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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ight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여름 무더위가 지나고 황금빛 들녘의 가을입니다. 아직 COVID-19 상황이지만 선선해진 날씨
에 기분 좋은 요즘입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독자 여러분께 희망의 빛을 직접 전하지는 못하지만, 대신
K-Light 지면을 통해 최신 광기술과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K-Light의 특집은 “유기전기발광소자”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디스플레이 강국
이지만, 최근에 산업 주도권이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차세대 기술로 더 밝고 자유로운 변형이 가능한 유
기전기발광소자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LCD 기술을 극복하였으나 디스플레이산업 주도권
을 오랫동안 유지하지 못하고 위기에 처한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신기술 개발을 선도하
는 우리 회원님들의 활약에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학회는 겨울과 여름에 정기학술대회를, 그리고 봄과 가을에는 많은 분과 학술대회를 개최하
고 있습니다. 10월에는 광기술워크숍과 광인터넷워크숍이 제주도에서, 11월에는 SPIE ABC 2021 국제
학회와 차세대 리소그라피 학술대회가 해운대와 평창에서 열립니다.
벌써 30회를 맞은 광기술워크숍은 광학설계, 제작, 평가, 광계측 등의 기반기술과 카메라, 정보통신,
디스플레이, 반도체, 의료, 국방, 우주산업의 현장 애로기술을 산학연이 함께 제안하고 문제해결을 시
도합니다. 홍경희 전임회장님이 광기술분과의 구성과 역할을 처음 정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온 산업
현장 중심의 전통을 정미숙 분과위원장님이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SPIE Advanced Biophotonics Conference 2021은 바이오포토닉스 분과에서 주관하는 국제학회입
니다. 나노바이오 생명광학, 광단층 촬영과 조직광학, 계산 광학현미경, 분자 및 세포 영상분석 등에 대
하여 저명한 국내외 전문가들이 발표하는 최신 바이오 정보교류의 장이므로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가
를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공동위원장을 맡아주신 오정환 교수님과 김기현 분과위
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님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광학회에는 2003년에 작성한 약 1,400개의 광용어사전이 있습니다. 그동안 최신 광기술에 대한 용
어가 매우 부족하였는데 작년에 광산업진흥회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아 레이저와 광의료 분야의 신규
용어 약 800개를 추가하였고, 올해에는 광융합조명과 광결상정보에 대한 선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용어는 광학용어선정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학회 홈페이지에 올리며, 광산업진흥회에서는 광융
합용어사전으로 출판할 예정입니다. 연구비를 지원해주신 광산업진흥회와 사업을 주관한 한수욱 수석
사업이사님, 그리고 용어선정 작업을 수행한 김기현 교수님, 고광훈 박사님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께 깊
은 감사를 드립니다.
K-Light는 대한민국 광기술과 광산업을 대표하는 전문기술 잡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최신 광기술
뿐만 아니라 산학연 관련 주요 정보를 독자들에게 널리 전달하기 위해 고심하시는 유난이 편집장과 편
집위원님,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시는 광산업진흥회에 매우 감사드립니다. COVID-19 확산으
로 힘들지만 세상을 밝히는 빛을 다루는 회원님들과 독자 여러분 모두가 소중한 정보를 함께 나누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광학회 회장 이윤우

004

K-LIGHT
K-LIGHT

편집장의 편지

April
October
2021 2021

무덥고 습했던 여름이 가고 조석으로 쌀쌀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한낮 들녘에는 따가운 햇살을
받으며 누렇게 벼가 익어가고, 흰 구름 뭉실뭉실 높아져만 가는 창공은 잠시나마 우리들의 힘겨운
일상을 달래줍니다. 언제쯤 마스크를 벗고 편안하게 대화가 가능할지 아직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정부도 방역과 위드코로나 사이에서 여전히 고민이 깊어 보입니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 모두 개인
의 건강과 안전 유지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합시다.
이번 10월호 특집은 “유기전기발광소자 (OLED) 기술개발”에 대해 준비 하였습니다. OLED는 유
연하고 가벼운 장점을 살려서 디스플레이와 조명산업에서 기존의 LCD, PDP와 대비 높은 해상도를
가지고 소형의 모바일 기기에서 부터 대형 가전기기에 이르기 까지 그 영역을 확장해 가고 있습니
다. 전통적인 방식의 투명 OLED 구조의 구동원리 뿐만 아니라 나노구조를 활용한 광효율 향상에 이
르기까지 최근연구 동향을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OLED를 이용한 가상/증강 현실의 기술발전을 전
망하고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산업이 어떻게 우리 일상에 접목되는지 들여다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
해 보았습니다.
뉴스클릭에서는 한국광산업진흥회가 지난달 9월 13부터 15일에 걸쳐서 프랑스 보르도에서 열렸
던 유럽 최대 광통신 전시회인 ‘ECOC 2021 전시회’에서 기업지원 사업을 펼쳐 많은 수출 상담과 함
께 140만달러의 구매계약을 체결했다는 기쁜 소식을 담았습니다. 한국광산업진흥회는 어려운 코로
나 팬데믹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광통신기업의 참여 의지가 대단하여 전시회가 끝난 후에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기업 매출증대에 힘쓰겠다는 각오를 밝히고 있습니다.
정책분야 에서는 기후위기와 관련하여 2019년 9월 기후정상회의에서 65개국이 “탄소중립”을 선
언하였으며, 후속 조치로 각국의 정책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작년 10월 28일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관련된 분야의 10대 핵심기술과 추진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본 호의 정책부
분에서 10대 핵심기술의 정의와 관련된 정부의 부처별로 발표한 R&D 개발 방향을 자세히 소개하였
으니 살펴보시고 각 자 영역에서 탄소중립의 실천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인문학 코너에서는 국어시간에 배웠던 어떤 글이나 논리를 펼칠 때 쓰던 방법인 ‘연역법’
이나 ‘귀납법’과 달리 추론이나 가설 혹은 방법론 자체를 통해서 결론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가
추법’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이런 방식은 참신한 가설이나 추론이 설득력을 갖추고 있다면 일단
받아들여 추론과 추리를 전개하는 방식이며, 기존의 방식과는 달리 과정의 개발을 통해서 결론에 해
당하는 지도를 제작하는 방법론이라 합니다. 이는 참신한 가설, 기발한 아이디어, 엉뚱한 상상력 등
을 발휘하기 좋은 방법으로 자연과학을 탐구하는데 있어서 과정의 즐거움을 더해줄 것으로 봅니다.
이 가을 가끔은 귀뚜라미와 풀벌레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다면 더없이 좋겠
습니다.

K-Light 편집위원장 유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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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 10대 핵심기술
정부는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 내 10대 핵심기술의 세부 개발 방향 및 기술개발 전략을 담은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 – 10대 핵심기술
개발방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 ‘2050 탄소중립’을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올해 3월 발표한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
내 탄소중립 10대 핵심기술에 대해 2050년까지의 구체적인 기술별 목표 및 중점기술 개발 방향을 알기 쉽게 정리하고 있으며, 탄소중립 10대 핵심
기술별로 현황과 이슈를 분석하고, 현장의 수요를 최대한 반영한 기술개발 방향성 및 정책·제도적 지원 방향을 도출했다. 이에 탄소중립 기술개발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의 추진배경과 10대 핵심기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추진 배경

성장·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하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빠르게 진행되는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가

(’20.12)」[2]을 발표하면서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증폭되어 감에 따라 2019년 9월 ‘2019 유엔 기후 행동 정상회의(UN

노력에 동참하였다. 정부는 탄소중립 R&D 관련 범부처 추진체계를

Climate Action Summit 2019)’에서 65개국이 탄소중립을 선언하였

구성하고, 각 부처별 주요 과제를 포함한 추진전략을 마련하였다. 또

으며, 유럽·중국·일본의 탄소중립 동참* 및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취

한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한 10대 핵심기술 확보전략을 제시하고

임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체제가 본격화되어 2021년 6

기술혁신 중점 과제를 도출하였다.

월 기준, 세계 137개국이 탄소중립을 선언하였다.
우리나라도 탄소중립을 선언(’20.10.28)하고[1], 탄소중립·경제

* EU(유럽연합) 집행위원회 - ‘그린딜’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발표(2019.12.11)
중국 – UN총회, 시진핑 주석에 의한 2060년 이전까지 탄소중립 달성 선언(2020.9.22)
일본 – 스가 총리 의회 연설 중 2050 탄소중립 목표 선언 (2020.10.26)

2. 10대 핵심기술 정의
기술

정의
①
태양광
·풍력

에너지
전환

산업
저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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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태양광발전시스템(태양전지, 모듈, 축전지 및 전력조절기, 직·교류 변환장치로 구성)을 이용하
여 태양광 에너지를 직접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기술

풍력

바람의 운동 에너지를 로터 블레이드에 흡수,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
기술

②
수소

물, 유기물, 화석연료 등의 화합물 형태로 존재하는 수소를 분리, 생산하여 활용하는 기술

③
바이오에너지

바이오매스(biomass, 유기성 생물체를 총칭)를 직접 또는 생·화학적, 물리적 변환과정을 통해
액체, 가스, 고체연료를 생산하여 열·발전 또는 수송용 연료로 활용하는 기술

④
철강·시멘트

온실가스 다배출 자원을 사용하는 기존 공정을 온실가스 저배출·무배출의 에너지 효율적
친환경 철강·시멘트 제조로 전환하기 위한 소재·부품·공정·장비·설비 기술

⑤
석유화학

탄소중립 新 화학산업 구축을 위한 저탄소 원료 및 신재생에너지 활용, 공정에너지 저감,
부생자원 전환 등 석유화학 산업 공정 전반의 탄소 저감 기술

⑥
산업공정 고도화

공정 중 직접 배출되는 온실가스(F-gas, N2O 등)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자원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소재개발, 공정 최적화·제어·관리 및 배출가스 처리 기술

⑦
수송효율

수송 모빌리티(승용·상용차, 철도, 선박 등)의 활동 시 전기/수소 시스템을 적용하여 에너지 효
율 향상 및 탄소배출 저감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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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효율

⑧
건물효율

건물의 단열, 냉/난방 기기 효율화, 부하 저감 등의 단위 기술의 고도화와 도시/건물의 전력·열
이용 다변화, ICT 기반 에너지 관리 등의 건물 운영 및 신기술의 융합을 통한 Net Zero 건축물
및 커뮤니티 구현

⑨
디지털화

에너지 생산·유통·소비 단계에서 ICT를 활용하여 효율을 향상시키는 기술(데이터와 네트워크
를 기반으로 예측/운영/제어/관리를 최적화) 및 ICT 기기(장비/디바이스)와 인프라 효율 향상
관련 기술

⑩
CCUS

CCUS

배출된 CO2를 포집하여 심부 지층에 안전하게 저장하거나, 직접 또는 전환하여 활용하는 기술

그림 1. Reprinted from © Copyright 2021, with permission of Ministry of Science and ICT [3].

