧은 시간에 대면적

의 광결정을 구현할 수 있지만 균일한 광결정

을 얻기가 힘들다. 최근에는 3D 프린팅을 이

용하여 3차원 광결정 구조를 제조하고 다양

한 분야에 활용하는 연구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다. 

광결정 내부에서 특정 파장의 빛의 진행이 

억제되는 현상은 광집적소자, 레이저, LED, 

태양전지 등 다양한 광학 소자에 응용이 가능

하다. 또한 온도, 압력, 자극 물질에 따라 광결

정에서의 광밴드갭이 변하는 현상을 이용하여 

광결정 센서를 구현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광결정을 이용하여 광 도파관 (waveguide), 

고효율 레이저의 구현 및 화학 센서로의 활용

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그림 3.  1차원 광결정에서의 광 분산관계 및 전자기파 

모형도 [2].

그림 2.   (a) 굴절률이 n 인 유전물질 내에서의 광 분산
관계, (b) 서로 다른 굴절률을 가지는 유전물질
이 1차원 주기구조를 가지는 물질 내에서의 광 
분산관계, (c) 각 차원에서 굴절률이 주기적으
로 변하는 광결정 구조의 모식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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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론

2.1 광결정 내에서의 광 도파 및 광 느림 진행

도파관은 광신호를 전달하거나 개별의 광소

자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데 필요한 광 수

동소자이다. 기존의 광섬유는 내부 전반사를 

이용하여 빛을 도파하기 때문에 도파되는 방

향이 급격히 바뀌는 경우 도파되는 빛이 도파

로를 따라 전달되지 못하고 외부로 소실 될 수 

있다. 따라서 내부 전반사를 이용히는 방법은 

장거리 광통신에서 광 도파 효율이 낮고, 빛의 

도파 방향이 심하게 바뀔 수 밖에 없는 광집적

회로에 활용하기에는 큰 제약이 따른다.

광밴드갭이 존재하는 광결정 내부에 서로 

다른 굴절률을 가지는 유전물질 사이의 주

기적인 특성이 깨어진 국소적 결함을 만들

어 주면, 국소적 결함 주위에 빛이 강하게 국

소화 (localization) 되는 결함 모드(guided 

mode)가 생기며, 결함 모드에 해당하는 빛은 

결함이 나열된 방향으로 도파되는 특성을 가

진다 [3]. 그림 4에서와 같이 Si slab에 주기적

으로 구멍을 뚫은 2차원 광결정 구조의 x 축 

방향으로 한 줄의 구멍을 제거하여 광 도파관

을 만들 수 있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광밴드갭

에 해당되는 주파수의 전기장은 2D 구조의 광

결정으로는 전파되지 못하고 오직 광결정 구

조가 제거된 도파관 (waveguid) 으로만 전파

됨을 알 수 있다. 그림 4(c)에서는 결함이 없는 

완벽한 Si/air 2D 광결정 구조와 그림 4(a)와 

같은 선형 결함이 도입된 광도파관에서의 광

투과 스펙트럼을 도시하였다. 결함 도입전 광

결정에서는 특정 주파수 대역에서는 광밴드갭

에 의해 빛이 매질에서 전혀 투과되지 못하지

만, 구멍을 제거한 결함에서는 광밴드갭 영역

의 빛이 선택적으로 투과되어, 해당 주파수 대

역의 빛은 2D 광결정 내 결함부분을 따라 전

파되는 도파관을 설계할 수 있다 [4]. 

