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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컬러필터는 빛에서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가시광선 영역

을 분류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은 액정 디스

플레이, 이미지 센서 등 이미징 디바이스 분야에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컬러필터는 안

료와 염료를 사용하여 제작되기 때문에 빛, 열 및 화학물질 

노출에 의해 색이 변하거나 필터성능이 저하된다. 이런 내구

성 문제는 디스플레이의 수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더

불어 일반적인 컬러필터 제작에 사용되는 포토 리소그래피, 

잉크젯 프린팅은 제작할 수 있는 화소의 크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두께가 얇아지고 화소의 크기가 작아지는 이미징 디

바이스의 동향에 적합하지 않다[1].

이와 같은 일반적인 컬러필터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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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주기적인 구멍배열(periodic hole array, PHA) 패턴을 가진 나노금속구조 컬러필터의 문제점인 입사광의 각도에 

따른 컬러필터 중심파장의 이동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구멍 패턴인 polyperiodic hole array (PPHA)를 제시한다. 먼저 녹색 

파장대역 컬러필터를 만들기 위해 구멍의 직경과 주기를 정했으며 propagation length와 skin depth를 고려해 단위셀의 크기, 금속

과 유전체의 두께를 설정했다. PPHA 패턴을 만들기 위해 주기적인 구멍배열을 국부적으로 회전시켜 전체적으로는 비주기적이지

만 부분적으로 주기적인 패턴을 만들었다. 그 결과 PHA 패턴과 대비하여 PPHA 패턴 나노금속구조 컬러필터는 입사광각이 0°에

서 30°까지 증가하였을 때 파장의 이동도가 최대 40% 개선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나노금속구조 컬러필터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디스플레이, 이미지 센서 등 이미징 디바이스 분야에 접목시켜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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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구조를 활용한 컬러필터가 연구되어왔다. 나노구조 컬러

필터는 나노구조를 이루는 물질의 모양, 크기, 주기에 따라 

특정한 빛의 파장을 필터링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노

구조를 이용하면 빛을 흡수하기 위해 화학성분에 의존하는 

일반적인 컬러필터에 비해 내구성이 강하고 focused ion 

beam (FIB) milling, imprinting, electron beam and nanosphere 

lithography 등의 설계기술을 사용하여 나노 단위로 작은 화

소의 컬러필터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장점으로 인해 나노구

조 컬러필터는 다양한 분야(홀로그램, 센서, 디스플레이, 의

료 등)에 적용되어 연구되고 있으며 기존의 필터를 대체할 

수 있다[2-4].

특히 금속을 이용해 연구되고 있는 나노구조 컬러필터에는 

표면 플라즈몬 공명(surface plasmon resonance, SPR)[5]이 발

생한다. SPR은 금속 박막으로 입사되는 빛과 금속박막 표면

의 자유전자의 진동 운동이 일치할 때 발생하는 공진 현상이

다. 공진된 전자기파는 표면을 따라 전파하며 이를 propa-

gating surface plasmon라 한다. 또한 격자, 구멍 배열과 같

은 금속 국소 표면에서는 빛에 의해 금속 나노 입자의 분극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를 국소 표면 플라즈몬 공명(localized 

surface plasmon resonance, LSPR)이라고 한다[6]. 이런 두 특

성, 즉 propagating surface plasmon과 LSPR 그리고 구멍을 

통해 투과하는 빛이 상호 작용하여 나노금속구조 컬러필터

에는 특이 광 투과(extraordinary optical transmission, EOT) 

현상[7-10]이 발생하고 컬러필터의 역할을 한다.