3. 10대 핵심기술 개발 방향 요약
1-1) 태양광
기술

기술개발 전략

목표

초고효율 태양전지

상용기술을 대체할 차세대 고효율 기술
(고성능 탠덤 등) 적기 상용화

태양광 시스템

수·해상 시스템 설치·운영 효율화(경제성 확보)

탄소중립 도시형
태양광

도시형 태양광(초경량 태양전지 등) 기술개발 추진

(‘30) 탠덤 셀 효율 35%, 모듈 30%
(’50) 다중접합 셀 효율 40% 이상
(‘30) 수
 상태양광 설치 단가 4억 원/MW
(’50) 수
 상태양광 설치 단가 2.7억 원/MW
(‘30) 초
 경량 유연 탠덤 셀 효율 30%
(’50) 고집적 고내구성 모듈

초고효율 태양전지는 고효율·고내구성 차세대 탠덤 태양전지 모

려한 건물/도시구조물 적용 차세대 태양전지 및 스마트 모바일 태양

듈 개발, 탠덤 양산화를 위한 소재/부품/장비의 양산화 기술 개발, 탠

전지 기술 개발, 경량 유연 태양전지, 반투명 고감도 태양전지, 실내

덤 셀 양산화 소재 개발, 탠덤 태양전지 상부 셀 및 하부 셀 고효율화

광으로 저전력 구동이 가능한 IoT 센서 및 모바일 전자기기의 자가

기술개발, 탠덤 모듈 양산화 설비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전원 사용 확대를 위해 저조도 태양전지 연구개발과 조도 기준 및 광
원 종류의 규격화가 필요하다. 또한 용도 맞춤형 다기능 태양광 소재

탄소중립(스마트) 도시형 태양광은 도심 친화 태양광 개발 가속화
를 위해 다기능성(초경량–유연성-다색-반투명-고감도-심미성)을 고

및 모듈화 기술, 고집적 기능성 모듈 설계 및 공정 기술, 일체형 모듈
시스템 최적화 기술이 개발되어야 한다.

1-2) 풍력
기술

기술개발 전략

목표

풍력 핵심부품 효율향상

대형 블레이드 등 핵심부품 기술 자립

(‘30) 15 MW급 핵심부품 실증/상용화
(’40) 20 MW급 핵심부품 실증

풍력 발전기 대형화

대형 부유식 시스템 적기 상용화

(‘30) 15 MW급 고정식풍력 상용화
(’35) 15 MW급 부유식풍력 상용화
(’50) 20 MW급 부유식풍력 상용화

풍력단지 운전효율 향상

계통 안정성 및 운전 신뢰성 확보 추진

(‘30) 풍력발전단지 운전수명 25년
(’30) 출력 예측 정확도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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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소
기술

기술개발 전략

목표

수소 생산

수소 저가·대량생산 기술

수소 저장·운송

장거리·대용량 수소 저장·운송 기술 개발

(‘28) 수소 추출효율 1,000 Nm3/h
(’40) 장
 거리 배관망 구축 및 수송선 상용화

수소 발전

고효율·장수명 연료전지 발전 시스템 개발

(‘30) 발전단가 141 원/kWh
(’40) 발전단가 131 원/kWh

(‘30) 수소 생산단가 3,500 원/kg
(’40) 수소 생산단가 2,500 원/kg

3) 바이오에너지
기술

기술개발 전략

목표

전력/열 생산기술

전력·열 활용 확대를 위해 다양한 바이오에너지의 저비
용·고효율·고품질화·대량생산 기술 개발

(‘30) 바
 이오 고형연료 활용 6.2 TWh 전력생산
(’45) 바
 이오가스 활용 1.5 TWh 전력생산

수송용 연료 생산기술

수송용 연료로 활용 확대를 위해 다양한 바이오에너지
의 저비용·고효율·고품질화·대량생산 기술 개발

(‘30) 기
 존 발효당 대비 바이오휘발유 단가 75% 절감
(‘35) 바
 이오 CNG 고질화 비용 50% 절감
(’45) 바
 이오선박유/항공유 연료품질기준 100%

4) 철강·시멘트
기술

기술개발 전략

저탄소/무탄소 그린 제철기술

철강·시멘트 분야 탄소 다배출공정 탈피

탄소 저감형 친환경 시멘트기술

연료·원료 대체 혁신기술 개발

목표
(‘30) 수
 소환원제철 및 저탄소 고로 개발
(’40) 수
 소환원제철 수소사용율 100%
(‘50) 수소환원제철 기술적용 탄소중립
(‘40) 석회석 대체율 ≥8%
(‘40) 순환연료 대체율 ≥65%
(’50) 2 MW 버너 개발·적용

5) 석유화학
기술

기술개발 전략

탄소중립 원료 활용

바이오매스, 순환자원 활용 석유화학 원료, 고부가 제품
제조기술

공정탄소 저감

공정 전기화(신재생 연계), 저에너지화 기술 개발

목표
석유화학제품 대비 가격경쟁력 100% 확보
(‘25) 바이오나일론
(’30) 바이오폴리에스터
(‘40) 바이오폴리올레핀
(‘40) 재생E 연계 전기가열로 보급 및 기존 가열분해로 20% 대체

6) 산업공정 고도화
기술

반도체·디스플레이
그린공정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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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전략

고(高) GWP 공정가스 대체·제어·인증 기술

목표
(‘30) GWP글로벌인증체계
(‘30) 고
 효율 전력반도체 집적화·공정 기술 확보
(‘40) 저감효율 ≥95%
(’40) 친환경가스 양산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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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기·공정 효율화

산업효율 향상을 위한 스마트 그린 기기·공정·공장 고
도화 기술 개발 추진

(‘30) IE5급 전동기 상용화
(’30) 에너지트윈 현장오차 <5%
(‘30) 그린스마트팩토리 에너지절감율 10%
(’40) 에너지원단위 0.119 TOE/백만원

분자분광학 기술은 온실효과 측정 인증 기술로써 중요하다. 지구

하다. 이를 위해서는 첫 번째로 SiC, GaN 등의 소재를 활용하여 고효

온난화지수(global warming potential, GWP) 인증을 위한 분자분광

율 전력반도체 소자를 개발하고, Trench 형태의 소자 구조 구현 등

학 기반 복사강제력 및 대기 수명 측정을 위한 1차급 표준기 및 국가

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며, 발광 효율이 낮은 형광 소재를 인

측정 소급성 구축, 국제신뢰도 확보를 통한 Global GWP 인증체계로

광 소재, TADF와 같은 고효율 OLED 발광 소재로 대체하는 기술, 기

확대해야 한다.

존 디스플레이의 소비전력을 절감시키기 위한 시나리오별 구동 기

Wide band gap (WBG) 소재인 SiC, GaN 등을 활용한 전력반도

술 등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상시 구동을 필요로 하는 입간판 등

체 개발 분야에서는 전력변환 고효율화, 반도체 제작 공정 최적화 및

의 퍼블릭 디스플레이를 고효율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로 대체하

디스플레이의 고효율 발광 소재, 마이크로 LED 등 기술개발이 필요

여 소비전력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7) 수송효율
기술
전기 모빌리티

기술개발 전략

목표
(‘45) 차
 세대전지 에너지밀도 600 Wh/kg
(’45) 무선충전 용량 ≥ 500 kW

차세대 배터리·충전기술 조기 상용화

(‘30) 상용차 내구 80만 km
(‘35) 철도/선박 상용화
(’40) 벙커링 상용화

수소 모빌리티

지능형 모빌리티

연료전지 고내구·
고출력화 기술개발 추진

완전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라이다, 카메라 등 자율주행차용

(‘50) 자
 율차 레벨5/자율운항선박 레벨4

술개발이 필요하다.

센서 기술개발과 이를 기반으로 한 인지·판단·제어 인공지능 S/W 기

8) 건물효율
기술

기술개발 전략

목표

제로에너지건물 경제성 확보를 위한 외피성능 향상
건물적용 단위기술

(’45) 기
 존 리모델링 비용 대비 105% 이내
차세대 냉난방 등 단위기술 고효율화

운영 및 융합기술

ICT융합기술 개발

제로에너지건물 구현을 위한 건물 설비/기기 고효율화를 위해 건
축물 일체형/인테리어 기구화 조명, 빛환경 개선 플랫폼 개발로 신개

(‘35) 에
 너지 시스템 통합플랫폼 구축(TRL7)

필요하다. 건축 및 건설 분야에 적용 가능한 태양 전지 패널, 태양 유
리, 투명 태양광 솔루션 및 BIPV 모듈 제조 기술개발 또한 필요하다.

념 제로에너지 솔루션 스마트조명시티 기술 개발과 대규모 실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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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디지털화
기술

기술개발 전략

목표

ICT 기기 및 인프라 효율화

ICT디바이스·인프라 고효율화

(’45) 자율형 PUE 관리(민간) 1.5 (공공) 2.3

에너지 데이터 활용

에너지 데이터 집적·활용 기술

(‘30) 에
 너지 원간·산업간 정보 연계, 데이터 유통

분산자원 관리

(‘45) A
 I기반 분산전원 최적관리시스템 실증
차세대 전력망 및 대용량 에너지저장 기술 개발 추진

차세대 전력망

분산자원 관리를 위해 소규모 태양광 발전과 에너지 저장장치, 스

(‘35) 전고체전지 ESS 탑재 및 운용
(’40) A
 I기반 자율운전 배전운영시스템

수요관리가 가능한 가상발전 플랫폼 개발이 필요하다.

마트 가전을 통합한 스마트 에너지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포괄적인

10) CCUS
기술

기술개발 전략

목표

포집

혁신소재 개발, 효율향상, 대형화로 비용 저감

(’30) 포집 비용 $30/톤
(‘50) 포집 비용 $20/톤

저장
국내 환경(배출원, 저장소, 시장수요) 기반 실증연구를
통한 검증·안전성 확보
활용

(‘30) 잠재용량 확보
(’50) 대규모 저장
(‘25) 기
 술경쟁력 확보(선진국 대비 90%)
(’40) 가
 격경쟁력 확보(現 시장가 대비 100%)

4. 맺음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탄소중립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10대

이와 관련하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탄소중립 10대 핵심분야로

핵심기술 확보 가속화와 혁신생태계 조성에 지속적으로 정책 역량

초고효율 태양전지, 도시형 태양광, 디스플레이의 고효율 발광소재,

을 집중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탄소중립 산업대전환 비전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지능형 모빌리티를 위한 라이다/카메라,

과 전략을 연말까지 수립하고 즉시 활용 가능한 탄소감축 기술 개발

제로에너지건물 구현을 위한 시스템조명 등 다양한 광기술이 선정

에 4,179억 원을 투입해 에너지효율 향상, 연·원료 대체 등 과감한 한

됐음을 알 수 있다. 광기술이 실질적인 탄소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

계 돌파형 기술개발에 나선다. 장기적으로는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록 광 관련 산・학・연・관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술개발·실증·사업화 등 전 주기 예비 타당성 사업을 오는 2030년
까지 6조 7,000억 원을 들여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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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10대 핵심기술이 적용된 2050 탄소중립 사회. Reprinted from © Copyright 2021, with permission of Ministry of Science and ICT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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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산업진흥회,유럽 광통신분야 마케팅 통했다
‘ECOC 2021’ 참가…140만달러 구매계약 체결 코로나 상황 속 해외 판로개척·기술 우수성 홍보

한국광산업진흥회(이하 진흥회)가 최근 열린 유럽 최대 광통신 전

함, 광트랜시버 변환기 등 광응용 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광통신 네트

시회인 ‘ECOC 2021(프랑스 보르도)’에 참가해 140만달러의 구매 계

워크 장비를 주축으로 내세워 유럽 광섬유·통신 ICT 시장을 전략적

약을 체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주목을 끌었다.