Joannopoulos 연구팀은 공기(굴절률=1) 

기질 내에 580 nm 간격으로 유전체 막대 (굴

절률=3.4)가 2차원 배열을 하는 2차원 광결

정 내부에 너비가 2.9 μm인 결함이 존재할 

때, 결함 모드에 해당하는 빛이 도파되는 것을 

FDTD(finite-deference time-domain) 방

법으로 전산모사 하였다 [5]. 광결정 도파관에 

광밴드갭에 해당하는 빛을 주입하였을 때, 결

함 외부로는 광결정에 의해 빛이 이동하지 못

하고 결함 방향으로만 빛이 도파된다. 또한 90

도 꺾인 코너에서도 빛이 손실없이 도파되어 

100% 가까운 도파 효율을 나타내는 것을 보

그림 4.  (a) 2D 광도파관 모식도 (회색: Si, 흰색: air), 
(b) 2D 광도파관(a)에서의 전기장 분포, (c) 
2D 광결정(적색) 및 2D 광도파관(청색)에서의 
주파수에 따른 transmission spectra.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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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그림 5). 내부 전반사를 이용한 광섬유

의 경우 90도 꺾인 코너에서 30% 정도의 도

파 효율을 보이는 것과 비교할 때, 이러한 광

결정 도파관은 심한 꺾임이 있음에도 불구하

고 이론적으로 거의 손실 없이 빛이 도파되

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론적 연구결과를 바탕

으로 West 연구 팀은 전자 빔 식각법을 이용

하여 Al0.95Ga0.05As 기판에 주기적인 구멍

을 뚫은 2차원 광결정 내에 120도로 굽은 광 

도파관을 제작하여 120도 굽은 코너에서 약 

53.5%의 도파 효율을 확인하였다 [6].

광결정 내에서 빛이 도파할 수 있는 결함 모

드의 주파수는 국소적 결함을 적절히 설계함

으로써 조절할 수 있다. 이에 Lieber 연구팀은 

Si3N4 기판에 주기적인 구멍을 뚫은 2차원 광

결정 구조에 각각 청색 빛을 도파하는 특성을 

가지는 결함과, 적색 빛을 도파하는 특성을 가

지는 결함을 구현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그림 

4(b)에서와 같이 510 nm 와 700 nm 형광을 

발현하는 CdS/CdSe (핵/껍질) 나노와이어의 

장축의 위 아래 방향으로 각각 청색 빛과 적색 

빛을 도파하는 광결정을 배열하였을 때, 나노

와이어의 청색과 적색 형광이 분리되어 도파

되는 현상을 관찰하였다 (그림 6) [7]. 

광결정 도파관은 빛의 진행 방향 뿐만 아니

라 전파되는 빛의 속도를 느리게 제어 할 수 

있다. 느린 빛은 광신호의 제어 및 처리 또는 

광 에너지의 집적화 등에 활용이 가능한 기

술이다 [4]. 광 분산관계로부터 빛의 군속도 

(group velocity=vg)는 vg=dω/dk 의 관계식

을 따른다. 굴절률이 n 인 균일한 유전체 내에

서는 선형의 광 분산관계를 가지므로 빛의 군

속도는 위상속도와 같은 c/n을 가진다. 하지만 

그림 3에서와 같이 광결정의 광 밴드갭 주위에

서는 빛의 분산이 심하게 왜곡된 비선형 특성

을 보이며 도파되는 빛의 군속도가 급격히 감

소하게 된다 [8]. 2005년 Kuipers 연구진은 2

차원 광결정 도파관에서 빛의 진행 속도가 급

격하게 감소하는 것을 펨토초 레이저 펄스의 

간섭효과를 이용하여 직접적으로 관찰하였다 

[9]. 이들은 2차원 Si/air 광결정 도파관을 제

조하고 (그림 7(a)), FDTD 전산모사를 통하

여 국부 결함 모드 광 분산관계를 도식화 하였

다. 이를 통해 빛의 군속도 (vg=dω/dk) 가 거

의 0에 수렴하는 주파수를 확인하여, 이 주파

수의 광 펄스를 광결정 도파관에 조사시켰을 

그림 5.  (a) 광결정 도파관의 모식도, (b) Guide 모드
의 의 빛을 입사하였을 때, 광결정 도파관에서 
전기파 패턴, (c) 주파수 영역에 따른 도파관에
서의 투과 및 반사 세기.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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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펄스 중 특정 모드의 빛이 약 3 ps 동안 도