나노금속구조 중 1차원 격자 금속구조 필터[11]는 금속표면

에서 SPR이 발생하고 1차원 격자 틈에서 LSPR이 발생해 필

터로 사용된다. 하지만 금속구조가 한 방향으로 반복되기 때

문에 입사광의 편광방향에 따라서 색이 변한다는 단점이 있

다. 또한 금속-유전체-금속구조[12]를 이용한 공진기는 금속과 

유전체 계면에서 SPR이 발생하지만 유전체의 두께에 따라서 

필터링 대역이 결정되기 때문에 색깔별로 컬러필터의 두께

가 불연속적이고 공정 과정이 복잡하다. 반면에, 2차원 주기 

구멍배열(periodic hole array, PHA)을 가진 광학필터는 금속 

박막에 뚫린 구멍의 직경과 배열 주기에 따라서 중심파장이 

결정되기 때문에 적색, 녹색 및 청색 필터가 모두 평탄하며 

2차원으로 구멍이 배열되어 편광의 영향이 적다는 장점이 

보고되어 1D 격자 나노금속구조 필터와 금속-유전체-금속 

구조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13-17].

하지만 PHA 패턴 나노금속구조 컬러필터는 입사광의 각도

가 커질수록 투과도가 낮아질 뿐만 아니라 필터링되는 빛의 

파장대역이 장파장으로 이동하여 색깔이 변한다는 단점이 

있다[7]. 나노금속구조 컬러필터를 사용한 디스플레이의 입사

광각에 따라 필터링 색상이 달라지는 특성은 다수가 사용하

는 대면적 디스플레이 혹은 다양한 방향에서 정보를 취합하

는 이미지 센서 등에 더욱 큰 단점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문

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polyperiodic hole 

array (PPHA)”라는 새로운 구멍배열의 패턴을 제안한다. 

PPHA 패턴을 이용한 2차원 구멍배열을 가진 플라즈모닉 컬

러필터는 입사광각이 30°까지 커졌을 때 파장의 이동이 PHA 

패턴을 이용한 플라즈모닉 컬리 필터와 비교하여 투과도 피

크의 이동이 최소 6.78%에서 최대 40% 감소하며 개선됐다. 

본 연구는 PPHA 패턴이 나노금속구조 플라즈모닉 컬러필터

의 실제 산업 상용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

II. 2차원 구멍배열 나노금속구조 컬러필터의 설계 

방법 및 입사광각에 따른 중심파장 변화

그림 1(a)는 2차원 구멍배열(PHA 패턴) 나노금속구조 컬

러필터를 도식화한 것이다. 이 컬러필터를 제작하기 위해 먼

저 유리기판(SiO2) 위에 감광액을 코팅한 뒤 레이저 간섭 리

소그래피, 전자빔 리소그래피 등의 방법으로 감광한 뒤 식각

하여 구멍기둥 배열을 형성한다. 이후 알루미늄(Al)을 열 증

착 방법으로 쌓은 후 lift off 방법으로 나머지 감광액을 제거

하여 구멍배열을 만든 뒤 위에 silicon dioxide (SiO2)를 증착

하여 만들 수 있다[18]. 또한 이 패턴은 유리기판에 Al을 먼저 

증착한 뒤 감광액을 코팅하고 리소그래피, 식각 공정을 통해 

구멍배열을 만든 뒤 알루미늄을 식각하고 나머지 감광액을 

lift off하여 만들 수 있다[19]. 금속에 알루미늄을 사용한 이유

는 금, 은에 비해 비용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400~500 nm 

파장영역에서 플라즈마 주파수(plasma frequency, )가 다른 

물질에 비해 높아 가시광선 영역에서 광 손실이 더 낮으며 

가공에 용이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두 공정 모두 금속의 구멍

Fig. 1. (a) Schematic diagram of the conventional periodic hole 

array (PHA) nanostructured color filter (whole structure and top 

view of the hole array). (b) Transmittance spectra of the PHA 

filter according to the angle of incidence (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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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열은 SiO2에 의해 채워진다. 금속 구멍배열 위에 SiO2를 증

착하는 이유는 금속을 중심으로 상하부에 같은 유전체가 위

치하여 각 계면에서 동일한 SP 모드를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덕분에 EOT는 같은 파장대역에서 더욱 강해진다[19]. 구멍을 