으로 공략했다.

22일 진흥회에 따르면 지난 13-15일 유럽 최대 규모의 광ICT산업

또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도 불구하고 ‘ECOC 2021’ 공동관으로

전시회 중 하나인 ‘ECOC 2021’에 한국 기업 11개사와 함께 공동관을

파견된 11개사는 지난 2020년 오프라인으로 직접 전시회에 참여하

구성해 국내 광통신융합 기술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현지 바이어 수

지 못했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에 주력한 결과, 광통

출 상담을 지원하는 등 유럽지역 판로 개척 및 광통신 분야 마케팅

신 및 광융합 관련 해외 바이어들과의 상담이 급증했다.

활동을 적극 지원했다.

‘ECOC 2021’ 공동관으로 참여한 ㈜네온포토닉스 최웅 대표와 ㈜엑

그 결과 유럽 전역 해외 바이어들에게 국내 광네트워크 기반 제품

스빔테크 김행정 대표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진흥회측의

과 신기술 우수성을 입증한 동시에 이번 ECOC전시회를 통해 수출

적극적인 참여 의지로 인해 유럽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마련 및 판

상담 2천637만달러과 함께 광케이블접속함 및 광케이블 등 140만

로 개척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면서 “해외 기업과의 네트워크 발굴

달러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을 통해 점차적으로 더 나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광통신관련 기술 및 제품 관련 상담이 지속적으로 현장에서

이에 대해 조용진 진흥회 상근부회장은 “올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진행되면서 향후 유럽시장 진출 및 납품 계약 관련 세부적인 내용은

속에서도 우리 국내 광통신기업의 참여 의지가 대단했다”며 “전시회

별도 협의를 통해 계약 성사가 이뤄질 것으로 진흥회측은 전망했다.

가 끝난 후에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기업 매출 효과가 창

이번 성과에 앞서 진흥회는 최근 4년간 ‘ECOC’ 전시회에 한국 공
동관으로 참가하는 등 지속적인 해외 마케팅 지원활동을 펼쳐왔다.
여기에다 ‘ECOC 2021’ 전시회에서는 광커넥터, 광케이블 및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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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향후 기업들의 수출 판로 확대를 위해 해외 유망전시회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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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진흥회는 이번 유럽 현지에서 기업과 상담했던 실질적인 해
외 바이어를 오는 11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될 ‘2021 광

* 광주매일신문의 박은성 기자에게 허락을 받아 아래의 출처표기된 기사를 본 K-light에 옮겨왔습니다. 본 기
사의 저작권은 광주매일신문과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출처 : 박은성, “광산업진흥회, 유럽 광통신분야 마케팅 통했다,” (광주매일신문, Published date: Sep. 22,
2021) http://www.kjdaily.com/article.php?aid=1632305308556481004 (Accessed date: Sep. 30,
2021).

융합 산업 로드쇼’에 초청해 성과 확산을 계획중이다.

지오씨·에이팩·테크엔,
국제광융합비즈니스페어에서 우수성 입증
- 2021 국제광융합비즈니스페어 참가사 중 지오씨, 에이팩, 테크엔 기업들이 우수제품으로 선정
기술력, 혁신성, 시장성, 디자인, 참관객 호응 등을 기반으로 지오
씨, 에이팩, 테크엔 기업들이 우수 제품으로 선정되었다.
한국광산업진흥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에서 주관한 ‘2021 국
제광융합비즈니스페어’에는 국내외 150개 업체·기관과 20개국이

에이팩, 방열 기술 뛰어난 LED 조명을 알리다
에이팩은 특화된 방열 기술을 기반으로 스포츠 시설, 도로, 산업/
상업용 및 식물 재배용 LED조명뿐만 아니라 태양열집열기, PV세척
기 등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참가했다. 주요 전시 품목은 다음과 같다. △광통신, △광융합조명,

‘2021 국제광융합비즈니스페어’에 참가한 에이팩 관계자는 “에이

△광의료바이오, △광정밀, △광소재부품, △광영상정보, △광결상

팩은 고출력 LED 조명 전문 기업”이라고 소개하며 “LED 고출력 투광

정보, △광에너지 등.

등 같은 경우는 골프장, 축구장 등에 납품한다. 또 산업 조명 같은 경

‘BEST OF 2021 국제광융합비즈니스페어’ 선정 기업은 다음과 같
다. △지오씨, △에이팩, △테크엔.

우는 대형마트 같은 고천정등, 공장등 등으로 사용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는 LED 파장으로 식물 광합성에 유효한 빛을 조사하
면서 식물을 키울 수 있는 식물 LED 조명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라

지오씨(GOC), 해킹 차단 가능 광케이블 개발

고 전했다.

지오씨는 2001년 설립 이래, 지속적 투자를 통한 기술적 우위를

또한, 경쟁력에 대해 묻자 “방열 기술이 원천 기술이다. LED에서

바탕으로 원전용 광케이블, 옥내외용 광케이블, 광부품, 그리고 광센

나오는 열을 효과적으로 방열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 LED의 장수

싱 기술을 확대 응용한 환경센서 제품군을 공급하고 있으며 바이오

명, 신뢰성 확보에 자신있다”라고 답했다. 또한, “현재 독일, 미주, 일

센서를 최근 개발 중에 있다. 또한 지오씨는 생산시설과 다양한 요구

본 등에 수출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베트남, 스리랑카 등 여러 국

사항에 부합할 수 있는 케이블 설계 기술력을 바탕으로 높은 수준의

가와도 수출 논의 중이다.”라고 밝혔다.

케이블 구조, 설계 피복 및 보강 재료의 선정과 공정 기술력을 갖춘
제품으로 지배적인 시장을 가지고 있다.

테크엔, 미세먼지 저감용 LED 조명을 알리다

2021 국제광융합비즈니스페어에 참가한 지오씨 한길정 과장은 “해

테크엔의 최첨단 LED 실내조명은 방열기술과 공기청정 기능이 융

킹을 차단할 수 있는 광케이블과 원자력발전소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합된(IOT) 제품으로 기존 조명등 공간에 탈부착이 가능한 규격이며

광케이블을 개발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를 뽑지 않고 센서를 이용

공간 활용이 뛰어나다. 사무실, 학교, 관공서, 병원, 어린이집, 군부대

해 혈당을 체크하는 기기도 현재 개발 중이다.”라고 소식을 전했다.

내무반, 요양시설 등 밀폐된 공간의 공기정화 시설 등에서 사용 가능
한 미세먼지 저감 LED 실내평판조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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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필터 기능이 내장된 공기청정 LED면조명, △정화

공기청정기를 융복합한 제품을 개발하게 됐다. 앞으로 사업 방향도

기능 및 유해가스 제거가 가능한 HEPA 필터, △승강식 구조로 간편

‘융복합 제품’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 시장에

하고 손쉬운 필터 교체, △전용 리모컨을 통한 AUTO 기능 및 손쉬운

서 먼저 점유율을 높이고 그 이후 해외 인증 및 수출도 생각하고 있

사용, △공기질 상태를 RGB 컬러로 표현.

다.”라고 전했다.

안태철 테크엔 부장은 “기존에는 ‘조명’에만 집중했다면, 조명과

뷰런테크놀로지, 세계 최초
라이다 센서 하나만으로 자율주행 임시면허 취득
- 뷰런테크놀로지, 현재 모든 자동차 라이다 센서를 통해 성능과 안전성 높이겠다는 계획 밝혀
김재광 대표(뷰런테크놀로지)는 “뷰런의 솔루션은 실제 양산 중인

차 업체 및 티어1 부품사와 긴밀히 협업하고 있으며 설립 2년 차인 지

차량용 반도체에서 동작하는 유일한 라이다 인지 소프트웨어”라며

난해 매출 2억원을 달성했고, 올해는 자동차 외 로봇·선박 등으로 사

“올해 초 세계 최초로 라이다 센서 하나만으로 국토교통부로부터 자

업 영역을 확장해 매출 10억 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율주행 임시면허를 취득하고 서울·부산 간 자율주행에도 성공했다”
고 밝혔다.

뷰런테크놀로지만의 라이다 인지 솔루션의 강점으로는 크게 양산
성, 안전성, 고성능 3가지를 꼽았다.

그는 자동차 회사에서의 오랜 경력으로 쌓인 경험과 지식을 토대

라이다(light detection and ranging/laser imaging, detection,

로 라이다 센서가 앞으로 자주 쓰일 것이며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보

and ranging, LIDAR/LiDAR)는 레이저 펄스를 쏘고 반사되어 돌아

안·안전분야로 적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며 “현재 모든

오는 시간을 측정하여 반사체의 위치 좌표를 측정하는 레이다 시스

자동차 OEM, 티어1 업체들은 라이다 센서를 통해 (자율주행차의) 성

템이다. 항공 또는 위성에 탑재되어 지형측량에 사용되며 스피드 건,

능과 안전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며 “뷰런테크놀로지의 라

자율이동로봇, 자율주행 자동차 등에도 활용 가능한 시스템으로 각

이다 솔루션만 있으면 자율주행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광받고 있다.

뷰런테크놀로지는 김재광 대표를 포함한 국내 자동차 회사 출신 자
율주행 엔지니어들이 모여 2019년 10월에 설립된 스타트업으로 주

가격은 카메라·레이더에 비해 비싸지만, 측정 거리가 길고 해상도
가 높아 완전 자율주행 구현에 있어 필수 센서로 주목받고 있다.

력 사업 분야는 자율주행 라이다 인지 솔루션이다. 글로벌 주요 완성

로보팜,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과
LED 재배방식 개발
-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과 로보팜과 함께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이용해 식물 재배방식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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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농업기술원 산채연구소는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 ㈜

하면 1년 내내 작물을 기를 수 있다.

로보팜(대표 남영애, 강원 태백시에 소재하는 농업회사법인으로지난

뿐만 아니라 전원장치 및 LED등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재활용해 식

해 3월 설립)과 함께 스마트팜에 적용가능한 LED등 재배방식을 개발

물에 맞는 수온을 맞추고 전자파 없이 식물이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

했다고 29일 밝혔다.

는 환경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기존 방식에 비해 경제성이 뛰어나다

기술의 핵심은 조명이 광합성을 일으키는 태양 역할을 하는 것이다.
기술 개발을 주도한 로보팜은 “중앙 집중제어 온·오프 타이머 설정 방

고 업체측은 설명했다. 실제 기존 제품과 비교해 같은 물량을 생산할
때 비용을 대략 25% 가량 절감한 것으로 분석됐다.

식을 식물 특성 및 주변 환경에 맞도록 개별 자동제어 시스템으로 전

로보팜 측은 “지난 1년 6개월 동안 스마트팜 시설을 만들어 고추냉

환했다”고 설명했다. 인공지능(AI) 스마트팜 로봇이 파장 주기와 광량

이 등에 대한 재배기술을 확보했다”며 “앞으로 사물인터넷(IoT)을 활

을 자동제어해 효과적으로 식물 생장을 돕는 시스템이라는 것이다.