파관 내에서 거의 정지 상태로 (vg≒ c/1,000) 

존재하는 것을 관찰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광결정 도파관에서는 광 펄스 중 일부 모드의 

광자들만이 급격히 전파 속도가 느려지는 것

을 관찰하였다. 이후 Tanabe 연구진은 공진기 

(cavity) 들이 일렬로 배열된 실리콘 광결정 

도파관을 이용하여 170배 정도 광 펄스를 느

리게 할 수 있는 광결정 도파관 구조를 개발하

였다 [10].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통해 광결정 도파관 내 

에서의 빛의 진행 방향 및 빛의 속도를 늦춤으

로써 광자 제어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새로운 기능성 초고속 광소자를 구현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2.2 광결정을 이용한 레이저

미래 정보화 사회에서 대용량의 정보를 초

고속으로 처리할 수 있는 광집적회로는 문턱

없는 극미세 레이저 (thresholdless nano-

laser)가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

다. 이를 위해서는 레이저 공진기의 크기가 빛

의 파장과 비슷한 크기가 될 정도로 아주 작아

그림 6.   (a) 두 개의 서로 다른 광결정 도파관에서의 
CdSe/CdS (핵/껍질) 나노와이어 형광의 도파 
현상 모식도, (b) 광분할 도파관의 SEM 영상. 
(스케일바: 10 μm), (c) 광분할 도파관(b)의 형
광 영상. (스케일바: 10 μm), (d) CdSe/CdS 
(핵/껍질) 나노와이어(중간) 와 왼편 광결정 도
파관 및 오른편 광결정 도파관에서의 형광 스
펙트럼. 

(b)

(c)

(d)

(a)

그림 7.   (a) 2차원 Si/공기 광결정 도파관의 SEM 이미
지, (b) 2차원Si/공기 광결정 도파관의 광분산
관계 도표, (c) 2차원 Si/공기 광결정 도파관에
서의 광 펄스 추적 실험 모식도, (d) Si/공기 광
결정 도파관에 광 펄스를 주입 후, 시간에 따른 
광 펄스의 위치 영상.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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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며, 동시에 레이저 공진기에서의 광학적 

손실이 매우 작아야 한다. 국소적 결함이 있는 

광결정에 특정 파장의 빛을 발생시켜 주면 주

위를 둘러싼 광결정 벽에 부딪쳐 끊임없이 반

사하게 되어 그 빛을 새나가지 않게 가둘 수 

있어 극미세 공진기를 형성할 수 있고, 이렇게 

작은 공간에 구속된 빛을 증폭하여 외부로 뽑

아내면 레이저가 된다.

1999년 Scherer 연구팀은 2차원 광결정을 

공진기로 이용하여 InGaAsP 양자우물 반도체 

레이저를 구현하였다 [11]. 그림 8에서와 같이 

InGaAsP 양자우물 반도체에 180 nm 반지름

의 공기 구멍을 뚫어 2차원 광결정을 제조하였

으며, 광결정 중간의 구멍 하나를 제거하여 국

소 결함을 형성시켰다. 이 광결정 레이저를 여

기 시켰을 때, InGaAsP 양자우물에서 나오는 

1.5 μm 파장의 빛이 광결정 내부의 수백 나노 

미터의 국소 결함에 강하게 구속되면서 레이

저를 발진시킨다. 하지만 이 광결정 레이저는 

성능지수(Q factor) 값이 250으로, 마이크로 

링 레이저와 같은 극미세 레이저와 비교할 때 

낮은 성능지수를 가진다. 이것은 빛이 광결정 

공진기 내에서 레이저의 발진에 쓰이지 않고 

소멸해 버리는 광의 손실이 큰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광결정 내부의 국소 결함에 빛을 효과

적으로 가두어 성능지수를 높이기 위한 연구

들이 수행되고 있다. 2차원 광결정 국소결함의 

빛은 평면상으로는 광밴드갭에 의해 국소 결

함 내부에 갇히게 되고, 평면의 수직 방향으로

는 내부 전반사에 의해 빛이 가두어지게 된다. 