채우는 것은 ALD (atomic layer deposition), 열증착법(thermal 

evaporation) 등의 conformal deposition 방법 등 특별한 패터

닝 과정 없이 단순히 박막 증착으로 박막을 형성하여 구현될 

수 있어 구멍 부분을 비우는 것보다 공정성이 훨씬 간단하

다. 또한 Al의 두께와 유사하거나 그 이상 증착될 경우 최종 

소자의 표면이 평탄해져 추가적인 산란효과 등으로 효율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컬러필터를 설계하고 수치해석을 위해 3D 

finite-difference time domain method (FDTD Solutions, Lume-

rical Inc., Canada)을 사용했으며 나노금속구조에 의한 z축 방

향으로 투과되는 광의 특성을 측정했다. x축은 Anti-symmetric, 

y축은 Symmetric으로 설정하여 구멍배열 패턴이 무한히 반복

되게 설정하였고 z축은 Perfectly matched layer (PML) 경계

조건으로 설정하여 무한한 표면을 갖도록 설정했다. 무한한 

유리기판에서 금속나노구조로 입사한 광원은 300~800 nm 

대역 평면파로 조사하였고 빛의 입사각이 모든 파장 대역에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plane wave type은 Broadband fixed 

angle source technique (BFAST)로 설정하였다.

PHA 패턴 나노금속구조 컬러필터의 통과 파장대역은 구

멍의 크기, 배열주기에 따라 결정된다. 그림의 D와 P는 나노

금속구조의 설계 변수이며 D는 구멍의 직경, P는 구멍배열

의 주기이다. 본 연구에서는 550 nm 파장대역의 컬러필터를 

기준으로 투과도 변화를 실험하였다. 550 nm 파장을 통과

시키기 위해 나노금속구조의 설계변수인 D는 180 nm, P는 

270 nm로 설정하였다. 또한 통과된 파장 투과도 피크와 반

치폭을 고려해서 알루미늄 두께를 50 nm로 설계하였으며 알

루미늄 위에 증착한 SiO2는 식 (1)[20]을 참고해 유전체의 SP

에 대한 skin depth를 계산한 뒤 50 nm로 설정하였다. Skin 

depth (
)는 전파하는 surface plasmon이 전파방향에 수직

으로 영향을 주는 길이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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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에서 
′ 는 금속의 유전율 중 real 값이며 

″ 는 금속 

유전율의 imaginary 값이다. 그리고 는 유전체의 유전율을 

의미한다[20].

그림 1(b)는 설계된 나노금속구조 컬러필터의 입사광각()

을 0°에서 10°로 2.5° 단위로 변화시킴에 따른 투과도 스펙

트럼 변화를 가시광선 영역에서 3차원 FDTD 방법으로 계산

한 것이다. 나타난 투과 스펙트럼에서는 다양한 특징을 확인

할 수 있다. 먼저 구멍배열이 있는 금속필름 플라즈모닉 필

터의 EOT 특성 덕분에 가시광선 범위의 특정파장 영역에서 

높은 투과율을 나타낸다. 더불어 2차원 구멍배열 금속나노구

조의 투과 스펙트럼 피크 위치(max )는 표면 플라즈모

닉 공진과 구멍배열의 주기적 구조를 고려한 식 (2)[21]에 의

해서 예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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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P는 구멍배열의 주기, 과 는 금속과 유전체의 유

전율이다. ()는 구멍배열에서의 reciprocal vector에 대응하

는 공진 차수를 의미하며, 이에 따라 측정 영역에서 투과도

는 (1,0) 또는 (0,1)의 1차 모드와 (1,1)의 2차 모드로 총 두 

개의 피크가 나타난다. 이 중 장파장 쪽의 피크(max )가 

더 높은 투과도를 보인다. 에너지가 낮은 장파장 영역에서 

광학모드들 간의 상호작용은 더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장파장에서 가장 높은 투과율을 얻을 수 있다[22,23]. 이런 가