용, 병충해에 대응할 수 있는 자동화 식물공장을 완성하겠다”고 포부

학계에서는 이 같은 실내 LED광합성을 통해 1년 내내 생육이 가능
한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예상한다. 기존에는 고온기(여름)를 1회 맞

를 밝혔으며 고추냉이를 대중화시킬 가공식품 개발을 향후 과제 중
하나라고 알렸다.

이하도록 하는 단기 재배가 널리 사용되었으나, LED 광합성을 이용

㈜아이메디신, 국제병원의료산업박람회에서
인공지능 뇌기능 검사 솔루션 전시
- ㈜아이메디신 ‘국제병원의료산업박람회’에 AI 뇌파분석 및 근적외선 광자극 융복합기 iSyncWave™ 선보여
인공지능 뇌파 분석솔루션 전문기업 ㈜아이메디신(대표이사 강승
완, www.imedisync.com)은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코엑스에서

진하고 뇌 혈류량을 촉진해 뇌졸증, 인지장애, 파킨슨병, 외상성 뇌손
상 환자들의 뇌기능을 회복하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열리는 ‘국제병원의료산업박람회(K-HOSPITAL FAIR 2021)’에 참가해

㈜아이메디신의 서초구 치매안심센터 플랫폼을 통한 치매 예방 서

클라우드 기반 AI 뇌파분석 및 근적외선 광자극 융복합기 iSyncWave™

비스는 현재 공공기관인 서초구 치매안심센터에 도입되어 인지선별

를 선보인다.

검사와 감성 분석에 사용되고 있으며, ㈜아이메디신 전시 부스를 방문

이번 전시를 통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공식 출시되는 iSyncWave™

하면 무료로 체험할 수 있다.

는 두피에 젤을 바를 필요가 없는 건식 전극을 채택한 헬멧 형태의 무
선 뇌파측정기다. 본 기기로 측정된 뇌파는 국내 유일의 클라우드 기반
뇌파분석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인 iSyncBrainⓇ 에 전송되어 뇌 기능 이
상 유무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뇌파분석결과를 10분 이내에 전용
App을 통해 제공한다. 또한 뇌파 측정과 동시에 심박변이도(HRV)를
측정하여 자율신경, 심혈관 질환 위험도, 우울·불안·스트레스 분석 결
과도 함께 제공한다.
한편, iSyncWave™가 채택한 광자극기는 850 nm의 근적외선을 발
생시키는 LED로, 이 파장대의 근적외선은 뇌세포의 에너지 대사를 증

* 의학신문의 이상만 기자에게 허락을 받아 아래의 출처표기된 기사를 본 K-light에 옮겨왔습니다. 본 기사의
저작권은 의학신문과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출처 : 이상만, “아이메디신, 인공지능 뇌기능 검사 솔루션 선보여,” (의학신문, Published date: Sep. 24,
2021) https://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8873 (Accessed date: Sep. 3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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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근적외선 발광 다이오드 제조를 위한 다양한 용액 공정

근적외선 발광 다이오드
제조를 위한 용액 공정

최근 Nature Photonics 9월호에서는 발광 소자를 제조하는 용액 공정에 대하여 집중 조명하였다. 용액 공정은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신소재의 적용으로 발광 소자의 발광 효율과 수명을 향상시
킬 수 있는 기술들이 보고되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근적외선 발광 다이오드는 700–2,500 nm 파장의 대역폭을 가지며 광학 진단 및 생물 의학 이미징, 광
통신, 원격 감지, 보안, 야간 투시경, 데이터 스토리지와 같은 다양한 응용 분야에 사용되고 있다. 응용 분야
에 따라 사용하는 파장의 대역폭이 다른데, 예를 들어 생체 내 이미징과 관련해서는 생물학적 조직 및 혈액
의 투과도가 높은 생물학적 대역폭을 주로 사용하고, 광 무선 통신 분야에서는 광섬유 전송 손실이 작은 파
장 대역을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근적외선 발광 다이오드는 III-V족 무기 반도체로 구성되는데, 발광 다이오드의 주요 특성 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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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인 외부 양자 효율(external quantum efficiency, EQE)이 880 nm에서는 72%, 775 nm에서는 44.5%가 보
고된 적이 있을 만큼 우수한 특성을 가진다. 그러나 III-V족 발광 다이오드는 낮은 출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높은
반사율을 가지는 거울 구조로 기판을 교체해야 하는 공정상 단점이 있다. 또한, 무기 형광체는 1000도 이상의
초고온 소결 처리가 필요하므로 낮은 비용으로 간편하게 제조 공정을 구현하는데 커다란 어려움이 있다.
반면, 유기 반도체(organic semiconductor, OSC), 금속 할로겐화물 페로브스카이트(halide perovskite, HP)
및 콜로이드 양자점(quantum dot, QD) 발광 재료를 이용한 박막 발광 다이오드 제조 공정은 그림 1과 같이 다
양한 기판 위에 저온에서 공정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박막 발광 다이오드를 제조하는 용액 공정은
무기물 공정과 비교하여 비용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박막 발광 다이오드는 유
연하기 때문에 웨어러블, 생체 이식 및 휴대용 전자 제품 등 새로운 응용 분야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최근 외부 양자 효율이 20% 이상인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다양한 성능 지표를 향상할 수 있는 기술이
제안되고 있지만, 상용화를 위해서는 효율이 급격히 저감되는 수명 문제, 일부 재료의 독성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아직 남아 있다.

[참고문헌]
[1] M. Vasilopoulou, A. Fakharuddin, F. P. G. de Arquer, D. G. Georgiadou, H. Kim, Abd. R. bin M. Yusoff, F.
Gao, M. K. Nazeeruddin, H. J. Bolink, and E. H. Sargent, “Advances in solution-processed near-infrared lightemitting diodes,” Nat. Photonics 15, 656-66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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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대상에 따라 카멜레온처럼
적응하는 나노광학현미경
광신호에 대해 효과가 있음을 검증하였다.
연구를 주도한 이동윤 UNIST 물리학과 연구원은
“약 10 나노미터의 공간에서 발생하는 빛은 그 세기가
워낙 작기 때문에 나노광학현미경의 감도를 높이는 것
은 기술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이번 연구를 통해 탐침
증강 나노현미경의 측정 감도를 크게 향상시켰기 때문
에 나노현미경의 대중화에 한 발 더 다가갔다”라고 이
번 성과의 의미를 설명했다.
그림 1. 적응형 탐침증강 나노현미경의 구조도. (a) 및 컴퓨터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탐침증강 광신호를 증
강시키는 과정과 결과, (b). Spatial light modulator를 이용하여 레이저빔을 탐침 맞춤형으로 만들 수 있
다. Reprinted from © Copyright 2021, with permission of Ulsan National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1].

또한 10 나노미터 정도의 공간에서도 빛의 편광 제
어가 가능함을 밝혔는데, 기존 탐침증강 나노현미경은
금 탐침 표면에 수직한 방향으로 빛의 편광이 고정되
기 때문에 편광 제어가 불가능한 고질적인 문제를 가

광학현미경으로 얼마나 작은 사물까지 관찰할 수 있을까? 일반적

지고 있다. 연구팀은 컴퓨터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맞춤형 레이저빔

인 광학현미경은 빛의 회절현상에 의해 약 500 나노미터(머리카락

을 만드는 방식으로 10 나노미터 크기에서 편광 제어를 자유자재로

두께의 약 1/100) 이하의 사물은 명확하게 관찰할 수 없다. 코로나

가능하게 하였고, 배향이 서로 다른 단일분자를 구분해서 측정함으

바이러스처럼 100 나노미터 정도 크기의 물질은 볼 수도 없고 연구

로써 이를 검증하였다.

할 수도 없다는 뜻이다. 2014년 노벨화학상은 초고분해능 분광현미

박경덕 교수는 “광학의 여러 분야 중 근접장광학 분야와 적응광학

경을 개발한 3명의 물리학자가 수상했다. 하지만 바이러스, 단일분

분야는 서로 독립적으로 발전해 왔는데, 이번 연구는 두 분야를 잇는

자, 반도체 초미세구조 등의 특성을 다각도로 연구하기에는 여전히

가교 역할을 한다. 이번 연구의 발표로 근접장광학 연구자들의 대다

기술의 한계가 많다.

수가 적응광학 기술을 도입할 것이다. 이번 연구는 계산영상학, 적응

UNIST 물리학과 박경덕 교수팀은 최신 적응광학 기술을 탐침증
강 나노현미경에 접목하여 기존 나노광학현미경의 난제를 극복하는
데 성공했다. 관찰대상에 따라 카멜레온처럼 적응하는 신개념 적응
나노광학현미경이 개발된 것이다. 연구팀은 ‘탐침증강 나노현미경’

광학, 근접장광학을 결합하여 융합형 나노현미경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라고 이번 연구의 의미를 설명했다.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 Nature Communications에 6월 8일자로
출판됐다.

에 최근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적응광학 기술과 계산영상학 기법을
도입하여 탐침증강 나노현미경의 신호를 200% 이상 증강시킬 수

[참고문헌]

있었다. 나노현미경에는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하는 금 소재의 원자

[1] UNIST Press release, “관찰대상에 따라 카멜레온처럼 변화하는

힘 탐침이 사용되는데, 적응광학 기법을 적용하여 사용되는 탐침에

나노광학현미경 개발!,” (Ulsan National Institute of Science and

최적화된 맞춤형 레이저빔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기술은 레일

Technology, Published date: 2021 Jun. 17), https://news.unist.

리산란, 광발광, 라만산란 등 적응나노광학현미경이 측정하는 모든

ac.kr/kor/newsletter/20210617-1/ (Accessed date: 2021 Sep.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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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위변조방지 디스플레이 개발
로운 색상 구현이 가능해 일반 컬러 프린팅으로 보이
지만, 적외선 영역을 감지하는 열화상 카메라로 관찰
시 감추어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기존의 홀로그래
피 방식이나 형광 물질 기반 방식의 보안 소자와 달리
일반 프린팅과 다를 바가 없으며, 보안용 장치라는 인
식을 주지 않는데다가 여러 가지 정보를 포함할 수 있
어 보안등급이 높다.
기존의 멀티 스펙트럼 포토닉스 기술은 파장별 광학
특성을 독립적으로 제어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개발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송영민 교수 연구팀은 이를 해결
하기 위해 서로 다른 광학 공진 구조를 적용했다. 가시
광과 적외선 대역을 개별로 제어함으로써 단일구조에
두 가지 스펙트럼을 구현하는 데 성공했으며, 가시광
영역은 수십 나노미터 수준의 초박막 구조에서 발색
이 가능한 금속-고흡수 매질로 구성된 초박막 발색구
조를 적용했다. 적외선 영역은 마이크로 홀 패턴을 활
용한 플라즈모닉 구조를 통해 선택적으로 강한 흡수를
구현해 매우 얇은 두께(~3 μm)에서 멀티 스펙트럼 특
성을 구현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Advanced Optical
그림 1. 육안으로 볼 때는 빨간색 색상만 드러나고, 적외선 열영상 카메라로 촬영을 하면 글자가 드러나보이
는 위변조 디스플레이. Reprinted from © Copyright 2021, with permission of Gwangju Institu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1].