그러나 2차원 광결정 국소 결함의 경계가 급격

히 변하여 빛이 국소 결함에 평면상으로 강하

게 구속되게 되면 평면의 수직방향으로 손실

이 크다는 것이 이론적으로 확인 되었다 [12]. 

이에 Noda 연구팀은 국소결함 주위의 광결정 

구조를 약간 변형시켜, 빛의 수직방향으로의 

손실을 줄여서 45,000의 높은 성능지수를 보

이는 광결정 공진기를 개발하였다 (그림 9(a)) 

[13]. 이후 같은 연구팀은 광결정 공진기를 헤

테로구조로 제조하여 빛의 수직방향으로의 손

실을 거의 억제하여 600,000의 성능지수를 가

지는 광결정 공진기를 개발하였으며 [14] (그

림 9(b)), 이러한 광결정 공진기 구조와 InAsP 

양자점을 이용하여 상온에서 발진하는 나노 

레이저를 개발하였다 (그림 9(c)) [15].  최

근에는 이차원 구조의 단일층 WSe2를 이차

그림 8.   (a) 광결정을 이용한 InGaAsP 양자우물 레이
저의 개략도, (b) 광결정 국소결함 주의의 SEM 
영상. (a=515 nm, r=180 nm, r’=240 nm), (c) 
InGaAsP 양자우물 광결정 레이저의 레이저 
스펙트럼. 

(c)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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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GaP/air 광결정 공동 (Photonic Crystal 

Cavity) 에 접합시킨 광결정 레이저가 보고되

었다 [16]. WSe2 의 자연 발광 (spontaneous 

emission)이 이차원 광결정 공동에 의해 강하

게 속박되면서 증폭되면서, 수십 nW 정도의 

낮은 광여기 파워에서도 레이저가 구동됨을 

확인하였다 (그림 10). 

　

2.3 광결정 센서 및 다중화 분석 기술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몰포 나비는 날개 표

면에 존재하는 규칙적인 단백질 나노 구조물

과 주위 공기가 광결정을 이루어 파란색 광택

을 가진다. 2007년 Potyrailo 연구팀은 몰포 

나비 날개의 나노 구조물 주위에 특정 화학물

질이 노출되면서 공기의 굴절률이 변하게 되어 

나비 날개의 색깔이 변하는 것을 관찰 하였다 

[1]. 이와 같이 광결정 구조에서의 광밴드갭 파

장은 광결정을 구성하는 각 유전물질의 굴절률

과 결정을 이루는 입자의 크기 및 격자 간격에 

의해 결정되므로 검출 물질과 광결정의 상호

작용을 통한 색의 변화를 이용하여 발색 센서 

(colorimetric sensor)를 구현할 수 있다. 

남미에 주로 서식하는 딱정벌레는 주위의 기

그림 9.   (a) 국소 결함 주의의 광결정 구조에 따른 공
명 빛 스펙트럼, (b) 헤테로 구조 광결정 공
진기의 모양 및 이의 공명 빛 스펙트럼, (c) 
InAsP 양자점이 배향된 헤테로 구조 광결정 
공진기의 상온에서의 발광 스펙트럼. 

그림 10.   (a) 광결정 공동/ 단일층 WSe2 나노레이저 
모식도, (b) 80K에서의 편광 발광 특성. 