장 높은 투과율을 나타내는 피크의 위치(max)는 식 (2)의 P, 

즉 구멍배열의 주기를 바꾸어 조정할 수 있다. max에서의 

투과 피크는 파노 공명(Fano resonance) 모양을 나타내어 피

크의 왼쪽 면은 가파르고 오른쪽 면은 덜 가파르다[24]. Full 

width at half maximum (FWHM)는 182.5 nm이며 입사광각

이 0°에서 10°로 변할 때 중심파장은 557.5 nm에서 장파장

으로 30 nm 이동하여 587.5 nm가 되었고 투과도는 64.65%

에서 7.19%p 줄어 57.45%가 되었다. 이는 입사광각이 0°일 

때 대비하여 파장은 장파장 대역으로 5.3% 이동한 것이며 

투과도는 11.1% 감소한 것이다. 추가적으로 입사광각이 커

지면 0°일 때 피크였던 지점(max)을 포함한 파장대역의 투

과도가 낮아지고 투과도가 낮았던 지점(min)은 투과도가 높

아지는 특성을 보였다. 특히 중심파장 대역(max)은 입사광

각이 10°일 때 투과도가 약해지면서 아래로 볼록한 골이 생

기고 입사광각이 0°일 때의 피크 59.169%와 비교해서 

28.15% 수준으로 떨어진 18.203%까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2(a)는 설계된 PHA 패턴 나노금속구조 컬러필터에 수

직으로 평면파를 입사했을 때 피크 투과도를 나타내는 557.5 

nm에서 측정된 컬러필터 단면의 전기장 분포도를 보여준다. 

표면 플라즈몬에 의해 금속과 SiO2 계면에서 E-field intensity

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b)는 나노금속구조 컬

러필터에서 표면 플라즈몬이 강하게 발생하는 x = -90 nm 영

역의 E-field intensity을 측정한 것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입사광각은 0°에서 30°까지 10° 단위로 변화시켰으며 E-field 

intensity는 각도마다 투과도 피크가 나타난 557.5 nm, 587.5 

nm, 625 nm, 665 nm 파장대역에서 측정했다. 금속 에지(z = 

0 nm, 50 nm)에서 강하게 발생한 E-field intensity는 금속 계

면 위아래 깊이 방향으로 지수적으로 감쇠하였다. 특히 수직 

입사한 경우 금속과 SiO2 계면에서 E-field intensity의 크기가 

최대값인 5.12까지 상승하였으며 두께가 50 nm가 되는 지점

부터 1로 수렴(오차범위 ±0.05)하여 skin depth (
)의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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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입사광각이 커져도 동일하게 

발견되었다.

입사광각이 커짐에 따라 금속과 SiO2 사이의 E-field intensity 

peak는 낮아졌는데 이런 현상을 그림 2(c)에서 컬러필터의 피

크 투과도(peak transmittance)와 비교하였다. 입사광각이 0°

에서 10°씩 커질 때마다 E-field intensity는 각각 5.12, 4.49, 

3.97, 3.24로 감소하였고 peak transmittance는 0.64, 0.57, 0.49, 

0.42로 줄어들었다. 입사광각이 커지면서 발생하는 E-field 

intensity peak의 감소와 peak transmittance의 감소가 비슷한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입사광각이 커지면 표면 플라즈몬의 세

기가 약해져 투과도 특성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II. PPHA 패턴 설계방법 및 투과도 스펙트럼 특성

본 연구에서는 투과도의 감소와 중심파장의 이동을 줄이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주기성을 가지는 패턴인 PPHA를 제안한

다. PPHA는 마치 다결정 입자처럼 국부적인 주기성을 유지

하면서 전체적으로는 비주기적인 패턴을 가진다. 본 연구에

서는 PPHA를 패턴을 만들기 위해 2차원 구멍배열 나노금속

구조 컬러필터를 4등분하여 각 사분면을 x축으로 회전시킨

다. 더불어 PPHA 패턴을 만들기 위하여 회전시키는 단위셀

의 구멍 반복횟수는 투과도 피크를 PHA 패턴과 맞추어주기 

위하여 표면 플라즈몬의 propagation length (


) 식 (3)[5]을 

참고하여 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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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agation length란 금속과 유전체 사이에서 발생한 표면 