Materials에 9월 4일 표지 논문으로 게재되었다.

국내 연구진이 일반 인쇄물과 겉으로 보기엔 똑같지만 적외선 카
메라로 보면 숨겨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했다. 다양한
정보를 한 곳에 담을 수 있어 차세대 보안용 위변조 방지 기술로 제

[참고문헌]

격이라는 평가다.

[1] Gwangju Institu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송영

해당 기술을 개발한 것은 송영민 교수 (광주과학기술원, 전기전자

민 교수 연구팀, 위변조 막는 멀티스펙트럼 디스플레이 개발,”

컴퓨터공학부) 연구팀으로, 다채로운 색상으로 구현된 이미지에 맨

(Gwangju Institu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Published date:

눈으로 볼 수 없는 적외선 정보를 담은 보안용 차세대 멀티 스펙트럼

2021. Sep. 7), https://www.gist.ac.kr/kr/html/sub07/070102.

위변조 방지 디스플레이는 육안으로는 가시광 전 파장 대역의 다채

html?mode=V&no=202061 (Accessed date: 2021. Sep.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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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강현실 디스플레이의 핵심 소재인
푸리에 광표면의 대량생산 기술
최근 화두에 오르고 있는 증강현실 기술은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
를 합쳐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건축, 교육, 국방, 의

에 2021년 7월 “A Field Guide to Azopolymeric Optical Fourier
Surfaces and Augmented Reality”란 제목으로 발표되었다.

료 등 많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증강현실 디스플레이
로는 구글 글래스와 홀로렌즈 등이 있다.
이 증강현실 디스플레이에는 투명하면서도 제한된 공간에서 빛의
경로를 조절할 수 있는 구조인 회절 광학소자가 필요하다. 상용화된
회절 광학소자는 이진화된 격자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푸리에 스펙
트럼과 호환되지 않아 디스플레이의 불가피한 광학적 손실을 초래
하며, 대규모 생산이 어렵고 수율도 낮아 증강현실 디스플레이를 합
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때문에 완벽한 정
현파 형태로만 이루어진 푸리에 광표면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려대학교 이승우 교수 연구팀은 증강현실 디스플레이에 쓰일
수 있는 푸리에 광표면을 정확하면서도 빠르게 대면적으로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해당 기술은 기존 리소그래피 공정과는 달

그림 1. 정현파로 이루어진 보다 완벽한 형태의 대면적 푸리에 광표면 및 이로부터 재생
된 홀로그램 이미지. 단시간에 대면적으로 완벽한 푸리에 광표면을 제작하였으며, 이로
부터 depth-crimination 효과를 가진 홀로그램 이미지들을 재생시키는데 성공하였다.
Reprinted from © Copyright 2021, with permission of Korea University [1].

리 추가적인 공정 없이도 패턴화된 빛에 의해 즉시 정현파 형태의 구
조를 형성하는 물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빠르고 넓은 면적에 푸리에
광표면을 제작할 수 있다(그림 1). 실제 제작된 푸리에 광표면은 기존
제작 기술보다 수율이 최대 108 배 높아 경제적인 측면에서 큰 이점
을 가진다.
해당 연구팀에서는 이 기술을 기반으로 도파관 타입의 디스플레이
소자를 제작하여 실제 증강현실 디스플레이로 사용할 수 있음을 보였
다(그림 2). 제작된 푸리에 광표면은 푸리에 스펙트럼에 높은 호환성을
보이기 때문에 광학적 손실이 적은 디스플레이 생산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투명하면서도 유연한 고분자 필름에 전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휠 수 있는 디스플레이 소자 또한 제작이 가능하다.

그림 2. 완벽한 푸리에 광표면으로 이루어진 유연한 소재의 증강현실 디스플레이. 본 연구
에서 제시한 푸리에 광표면을 기반으로 도파관 타입(waveguide-type)의 증강현실 디스
플레이의 핵심소자인 인/아웃 커플러(in/out coupler)를 제작하였다. Reprinted from ©
Copyright 2021, with permission of Korea University [1].

[참고문헌]

해당 연구 결과는 증강현실 디스플레이의 생산성을 크게 높여 증

[1] Korea University, “홀로렌즈/구글 글래스를 혁신할 수 있는 핵

강현실 기술의 대중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심 광학 소재 개발,” (Korea University, Published date: 2021 Jul.

광학 장치의 큰 문제점인 광학적 손실을 대폭 줄인 디스플레이의 개

27), http://www.korea.ac.kr/user/boardList.do?command=vie

발이 가능할 전망이다.

w&page=1&boardId=485324&boardSeq=490577&id=universi

이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Advanced Functional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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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그리고 담수 기술까지…
광-증기 담수화 장치
미래에 곧 다가올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으로 다양
한 방식의 담수화 기술들이 연구되고 있다. 그 중 하나인 광-증기 증
발법(Solar-Steam Evaporation)은 모세관을 가진 부유물(Floating
material) 위에 광 흡수체(Photoabsorber)를 올려 물에 띄우는 방식
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광-증기 증발 장치는 광 흡착제가 빛 에너지
를 흡수해 열 에너지로 변환 후 모세관에서 올라온 바닷물이 열에너
지에 의해 증발되어 담수화 된 물을 얻을 수 있다.
최근, 연구자들은 3D cone 모양이 빛의 반사(Reflectance)를 증가
시켜 높은 광-증기 증발 효율을 구현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자체 부유 능력 문제로 안정성 문제가 제한적이었다. 이런 이유로 높
은 효율을 가지면서 동시에 뛰어난 안정성을 가진 광-증기 증발기에
도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울산과학기술원 장지현 교수팀에 의해서 수행된 이번 연구는 3D
프린팅 기술로 빛의 반사율을 증가 시키는 오목한 모양의 부유물을

그림 1. 개발된 광-증기 증발기를 이용한 해수 담수화 모형. 바닷물 위에 개발된 광 증기 증
발기가 떠 있다. Reprinted from © Copyright 2021, with permission of Ulsan National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1].

제작하여 광 포획(Light trapping) 효과를 극대화 해 태양열을 효과
적으로 흡수 할 수 있게 디자인하여 얻을 수 있는 담수화 효율을 증
가시켰으며, 친수성-소수성 이중층을 가진 광 흡수체를 이용해 열이
표면에 쌓이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아 수명도 3배 이상 늘어 높은 효
율과 뛰어난 안정성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시켰다. 개발된 광 증기
증발기의 증기 변환 효율은 90%에 가깝다.
광-증기 증발 장치는 열 분산을 잘 막는 것이 중요하다. 바닷물 위
에 떠서 작동하는 특성상 열 손실이 쉽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연구팀
은 열전달 해석과 추가적 실험을 통해 광-증기 증발기가 이론적 계
산 값보다 실험에서 더 높은 효율을 보인 원인이 광 흡수체 표면에

그림 2. 개발된 3D 프린팅 광 증기 증발기. 부유식 지지체에 광 흡수층이 부착된 형태다. 중
심이 오목하게 들어간 모양(V-shape)이라 다중반사를 통해 광 흡수를 극대화할 수 있다.
또 광 흡수층의 이중층 구조가 염 축척을 방지한다. 담수화시킨 물의 염 농도를 분석해 일반
식수로 활용 가능한 수준임을 확인했다. (우측 상단 그래프) Reprinted from © Copyright
2021, with permission of Ulsan National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1].

생기는 증기 박막에 의한 줄어든 열 손실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였다.
[참고문헌]
관련 연구는 Advanced Materials 2021년 8월호에 게재되
었다.

[1] UNIST Press release, “바닷물을 먹는 물로! 태양열을 이용
한 담수화 장치 개발,” (Ulsan National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Published date: 2021 Aug. 22), https://news.unist.
ac.kr/kor/newsletter/20210822/ (Accessed date: 2021 Sep.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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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 속 포도당을 모니터링하는 스마트 콘택트렌즈
기반 비침습적 당뇨병 자가 진단기술 개발
시스템 및 안구의
흔들림에 따른 측
정 오차를 최소
화할 수 있는 안
구 추적 알고리즘
도 개발했다. 해당
안구 추적 알고리
즘은 보다 정밀한
측정과 당뇨병의
자가 진단이 가능
그림 1. 스마트 콘택트렌즈의 발색변화를 통한 눈물 속 포도당 농도 측정 시스템의 전체 구성도 및 렌즈의 발색변화 화학적 반응. Reprinted from ©
Copyright 2021, with permission of Gwangju Institu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1].

하도록 고안됐다.
연구팀은 개발
된 스마트 콘택트

당뇨병의 진단은 손가락 끝을 바늘로 찔러 채취한 혈액의 포도당

렌즈는 전극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인체에 무해한 나노입자의 발색

농도를 측정하는 침습적 방법이 대표적이다. 혈당 측정을 위해 매번

변화를 카메라를 통해 정량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신체에 미치는 부

손가락을 침으로 찌르는 것은 환자들에게 굉장한 심리적 스트레스

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양대 이동윤 교수는 “추후 임

를 유발하며 침을 통한 감염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상실험을 통한 안전성 평가를 거친다면, 기존의 진단 방식보다 환자

GIST 의생명공학과 정의헌 교수팀은 한양대 생명공학과 이동윤
교수팀과 공동연구를 통해 스마트 콘택트렌즈 개발을 진행하였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혈중 포도당 수치가 높아지면 다른 체액에서도
포도당의 수치가 높아지므로 연구팀은 혈액을 대신할 인체의 주요

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간편하게 당뇨 자가 진단이 가능할 것”으로 기
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결과는 나노기술 분야 저명 국제 저널인 ‘Nano Letters’ 2021
년 8월호에 온라인으로 게재되었다.

체액(體液) 중 질병 상태와 상관성이 높은 눈물을 이용하여 눈물 속
포도당 농도를 통해 당뇨 진단 가능성을 확인하고, 눈물 속 포도당
수치에 따라 색이 변하며 이를 스마트폰과 연계해 혈당 수치를 측정

[참고문헌]

할 수 있는 콘택트 렌즈를 개발하였다.