(a)

(c)

(b)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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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가 습해지면 표면 색이 황갈색에서 검은색

으로 변한다. 남미는 밤이 더 습하기 때문에 

딱정벌레는 낮에는 황갈색을 띄고, 밤에는 검

은색으로 변하여 자신의 몸을 천적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딱정벌레의 신기한 색 변화

의 비밀은 표면에 존재하는 다공성 나노 구조

에 있다. 다공성 나노 구조물과 주변 공기가 

광결정을 이루어 특이한 색을 나타내며, 습도

에 따라 공기의 굴절률이 변하게 되어 딱정벌

레의 표면색이 변하게 된다 (그림 9(a)). 딱정

벌레 표면의 구조를 모방하여 폴리에틸렌 글

리콜 (polyethylene glycol)로 이루어진 역전

된 오팔(inverse opal) 구조의 3차원 광결정을 

제조하였을 때, 이 광결정은 습도가 높아 질수

록 반사파장이 장파장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

인하였다 (그림 11(b)) [17]. 이것은 습도가 높

아질수록 광결정을 구성하는 폴리에틸렌 글리

콜(굴절률=1.49)과 수증기(굴절률air=1, 굴절

률water=1.33) 의 굴절률 차이가 작아지기 때

문이다. 

주위 환경 물질의 굴절률 변화 뿐만 아니

라, 검출 하려는 물질에 의해 광결정의 구조

가 변하여도 그 구조색이 변한다. 고분자 재

료 중 하나인 수화젤 (hydrogel)에 여러 작

용기(functional group)를 도입하게 되면 

pH, 온도, 압력, 물질 등의 자극에 반응하여 

부피변화를 일으키는 성질을 가질 수 있다. 

그러므로 수화젤로 이루어진 광결정을 제조

하여 검출 물질에 따른 수화젤 광결정의 부

피변화를 이용한 센서에 대한 연구가 활발

히 진행되고 있다. 수화젤 광결정 센서는 구

형의 실리카 또는 폴리스티렌 (polystyrene)

과 같은 입자를 자기조립하여 3차원 광결정

을 형성시킨 후, 이들 표면을 수화젤과 화학

가교 시킴으로써 화학적 민감성을 가지는 광

결정 센서를 구현할 수 있다. Asher 연구팀

은 구형의 실리카 나노입자를 자기 조립하

여 면심입방 구조의 3차원 결정구조를 형성

시킨 후 결정 표면에 하이드록시메타아크릴

레이트(hydroxyethylmethacrylate)를 광

중합시킨 후, 실리카 나노입자를 선택적으

로 식각하여 폴리하이드록시메타아크릴레이

트 (polyhydroxyethyl-methacrylate) 수

화젤 광결정을 제조하였다. 이 광결정은 하

이드록실 기를 가지므로 에탄올이 포함된 수

용액에서 팽윤이 일어나 광결정의 격자 간격

이 증가하고 반사 파장이 장파장으로 이동하

는 특성을 보인다. 또한 폴리하이드록시메타

아크릴레이트 광결정에 아크릴릭 산(acrylic 

acid)을 도입하여 pH 센서를 구현하였다. 높

은 pH에서 표면의 카르복실 산의 수소 이온

이 해리되어 수용액 상에서 수화젤 광결정이 

그림 11.   (a) 딱정벌레 껍질의 SEM 영상 (상.우) 및 건
조상태 (하.좌) 및 습한 상태 (하.우)의 껍질 
색깔, (b) 광결정 습도 센서의 습도에 따른 파
장별 반사율 스펙트럼.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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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윤하게 되며, 따라서 광결정의 반사 파장

이 장파장으로 이동한다 (그림 12(a)) [18]. 