플라즈모닉 웨이브가 이동할 때 에너지가 금속에 흡수되는

데 이때 에너지가 모두 흡수되기 전까지 전파되는 길이를 의

미한다. 식 (3)에서 c는 빛의 속도, 는 빛의 각 주파수, 
′ 는 

금속의 유전율의 real 값이며 
′ 는 금속 유전율의 imaginary 

값이다. 또한 식의 는 금속과 인접해 있는 유전체의 유전

율을 의미한다. 식 (3)을 참고하여 중심파장 550 nm에 해당

하는 금속과 유전체의 유전율을 적용해 전파길이를 계산한 

결과 약 4123 nm가 계산되었으며 이에 해당하는 구멍의 반

복횟수는 16개로 주기 270 nm를 곱해준 4320 nm는 전파길

이를 포함할 수 있다. 따라서 구멍배열을 16 × 16로 할 경우 

구멍배열이 완전히 주기적이지 않더라도 단위셀이 표면 플

라즈모닉 공명응답을 포화시키기에 충분하다.

그림 3(a)는 1,3 사분면만 x축을 기준으로 15° 회전하여 만

든 PPHA 패턴으로 Type 1이라고 명명하였다. 그림 3(b)는 

Type 1 방식으로 만든 10 × 10, 16 × 16, 18 × 18, 20 × 20 단위

셀을 가지는 PPHA 패턴의 투과도 피크이며 비교해본 결과 

PHA 패턴에서 투과도의 최대 값이 64.652%, 10 × 10 단위셀 

구조에서는 56.24%, 16 × 16 단위셀 구조에서는 58.944%, 18 

× 18 단위셀 구조에서는 59.147% 그리고 20 × 20 단위셀 구

조에서는 59.874%로 계산됐다. 20 × 20 단위셀 구조와 비교

해 1%p도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식 (3)에서 예측한대로 

단위셀의 구멍 개수가 16 × 16가 될 때부터 투과도 피크는 포

화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PHA 패턴 대비 약 5%p 

투과도가 낮아지는데 이는 PPHA 패턴을 만들면서 줄어든 

Fig. 2. (a) Cross section E-field intensity of a PHA 

nanostructured color filter. (b) E-field intensity of the PHA filter 

according to the angle of incidence (0-30°) at x = -90 nm. (c) 

Comparison of the E-field intensity peak and peak transmittance 

according to the angle of incidence (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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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셀 당 구멍의 개수 때문이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다른 타입의 PPHA 패턴도 단위셀 구조를 16 × 16으로 지정

하여 설계한 뒤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그림 4(a)는 Type 1로 명명한 PPHA 패턴을 16 × 16 단위셀 

구조로 구성한 것이다. 그림 4(b)는 Type 2로 명명하였으며 

1,3사분면을 x축에 대하여 12.5°, 2,4사분면을 -22° 회전시켜 

각 사분면의 계면에 최대한 많은 구멍을 위치하였다. Type 1

은 모든 사분면에 984개의 구멍이 뚫려있고 Type 2는 978개

의 구멍이 뚫려있다. 각 패턴의 구멍 개수는 PHA 패턴의 구

멍이 1024개인 것에 비교해서 각각 96%, 95.5%이며 두 방식 

모두 각 사분면 단위셀이 16 × 16이기 때문에 투과도의 경우 

큰 하락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림 4(c), 4(d)는 Type 1와 Type 2의 입사광각에 따른 투

과도 스펙트럼 변화이다. 두 패턴 모두 PHA 패턴을 가지는 

필터와 같이 Fano resonance 모양을 나타냈다. Type 1의 투

과도 스펙트럼의 FWHM은 197.5 nm이며 입사광각이 0°에

서 10°로 변할 때 중심파장은 562.5 nm에서 장파장으로 27.5 

nm 이동하여 590 nm가 되었는데 이는 0°대비 4.88% 변한 

것이다. 투과도 크기는 59.169%에서 5.83%p 줄어 53.339%

가 되었다. Type 1 역시 중심파장 대역은 입사광각이 커질 

때 투과도가 약해지면서 아래로 볼록한 골이 생기고 0°일 때

의 피크와 비교해서 절반보다 작은 24.523%까지 감소한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Type 2의 경우 FWHM는 195 nm로 