[1] Gwangju Institu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정의헌 교수

공동연구팀이 개발한 콘택트렌즈는 시력에 방해를 주지 않기 위

공동연구팀, 스마트 콘택트렌즈를 이용한 비침습적 당뇨병 자가 진

해 동공 부분을 투명하게 만들었으며, 포도당 농도에 따라 색이 변

단 시스템 개발,” (Gwangju Institu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하는 세륨산화물 나노 입자와 묵처럼 말랑말랑한 하이드로겔을 섞

Published date : 2021 Aug. 30), https://www.gist.ac.kr/kr/html/

어 제작되었다. 또한 연구팀은 눈물 속 포도당 농도에 따라 렌즈 속

sub07/070102.html?mode=V&no=201933 (Accessed date :

나노입자가 발색되고 색 변화 정도를 정밀하게 촬영할 수 있는 광학

2021 Sep.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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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산화제 물질을 활용한 고효율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모듈 제작 기술 개발
용되던 소재이며, 페로브스카이트 내에서도 이처럼 작동해
요오드 공공에 국부화된 전자를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 예
상되었다.
이황화 포름아미딘 이온은 페로브스카이트 구조에 안정
적으로 통합되며 요오드 공공의 국부화된 전자를 빼앗아
비방사성 재조합 중심이 되는 결함복합체의 형성을 효과적
으로 억제함을 제일원리계산을 통해 밝혔으며, 이를 바탕
으로 제작된 페로브스카이트 소재에서 광여기된 전자와 정
공의 수명이 향상되는 것을 실험적으로 입증하였다. 또한
이황화 포름아미딘 이온은 페로브스카이트 소재 합성과정
그림 1. (a) 일반적인 포름아미드요오드화납(FAPbI3) 내 요오드 공공에 국부화된 전자가 비방사성 재조
합 중심역할을 하는 결함 복합체를 만드는 과정 및 (b) 이황화 포름아미딘이온이 요오드 공공에 전자가
국부화되는 것을 막아 결함복합체의 생성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과정의 개략도. (c) 4 mol%의 이황화
포름아미딘이온을 첨가하여 제작한 페로브스카이트의 표면 및 단면 이미지. 이를 활용해 제작한 페로
브스카이트를 사용하여 제작한 태양전지 모듈(e)과 효율(f). Reprinted from © Copyright 2021, with
permission of Sungkyunkwan University [1].

중 전구체들이 중간상을 형성하도록 유도하고 제작된 페로
브스카이트의 결정성 및 결정립계의 크기를 개선하여 소재
의 특성과 안정성을 더욱 향상시킨다. 나아가 이러한 이황
화 포름아미딘 이온이 첨가된 페로브스카이트를 이용한 태
양전지는 단위 셀 뿐만 아니라 넓은 면적의 태양전지 모듈

할라이드 페로브스카이트는 높은 광흡수율, 광여기된 전자와 정

에서 20% 이상의 우수한 효율을 나타냈다.

공의 긴 수명 등 태양전지의 소재로서 뛰어난 특성을 갖고 있다. 최

본 연구는 추후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상업화를 위한 고

근 이를 활용한 태양전지는 이미 상업화된 태양전지보다 높은 에너

효율, 고안정성을 갖춘 대면적 태양전지 모듈 제작에 새로운 방향

지 변환 효율을 보여줘 차세대 태양전지 소재로 큰 주목을 받고 있

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되며, 연구의 성과는 국제학술지 Energy &

다. 하지만 할라이드 페로브스카이트 내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결함

Environmental science에 7월 30일자로 게재되었다.

인 할라이드 공공은 전자의 국부화를 유도해 비방사성 재조합을 유
도하는 결함복합체를 형성, 광여기된 전자와 정공의 수명을 급격히

[참고문헌]

감소시킨다. 이로 인해 할라이드 페로브스카이트의 태양전지 소재

[1] Sungkyunkwan University, “신소재공학부 정현석, 이재찬,

로서 뛰어난 특성들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였다.

에너지과학과 안태규 교수 공동연구팀, 강산화제 물질을 이용

이에 성균관대학교 신소재공학부 정현석(공동 제1저자 Jun Zhu

한 고효율 할라이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모듈 제작 기술 개

박사과정), 이재찬(공동 제1저자 박슬용 석박사통합과정), 에너지과

발,” (Sungkyunkwan University, Published date : 2021 Aug. 4),

학과 안태규 교수 공동 연구팀은 페로브스카이트의 요오드 공공에

https://www.skku.edu/skku/campus/skk_comm/news.do?mode

국부화된 전자를 제거하기 위해 강산화제인 이황화 포름아미딘 이

=view&articleNo=91222&article.offset=0&articleLimit=10&srSe

온을 사용하였다. 이황화 포름아미딘 이온은 강산화제로서 다른 물

archVal=%EC%A0%95%ED%98%84%EC%84%9D (Accessed

질의 전자들을 빼앗는 성질을 갖는 물질로 금의 산화 반응에 널리 사

date : 2021 Sep.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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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소모전력 줄이는 에너지 저감기술 개발
: 2차원 양자물질 ‘플래티늄다이텔루라이드’ 이용
이 외에도 높은 온도와 통제된 조건
에서만 성장하던 플래티늄다이텔루라
이드 양자물질**을 상온에서 복잡한 조
건 없이 합성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점에
서 물질 합성 분야에서도 가치가 높은
연구로 평가받을 수 있으며, 플래티늄
다이텔루라이드 양자물질의 물리적 특
성을 고려할 때 이는 자성반도체 및 초
전도체 분야에서도 주목할 만한 연구가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정문석 교수는 “기존 반도체를 뛰어
넘기 위한 새로운 메커니즘의 소자와
그림 1. 레이저를 이용한 PtTe2 합성 및 반도체-전극 계면 형성 이미지. Reprinted from © Copyright 2021, with permission of
NewsH [1]

이를 위한 차세대 양자물질, 그리고 향
상된 공정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주목
할 만한 연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반도체 소자의 전극공정은 마스크 상에 설계된 도면에

이번 연구는 KAIST 물리학과 양희준 교수와 동국대 물리반도체과

극자외선 빛을 주사해 패턴을 형성하는 노광공정과 가열한 전극 증

학부의 Dun Anh Nguyen 교수와의 공동연구로 진행됐고, 나노물질

착물을 기체화시켜 형성된 패턴 위에 증착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을 이용한 에너지 분야 세계적 학술지 나노 에너지(Nano Energy)의

이러한 공정은 노광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광액 불순물과 증착과정

8월호에 게재됐다.

에서 발생하는 전극과 반도체 계면의 불안정함과 변칙성으로 인해
반도체 소자의 특성이 크게 저하된다는 단점이 있었다.
한양대 물리학과 정문석 교수 공동연구팀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
하고자 백금막이 코팅된 텔루린(Tellurene) 반도체 물질에 레이저를

* 에너지 간격은 없지만 페르미 준위의 상태 밀도는 제로가 되어서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적인 성질을 지니는
물질
** 고전역학이 아닌 양자역학으로 설명되는 새로운 물질. 자연계의 원소를 이용해 전에 없던 새로운 특성의
물질을 예측하고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에 물리학계에서는 이러한 양자물질을 찾으려 노력
하고 있음

조사함으로써 디랙 준금속* 물질인 플래티늄다이텔루라이드(PtTe2)
를 합성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를 통해 텔루린과 플래티늄다
이텔루라이드의 반도체-전극 계면을 형성하고 변칙성이 낮은 안정

[참고문헌]

적인 결합을 가능하게 만들었으며, 그 결과 전도도가 수백 배 이상

[1] Hanyang University, “Development of Energy Mitigation

향상되고 광 특성도 크게 개선됐다. 또 복잡한 기존 공정을 단순화함

Technology,“ (NewsH, Published date: 2021 Sep. 13), http://

으로써 다양한 유연소자 제작 및 집적 회로 상용화를 위한 공정효율

www.newshyu.com/news/articleView.html?idxno=1003852,

향상과 비용절감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Accessed date : 2021 Sep.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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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발성 암의 치료로 전이 또는 재발 암까지
완전 차단 가능한 광열면역치료제 개발
과 전이 및 재발 암 치료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진준오 교수 연구팀은 선행 연구에서 발굴한 대장균 부착 단백
질인 FimH와 광열치료에 사용되는 광열제를 포함하는 열 반응
성 하이브리드 나노 입자(FimH-containing thermally responsive
nanoparticles, F-TRH)를 제조하여 1차 암의 광열 치료로 암의 재발
이나 전이암을 막을 수 있는 기전을 연구하였다. F-TRH는 근적외선
레이저에 반응하여 광열치료에 의해 원발성 암을 제거하였고, 이때
암세포의 자연세포사멸 과정에서 방출된 암 항원과 구조체에 함유
되어 있던 면역활성제인 FimH가 동시에 작용하여 면역세포의 활성
을 유도하고 이로 암 항원 특이적 면역 활성을 이끌어 내였다. 암 항
원 특이적 면역 활성의 재발 또는 전이암 차단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
그림 1. 광열치료에 의한 1차 암 치료 및 2차 암 투여 쥐의 항암 효과 확인. Adapted from J.
Hwang et al. J. Immunother. Cancer 2021; 9; e002666 [1]

여 F-TRH에 의해 원발성 암이 치료된 쥐에 2차 암으로 폐암을 유도
하였으나 암세포가 폐에 침투하는 것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암 환자 사망 원인의 90% 이상이 암 재발 및 전이 때문으로 알려

연구팀은 “하나의 나노 입자 내부에 광열 치료를 위한 광열제와 체

져 있다. 수술, 방사선 치료, 광열 치료와 같은 국소 치료 후 남아 있

내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면역 보조제를 동시에 포함하고

던 암세포가 수개월 혹은 수년 후 재발하거나 혈관을 통해 전이되어

있는 광열면역치료제를 개발한 것”으로, “흑색종이나 유방암과 같이

다른 조직에서 암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국소 치료는 암의 재발

광열치료가 가능한 암에 대해 특이적으로 적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

및 전이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비해 면역암치료는 우리 몸의 면역 세포의 활성을 이용하여
암세포의 사멸을 유도하는 방법이다. 암 항원에 대한 특이적인 면역

관련 연구 결과는 2021년 7월에 면역 암치료 학회지인 “Journal
for Immunotherapy of cancer”에 게재되었다.

활성은 부작용 없이 암세포만을 선택적으로 사멸시킬 수 있다. 하지
만, 암세포에서 발현되는 암 항원 단백질을 발굴하기에는 큰 어려움
이 있고 암 항원 단백질 자체로는 면역 활성을 유도할 수 없다는 점
에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가 수행 중이다.

[참고문헌]

영남대학교 진준오 의생명공학과 교수 연구팀은 대장균 부착 단

[1] J. Hwang, W. Zhang, H.-B. Park, D. Yadav, Y. H. Jeon,

백질인 FimH가 사람과 쥐 체내에서 면역 활성을 유도할 수 있고 암

and J.O. Jin, “Escherichia coli adhesin protein- conjugated

항원과 혼합 투여로 암 성장을 억제한다는 이전의 연구에 이어서, 면

thermal responsive hybrid nanoparticles for photothermal

역 활성 성분의 FimH와 광열 치료제를 함유한 신규 광열면역치료

and immunotherapy against cancer and its metastasis,” J.

구조체를 개발하여 광열치료와 면역치료의 혼합에 의한 원발성 암

Immunother. Cancer 9, e00266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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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학교 차세대 에너지 융합연구소,
친환경 무기물 기반 투명 태양광 발전 기술 개발

그림 1. (좌) 친환경 무기물 기반 투명 태양
전지, (우상단) 자연 태양광 아래서 투명 태
양전지로 미니 전동카 구동, (우하단) 다양
한 색 구현이 가능한 투명 태양전지.

인천대학교 차세대 에너지 융합연구소(소장 김준동 교수)는 독창

무독성 무기물 물질이다. 또한 자외선과 가시광선의 일부 파장을 선

적인 국내 선진 기술을 기반으로 글로벌 투명 에너지 시장을 선점할

택 흡수하여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효과와 그로 인한

수 있는 완전 투명 태양광 발전 기술을 개발하였다.

피부암 예방 등의 장점도 있다.