같은 그룹은 수화젤에 글루코스(glucose) 와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붕소산을 도입하여 글

루코스(glucose) 센서를 제조하였다. 구형

의 폴리스티렌(polystyrene) 나노 입자를 자

기조립하여 3차원 광결정 구조를 형성시킨 

후, 광결정 표면에 수화젤 전구체인 아크릴

아미드(Acylamide)를 광중합시켜 수화젤 광

결정을 제작하였다. 이 후 아미드 기를 가수

분해하여 생긴 카르복실 기와 5-Amino-2-

fluorophenylboronic acid의 아민 기를 결

합하여 글루코스 감응형 광결정 센서를 제작

하였다. 붕소산과 글로코스가 결합하면서 이

웃한 수화젤 체인들이 교차결합(cross-link)

하게 되어 수화젤 광결정의 격자 간격이 줄

어들면서 광결정의 반사 파장이 단파장으로 

이동한다 (그림 12(b)) [19]. 수화젤 글루코

스 센서는 높은 이온 농도의 환경 및 붕소산

과 결합이 가능한 젖산 (Lactate)이 존재하여

도 센서가 작동하며 생체 친화성이 좋아 콘

택트 렌즈 형태로 만들어 눈에 착용하면 혈

당 수치를 색깔로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또한 광결정은 구조에 따라 좁은 선폭을 가

지는 여러가지 색을 나타낼 수 있어, 다중화

(multiplexing) 분석이 가능하다. Yin 연

구팀은 외부 자기장에 의해 광결정이 형성

되는 자성 광결정 구조를 개발하였다 [20]. 

산화철 나노입자가 포획된 폴리아크릴 산

(polyacylic acid) 고분자 비드를 제조한 뒤 

외부 자기장을 가하면, 산화철 나노입자의 자

성에 의한 인력과 음전하를 띠는 고분자 사이

의 정전기적 반발력이 균형을 이루며 광결정

을 형성한다. 자성 광결정은 외부 자기장의 

세기에 따라 광결정의 격자 간격이 조절되며 

광결정의 색깔이 바뀌게 된다. Kwon 연구팀

은 이러한 성질을 이용하여 다양한 색을 띄는 

자성 광결정을 마이크론 크기의 고분자 기질

에 포획시켜 810개까지의 정보를 가질 수 있

는 바코드를 개발하였으며 암호화된 광결정 

바코드를 이용하여 DNA를 검출 할 수 있음

을 보였다 [21]. 

3. 결 론

광결정은 광밴드갭을 가지며 빛의 국소화, 

비선형성 등과 같은 특성을 가지며 광결정 구

조 및 결함을 조절함으로써 빛을 조절할 수 있

다. 또한 광결정 주기가 다루는 파장보다 짧으

며 10 주기 이내의 광결정 주기로도 충분한 광

그림 12.   (a) 아크릴릭 산을 포함하는 하이드로젤 광
결정의 pH에 따른 반사파장의 변화, (b) 붕소
산이 포함된 하이드로젤 광결정과 글루코스
의 결합 모식도 (상) 및 글루코스 농도에 따른 
광결정 색 (하). 

(b)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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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효과를 얻을 수 있어 극미세 광소자를 구

현할 수 있다. 최근까지의 연구결과는 여러가

지 방법으로 광결정 구조를 만들고 제조된 광

결정 구조내에 다양한 형태의 결함을 형성하

여 광결정 소자를 제작하고 그 특성을 살펴보

는데 집중되고 있다. 아직까지는 이러한 광결

정을 이용하여 고효율 극미세 레이저나 빛의 

완벽한 가둠과 같은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였

지만 광결정을 이용하여 빛을 제어하는 기술

이 날로 발전하고 있어 머지않아 광결정을 이

용한 광컴퓨터나 광집적회로와 같은 광소자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소자 분야

로의 응용뿐만 아니라 광결정의 광밴드갭이 

유전물질의 굴절률과 격자간격에 좌우되는 것

을 이용하여 센서로의 활용 가치가 매우 높다. 

광결정 센서는 검출 물질에 의한 색깔의 변화

를 통해 빠르고 간단하게 감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체 친화적인 광결정 물질을 사용하

여 인체에 직접 착용할 수 있는 바이오 센서로

의 응용 또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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