PPHA 패턴은 PHA 패턴과 비교했을 때 FWHM이 12.5~15 

nm 더 커졌다. 하지만 입사광각이 0°에서 10°로 변할 때 중

심파장은 562.5 nm에서 장파장으로 22.5 nm 이동하여 585 

nm가 되어 4%가 변했다. 투과도의 크기는 56.7%에서 5%p 

줄어 51.66%가 되었다. 입사광각이 변하면서 중심파장 대역

에 아래로 볼록하게 생긴 골의 투과도는 입사광각이 0°일 때

의 피크와 비교해서 절반 수준인 29.878%까지 감소했다.

아래로 볼록하게 생기는 골은 투과도의 감소와 함께 중심

파장을 이동시키면서 피크가 여러 개로 나뉘는데 이런 경향

은 dispersion map에서 두드러지게 확인된다. 그림 5(a)와 

5(b)는 PHA 패턴 금속나노구조 컬러필터와 PPHA 패턴 컬

러필터 중 Type 2의 dispersion map이며 해당 그래프는 입사

광각이 30°까지 1.25°씩 변했을 때의 투과도를 계산하여 만

들었다. 그림 5(a)에서 PHA 패턴의 경우 입사광각이 0°일 때 

550 nm에서 600 nm 파장대역의 투과도가 강했다가 입사광

각이 커지면서 해당 영역의 투과도가 감소하면서 투과도가 

높은 지점이 장파장 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더불어 입사광각이 1.25°씩 변하여 30°까지 증가했을 때 

피크는 2.5 nm에서 5 nm씩 장파장 대역으로 이동하였다. 결

과적으로 입사광각이 30°일 때의 피크는 입사광각이 0°일 때

Fig. 3. (a) Polyperiodic hole array pattern of Type 1, and each 

quadrant has 10 × 10 holes (1 and 3 quadrants were rotated by 

15° with respect to the x axis). (b) Transmittance spectra in case 

of the normal incidence.

Fig. 4. Polyperiodic hole array pattern in which each quadrant 

has 16 × 16 holes. (a) Type 1 (1 and 3 quadrants were rotated by 

15° with respect to the x axis). (b) Type 2 (1 and 3 quadrants 

were rotated by 12.5°, and 2 and 4 quadrants were rotated by -22° 

with respect to the x axis). (c) Transmittance spectra of Type 1 

according to the angle of incidence. (d) Transmittance spectra of 

Type 2 according to the angle of incidence (0-10°).

Fig. 5. Dispersion map. (a) Conventional periodic hole array 

nanostructured color filter. (b) Polyperiodic hole array nanostruc-

tured color filter (Typ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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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피크 위치인 557.5 nm에서 107.5 nm 차이나는 662.5 nm

로 이동하였다. 반면에 그림 5(b)에 나타난 PPHA 패턴 Type 

2의 dispersion map의 경우 비슷한 대역에서 투과도 피크가 

나타나지만 해당 영역의 투과도가 비교적 조금 약해진다. 

PHA 패턴에서와 같이 PPHA 패턴도 입사광각이 1.25°씩 변

하면 투과도 피크가 2.5 nm에서 5 nm 이동하였지만 2.5 nm

만 이동하는 횟수가 더 높아 입사광각이 30°일 때의 피크는 

입사광각이 0°일 때의 피크 위치인 562.5 nm에서 100 nm 차

이나는 665 nm에 나타났다. PHA 패턴과 비교했을 때 PPHA 

패턴은 투과도 피크의 이동이 감소하는 구간이 발생했고 해

당 구간을 비교했을 때 투과도 피크의 이동은 최소 6.97%에

서 최대 40%까지 감소하였다.