투명 광전 소자는 현재 광전소자 산업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

불투명한 실리콘 광전소자 시장과는 별개로, 투명 광전소자의 효

는 실리콘 태양전지의 불투명성으로 인한 제한된 설치 적용 범위를

율 잠재성이 확보되면 빌딩, 자동차유리, 광센서, 인공 눈 등 향후 투

완전히 뛰어넘어 다양한 application에 적용이 가능하다. 특히, 빌딩

명 에너지 시장을 주도하며 파급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유리나 자동차 유리에 설치가 가능해 별도의 설치 공간이 필요하지

기존 공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Sputter, PECVD 공정 프로세스

않아 전기 사용량이 가장 많은 도심에서 불투명한 태양전지의 설치

에서 제작이 가능하게 되어 물질의 대면적화, 양산화 가능, 물질의

장소 부족 문제를 해결할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대안이다. 다만 현재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한 기존 반투명 광전소자화 촤별화 된 고투

다양한 재료의 투명 광전소자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재료의 비싼

과 투명 광전소자 구현이 가능하다. 또한 간단한 투명 전도막 두께

가격, 내구성 문제, 별도의 금속 전극 문제, 공정 한계로 인한 소면적

조절로 소자의 색변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건물의 디자인, 심미성 요

소자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소를 고려하여 향후 BIPV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김준동 교수 연구팀은 친환경적 무기물 기반
대면적 투명 광전 소자 기술을 개발했다. 본 연구에서 투명 광전소자
의 주요 물질로 사용되는 금속산화물은 풍부한 지하 매장량을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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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노리식 풀컬러 마이크로 LED 광원 개발

그림 1. 질화물 반도체 발광다이오드의 인듐뭉침현상에 의한 밴드채움 및 압전상쇄효과에 의한 청색편이현상을 나타내는 밴드다이어그램의 개략도(좌), 이를 이용하여 하나의 웨이퍼의 전류
주입 조건에 따른 발광 파장 변화 (중) 및 웨이퍼 상태에서 다양한 색을 구현하고 적색과 녹색 ‘N’를 동시에 구현한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우) Reprinted from © Copyright 2021, with
permission of Korea Polytechnic University [1].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나노반도체공학과 이성남 교수 연구팀은 질

LED 웨이퍼에서 각각의 LED 광원을 디스플레이 패널로 전사시키는

화물계 반도체 발광다이오드에서 난제로 지적되는 적색을 성공적으

공정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개발한 하나의 반도체 LED

로 개발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녹색 이상의 장파장 발광에서 발

웨이퍼에서 적색에서부터 청녹색 파장까지 구현함으로써 웨이퍼 수

생하는 문제점인 전류 주입에 따른 밴드채움 및 압전상쇄효과에 의

준의 전사공정이 가능할 뿐 아니라, 웨이퍼 자체를 차세대 마이크로

한 발광 파장의 청색 편이 현상을 역이용하여 하나의 웨이퍼에서 적

LED 디스플레이 패널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색, 녹색, 청녹색 영역까지 변화 가능한 모노리식 다파장 마이크로
LED에 대한 원천 기술을 개발하였다.

또한, 하나의 웨이퍼안에서 적색에서부터 청녹색까지 광원까지
얻을 수 있으므로 특수 목적의 LED 마스크와 같은 광 테라피 분야로

일반적으로, 현재 적색 광원으로는 비소화물 또는 인화물 반도체

확대할 수 있을 것이며, 빛의 삼원색을 구현가능하므로 색온도의 백

가 사용되고 있고, 녹색 및 청색 광원으로는 질화물 반도체가 사용되

색 광원으로의 다양한 목적의 바이오 포토닉스 분야로 확대될 수 있

고 있다. 이러한 적-녹-청색을 포함한 풀컬러 광원을 얻기 위해 앞서

을 것으로 기대된다.

언급한 두 가지 이상의 다른 반도체 재료를 조합하여야만 한다. 하지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 중견연구과제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

만, 본 연구에서는 질화물 반도체만을 이용하여 적색에서부터 청녹

으며 응용 물리 및 신소재 분야에 국제학술지인 ‘어드밴스드 일렉

색 파장까지 하나의 웨이퍼에서 구현할 수 있는 모노리식 마이크로

트로닉 머터리얼즈 (Advanced Electronic Materials, doi/10.1002/

다파장 LED 기술을 개발하였다.

aelm.202100598)’ 2021년 8월 14일자에 게재됐다.

지금까지의 모노리식 풀컬러 광원은 나노 막대 및 필러등의 구조를
이용하여 제작된 소자들로 재현성과 광 세기에 문제가 있어 상용화되

[참고문헌]

는데 어려웠지만, 본 연구에서는 차세대 디스플레인 마이크로 LED 디

[1] Korea Polytechnic University, “우리 대학 나노반도체공학과,

스플레이에 적용 가능한 크기인 마이크로 크기 (30~150 마이크로미

차세대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용 다파장 광원 원천 기술 선점,”

터)의 LED의 사용하여 실용성과 응용성을 크게 확보하였다.

(Korea Polytechnic University, Published date: 2021 Aug. 17),

이러한 차세대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공정에 있어서 두 개 이
상의 다른 반도체 재료로 구성된 청색, 녹색, 적색의 각각의 반도체

http://www.kpu.ac.kr/contents/main/cor/issue.html (Accessed
date: 2021 Sep.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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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 유기전기발광소자 기술 및 응용

1. 서 론

투명 OLED는 기존 디스플레이 및 조명 시장을 단순대체하는 것

오늘날 유기전기발광소자(organic light-emitting diodes, OLED)

이상의 활약을 기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건물 외벽, 유리창 등에 설

는 다양한 디스플레이 및 조명 분야의 주인공이다. 이는 OLED가 갖

치하여 디자인적 가치를 높일 수 있으며, 자동차, 비행기, 지하철 등

춘 많은 특장점 때문인데, 우선 OLED는 매우 유연하며, 가볍고, 얇아

운송수단의 유리 또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증강현실과 같은 하이테

다양한 형태의 디스플레이 분야에 적용할 수 있으며, 또한 기존 디스

크 제품에 탑재하여 갈수록 높아지는 소비자들의 눈높이에 걸맞는

플레이인 LCD, PDP 등에 비해 빠른 응답속도로 고품질의 이미지를

제품을 제작할 수 있다 [4].

출력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디스플레이 및 조명 산업을 선도하는
Samsung, LG, Sony, Panasonic, Apple, Philips 사 등은 노트북, 모

하지만 투명 OLED 제품의 양산을 위해서는 몇 가지 극복해야 할 사

니터, 태블릿, 스마트폰, 디지털 카메라 및 조명과 같은 주력 상품에

항들이 있다. 먼저 투명 OLED는 광원으로서 효율이 높지 않다는 큰

OLED를 탑재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다양한 규모의 회사들이 시장

단점이 있다. 투명 OLED 구조는 기존 OLED 유기물층 구조와 다르

에 참여하여 혁신 OLED 제품 연구 개발 및 많은 OLED 제품을 출시

지 않지만 [5], 얇은 금속으로 된 투명 전극의 흡수 및 반사로 인해 외부

하는 등 OLED 시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1].

양자 효율(external quantum efficiency, EQE)과 전류 효율(current
efficiency, CE)이 기존 OLED에 비해 낮은 편이다 [3]. 또한 얇은 금속 전

현재 OLED 연구 동향은 고해상도, 고효율 OLED 연구 개발은 물

극으로 인한 소자 열화 등 수명과 관련된 문제들이 보고되고 있다.

론 다양한 형태로 구성한 OLED기술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
양한 형태의 OLED”란 OLED만이 가진 고유한 특장점인 유연성을

따라서 본 리뷰에서는 투명 OLED의 소자 구조와 재료 선정 조건,

이용한 것으로, 대표적으로 다양한form factor(foldable, bending,

그리고 낮은 효율과 수명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살펴보

stretchable, wearable)를 가진 OLED를 예로 들 수 있다. 스마트폰,

고, 그 응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TV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주목한 많
은 그룹에서 개발 중에 있으며, 이미 많은 제품들이 시장에 출시되고
수요 역시 증가하고 있다.

2. 투명 OLED의 구조
이 장에서는 투명 OLED의 기본적인 구조와 소자 안정성 개선을
위한 inverted 구조, 그리고 flexible 투명 OLED와 같은 응용 구조와

OLED의 고유 장점을 극대화한 또 다른 OLED의 형태는 바로 투명

필요 기술에 대해 다룬다.

OLED (transparent OLED, TOLED)이다. 기존의 일반적인 OLED는

불투명한 기존의 OLED와 비교할 때 투명 OLED의 가장 큰 차이

한쪽 극이 빛을 반사하는 금속으로 제작되어 빛이 투과하지 못하고

점은 양 방향으로 빛을 방출하기 위해 그림1(a)에서처럼 상, 하단에

반대편의 투명 전극으로만 방출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 불투명하지

위치한 전극에 투명 소재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다만 발광을 위한 유

만, 투명 OLED는 두 개의 전극 모두 광학적으로 투명한 재료를 사용

기물층은 그림 1(b), 1(c)의 기존 OLED 와 동일하게 정공수송층(hole

하여 양방향으로 빛을 방출할 수 있다 [2, 3].

transporting layer, HTL), 발광층(emitting layer, EML), 전자수송층
(electron transporting layer, ETL)을 갖는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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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다양한 투명 OLED 구조의 예시. (a) 일반적인 투명 OLED 구조, (b) 하부 발광 구조, (c) 상부 발광 구조, (d) inverted 투명 OLED 구조. Adapted from G. Huseynova et al . Adv.
Optical Mater. 2021; 2002040 © Copyright 2021, with permission of John Wiley and Sons. [1]

2.1 표준 투명 OLED

. 하지만 유기물 보호용 층의 삽입으로 인해 투명 OLED의 성능이

[7]

표준 투명 OLED는 기판(substrate) 기준으로 전체 소자의 하단

저하되거나, 전하 주입 효율에 영향을 끼칠 위험이 있으며, 구동 전

(bottom) 쪽에 양극(anode) 및 상단(Top) 쪽에 음극(cathode) 구

압이 증가하고 장치 효율이 감소할 수 있다. 따라서 보호층으로 인한

조를 가진 소자를 의미한다. 이는 Gu et al. 이 1996년에 보고한 최

영향을 줄이기 위해 HTL을 두껍게 사용하거나, 보호층을 가능한 얇

초의 표준 투명 OLED 중 하나로, 오프 상태에서 71%의 총 투명도

게 사용하여 투명 OLED 성능 저하를 최소화해야 한다 [8].