PHA 패턴과 PPHA 패턴의 입사광각에 따른 투과도 스펙

트럼을 비교했을 때 투과도 피크의 경우 PPHA 패턴에서 조

금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PPHA 패턴의 경우 단위 

셀에 포함되는 구멍의 개수가 PHA 패턴에 비해 줄었기 때

문이라고 보인다. 입사광각이 0°에서 10°까지 커지면 FWHM

의 경우 Type 1은 8.2%, Type 2는 6.8% 더 넓어졌지만 입사

광각에 따른 피크의 이동은 PHA 패턴의 투과도 이동에 비

하여 Type 1은 8.3% 줄어들었으며 Type 2는 25% 줄어들었

음을 확인하였다. 이동한 중심파장의 투과도 감소 역시 

PPHA 패턴에서 개선되었으며 PHA 2차원 구멍배열에서의 

감소에 비하여 Type 1은 18.75%, Type 1은 30% 완화된 것

이다. 더불어 입사광각이 0°일 때의 피크가 위치한 대역에서 

발생한 아래로 볼록한 골의 경우 PHA는 피크 대비 28.15%

까지 떨어졌지만 Type 1은 41.44%, Type 2는 52.69%까지 

감소하며 투과도의 감소한 정도가 크게 줄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이동도와 투과도 감소의 완화는 결과적으로 

투과도 스펙트럼의 피크가 나뉘어졌을 때 입사광각이 0°일 

때 투과도가 높았던 파장대역의 투과도 감소를 줄여주었다. 

더불어 입사광각이 1.25°씩 30°까지 커지는 경우 PPHA 패턴 

중 특성이 더 좋았던 Type 2를 PHA 패턴과 비교하였으며 

투과도 피크의 이동은 최소 6.97%에서 최대 40%까지 감소

하였다.

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2차원 구멍배열 나노금속구조 컬러필터에서 

입사광각이 변할 때 중심파장이 장파장으로 이동하는 것을 

줄이기 위하여 PPHA라는 구멍배열 패턴을 설계하고 FDTD 

방법을 이용하여 PPHA 패턴 컬러필터의 투과도 특성을 계

산하였다. 국부적으로 주기적이지만 전체적으로 비주기적인 

PPHA 패턴을 설계하기 위해 2차원 구멍배열을 4사분면으로 

나눈 뒤 각 사분면을 단위 셀로 하여 x축으로 회전시켰으며 

표면 플라즈몬 공명이 충분히 포화된 투과도 피크를 얻어내

기 위해 표면 플라즈몬의 전파길이 특성을 이용해 각사분면 

단위 셀의 구멍 개수를 16 × 16으로 정할 수 있었다. PPHA 

패턴을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누어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1,3사

분면만 15° 회전하여 만든 Type 1을 통해 전파길이에 따른 

투과도의 포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Type 2는 1,3사분면을 

12.5°, 2,4사분면을 -22° 회전하여 만들었으며 Type 1보다 투

과도 이동도가 개선되었다. 입사광각이 0°에서 10°까지 커질 

때 PPHA 패턴은 PHA 패턴에 비하여 투과도는 줄어들지만 

중심파장의 이동도 변화는 PHA 패턴 대비 25% 낮아지게 개

선하였으며 입사광각이 커지면서 발생하는 투과도의 감소 

역시 30%까지 줄어들었다. 입사광각이 0°일 때 피크가 나타

나는 부분이 입사광각이 커지면서 아래로 볼록하게 변하는 

경향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때 투과도 역시 PPHA 패턴이 

PHA 패턴과 비교하여 1.87배 커져 투과성능이 커졌다. 입사

광각이 0°에서 1.25°씩 30°까지 커질 때 PPHA 패턴은 PHA 

패턴보다 중심파장 피크의 이동하는 정도가 감소하였고 결과

적으로 최소 6.97%에서 최대 40% 개선되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2차원 구멍배열(PPHA) 나노금속구조 

컬러필터의 패턴을 통하여 일반적인 2차원 구멍배열(PHA)

의 나노금속구조의 투과도 감소와 중심파장 이동을 개선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 PPHA 패턴의 Type 1보다 Type 2의 

시뮬레이션 결과가 개선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패턴의 각 

사분면이 틀어진 각도와 단위셀의 구멍 개수를 조절하여 입

사각 의존도 특성을 더욱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를 통해 나노금속구조 컬러필터를 실제 산업에 적용하여 

광학 장치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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