[6]

를 가져 상, 하부 전극에서 빛이 통과할 수 있지만, 불투명 OLED 대
비 높은 구동 전압과 0.1%에 불과한 EQE로 인해 효율 면에서 뒤쳐

2.3플렉서블 투명 OLED

진다. 이 투명 OLED는 모두 기존의 투명한 인듐(In)이 도핑된 산화

유기 재료의 뛰어난 기계적 특성으로 연질 및 플라스틱 기판을 이

주석(SnO2)(indium tin oxide, ITO) 전극으로 구성되었으며, 상단의

용해 불투명 OLED를 제작한 것처럼, 투명 OLED도 유연한 플렉서

cathode는 마그네슘-은(Mg-Ag) 합금을 스퍼터링을 통해 얇게 구성

블 소자로 제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플렉서블 투명 OLED를 구현하

하였다. Cathode를 유기물들이 증착되기 전 미리 금속부터 박막 증

기 위해서는 전극 재료가 투명해야 하는 것은 물론, 기판의 유연성도

착하여 ITO 스퍼터링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유기물 열화 현상을

갖추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투명 전극인 ITO를 유연소자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에 적용하기에는 고온의 스퍼터링 공정으로 인해 유연 기판에 손상
을 야기할 수 있어, 이를 대체하기 위한 대체전극 소재로 탄소나노튜

2.2 Inverted 투명 OLED
Inverted 투명 OLED 구조는 2.1장의 표준 투명 OLED 구조에서
양극과 음극의 위치가 반대인 구조이며, 그림 1(d)에서처럼 ITO로 두

브(carbon nano tube, CNT), 그래핀(graphene), 초박형 금속 필름
(ultra thin metal film, UTMF), 금속 나노 와이어 (nanowire, NWs),
전도성 고분자 등이 널리 연구되고 있다 [9-11].

극을 구성하기 때문에 고온의 ITO스퍼터링으로부터 유기물 층을 보

하지만 CNT, 그래핀 및 전도성 고분자 등은 높은 면저항을 가져 소

호하기 위해 WO3 와 같은 부가 층을 삽입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자 효율에 불리하며, NWs는 매우 거친 표면과 불균일한 필름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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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전기적 단락을 일으키는 등 소자 안정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시 2015년 Lee et al.

에 의해 보고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투명

[12]

[10]

. 또한 UTMF 역시 일반적으로 자연적인 금속 반사 및 빛의 흡수로

OLED 양쪽 발광부에 다른 색상의 빛을 방출하기 위해 색상 변환층

인해 제한된 투과도를 보인다 [2]. 이처럼 현재 플렉서블 투명 OLED

(CCL)을 삽입하여 양쪽 색상이 다른 투명 OLED를 제작하였는데, 이

의 전극 재료들은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투명 OLED는 녹색 발광재료인tris(8-hydroxyquinoline)aluminum
(Alq3)와 적색 발광재료인 4-(Dicyanomethylene)-2-methyl-6-(4-

2.4 투명 OLED 소자 구조의 응용
대부분의 투명 OLED는 양쪽에서 한 가지 색의 빛만 방출할 수 있
다. 하지만 투명 OLED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이중 색상 방출 역

dimethylaminostyryl)-4H-pyran (DCM)을 도입하여 주황색 색변
환층으로 구성하였다.
이 색변환층을 통해 EML에서 방출된 청색 빛은 하단 전극을 통해

그림2. (a) 색변환층을 사용한 이중 색상 발광 투명 OLED의 소자구조, (b) 265 nm 두께의 주황색 색상 변환층이 삽입된 투명 OLED 상부에서 방출된 EL 스펙트럼과 Color coordinates, (c) 색
상 변환층 두께별 투과도. Adapted from J. Lee et al. J. Lumin. 2015; 162; pp. 180-184 © Copyright 2015, with permission of Elsevier. [12]

그림3. (a) 각기 다른 색변환층이 사용된 투명 OLED의 구조, (b)–(c) 투명 OLED의 상, 하부 효율. Adapted from G. Huseynova et al. Org. Electron. 2020; 86; 105900 © Copyright 2020,
with permission of Elsevier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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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상 변환 없이 방출되며, 반대로 상단 발광색은 주황색 색상 변환층

하지만 고온의 스퍼터링 공정이 수반되기에 유기물에 손상을 야기

으로 인해 백색광을 방출하게 된다. 이 색변환층은 투명 OLED 전극

시켜 상부 전극으로의 사용은 적합하지 않으며, TCO 재료들은 취성

위에 증착하기 때문에 전기적 성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

이 높아 단단하고 부서지기 쉬운 성질로 인해 유연 소자의 적용이 제

효율 저하로부터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으며, 층의 두께 조절을 통해

한되는 단점이 있다.

투과도와 색상 변화를 제어할 수 있다(그림 2).

3.2 전도성 고분자 (Conducting Polymer)
다층 색상 변환층을 사용하여 고품질의 백색광을 얻기 위한 연구

전도성 고분자는 매우 유연하고 가시광선 영역에서의 흡수가 거

도 진행되었다. 그림 3의 소자구조에서 볼 수 있듯이, 청색 발광 이중

의 없어 투명하기 때문에 투명 OLED를 포함한 다양한 광전자 소자

색상 변환층을 사용하면 자연광에 근접한 백색광을 포함해 다양한

에서 ITO를 대체할 유망한 후보 중 하나이다[1]. 나아가 용액공정에

발광색을 얻을 수 있다[13]. 이 연구에서의 색상 변환층은 기존 연구에

적합하고 대면적 공정에도 적합하며 고진공 설비를 필요로 하지 않

사용했던 Alq3:DCM과 추가로 황색을 띄는3-(4-(diphenylamino)

기에 상대적으로 제작비용이 저렴하다. 또한 가장 큰 장점으로 롤투

phenyl)-1-phenylprop-2-en-1-one (DPPO)을 사용하였고, 두 색상

롤 인쇄, 스프레이 코팅, 스핀코팅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유연 전극

변환층을 모두 사용한 이중 색변환층 구조를 추가하였다. DPPO가

을 제작할 수 있어 용이한 가공성을 지니고 있다. 대표적인 전도성

단일 CL로 사용된 투명 OLED는 파란색과 황색 색상 변환층으로 인

고분자인 PEDOT:PSS는 위와 같은 장점으로 투명 OLED 등 많은 분

해 녹색 빛을 방출하였지만, 이중 색변환층을 사용한 투명 OLED 에

야에 사용되고 있지만 타 전극 대비 낮은 전도도를 보이는 한계가 있

서는 보다 더 자연광에 가까운, 더 밝고 부드러운 백색광을 얻을 수

다. 따라서 PEDOT:PSS의 낮은 전도도로 인한 효율 저하를 개선하기

있었다.

위해 도핑을 이용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14].

3. 투명 OLED 용 투명 전극의 종류

3.3 탄소 소재

투명 OLED의 전극 재료는 까다로운 조건들을 충족해야 한다. 기

1차원 및 2차원의 배열의 탄소 원자로 구성된 CNT 및 그래핀 역시

본적으로 원활한 소자 구동을 위해 높은 전도도를 지녀야 하며, 투명

널리 연구된 전극 재료 중 하나이다. 이 탄소 소재들은 다양한 제품

OLED의 빛들은 양쪽 전극을 통해 방출하기 때문에 빛이 투과할 수

으로 적용 가능할 만큼 유연하며 매우 높은 투과도를 지녔다.

있도록 가시광선 영역에서의 투과도가 높아야 한다. 또 산란으로 인

얇은 CNT 필름은 60–300 Ω/sq 정도의 낮은 면 저항과 80% 이

한 광손실을 줄이기 위해 표면은 평탄해야 한다. 따라서 투명 OLED

상의 높은 투과율을 보이며, 도핑을 통한 일함수 조절을 쉽게 할 수

에 적용하기 위한 높은 투과도와 전도도를 지닌 다양한 전극 재료들

있어 음, 극 모두 이용될 수 있다. 그러나 CNT 전극을 기반으로 한

이 연구되고 있다 [3].

OLED는 거친 표면에서 발생하는 높은 누설 전류로 인해 낮은 휘도
를 보이게 된다. 따라서 CNT 전극의 표면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는

3.1 투명 전도성 산화물 (transparent conducting oxide, TCO)

부가적인 평탄화층이 필요하다. 하지만 탄화층은 고온 또는 플라즈

투명 OLED의 전극재료로 가장 대중화된 재료는 바로 TCO이다.

마 보조 CVD, 아크 방전 또는 레이저 절제 방법 등 고비용의 부가 공

TCO는 기존 불투명 OLED에도 자주 사용되는 재료들로 대표적으로

정이 필요하다.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언급한 부가적인 공정의

ITO, IGZO 등이 있다. 이 TCO 재료들은 하부 전극에 사용하였을 때

필요와 누설 전류 문제로 인해 실제 투명 OLED에 적용하기엔 제한

원활한 정공수송을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의 일 함수를 지니고 있다.

되는 부분이 있다 [15].

또 낮은 표면 거칠기와 80% 이상의 매우 높은 투과율을 지녀 높은

또 다른 탄소 소재인 그래핀의 백색광 투과율은 97.7%로 ITO보다

빛 방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면저항이 10 Ω/sq 미만으로 매우 높

우수하며 뛰어난 전기적, 기계적, 화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각광받

은 전도도를 띄어 하부 전극으로 사용하기에 매우 적합한 재료이다.

고 있는 투명 OLED용 전극 재료이다. 대기 노출 및 산과 같은 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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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a) 광추출 구조로 RNS가 사용된 투명 OLED의 구조, (b)–(c) 기준 투명 OLED의 하부 방향 및 상부 방향의 EL 스펙트럼, (d)–(e) RNS가 사용된 투명 OLED의 하단, 상단 EL 스펙트럼.
Adapted from C. W. Joo et al. Org. Electron. 2016; 29; 72-78 © Copyright 2016, with permission of Elsevier [21].

성 환경에 매우 강하며, 뛰어난 유연성을 지니고 있어 다양한 form

(AgNW)는 금속을 이용하여 제작하여 높은 전도성과 열, 화학 안정

factor에 적용 가능하다. 또한 낮은 일함수를 가져 음극으로 사용하

성을 가졌으며, 면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에 높은 광투과율을 보

기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CNT와 마찬가지로 쉽게 일함수 조정이 가

이고, 또 용액 공정으로 제작가능한 장점들이 있다 [18]. 하지만 AgNW

능하여 양극으로 사용하기에도 적합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의 고유한 패턴은 매우 높은 거칠기를 보이게 된다. 이로 인한 단락

핀의 면저항은 타 재료 대비 높아 OLED 효율이 저하되는 한계가 존

문제로 인해 투명 OLED 안정성이 저하되는 단점이 존재한다.

재한다 [16].

4. 투명 OLED의 광효율 향상 구조
3.4 금속 재료

앞선 장에서 언급한대로, 투명 OLED의 양면 발광을 위해서 사용

UTMF는 금속을 약 50 nm 이하로 증착해 빛이 투과할 수 있도

한 투명전극의 낮은 투과도 등으로 인한 낮은 효율을 높이기 다양한

록 만든 매우 얇은 금속 투명 전극을 뜻한다. 이 UTMF를 이용한 투

광효율 향상 방법, 광추출 구조들이 개발되고 있다. 투명 OLED의 광

명 OLED는 기존 불투명 OLED에서도 널리 사용하는 금속재료를 사

추출 효율 향상은 높은 투명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 불투명

용하기에 공정상의 편의성이 가장 큰 장점이다. 하지만 반투명에 가

OLED 대비 제작이 까다롭다 [19]. 따라서 투명 OLED 광 손실을 줄이

까운 낮은 투과도와 금속의 광자 흡수로 인한 광손실이 빈번해 실

기 위해 투명 OLED의 광 추출 효율과 및 투과도를 최적화하기 위한

제 투명 OLED에 적용하기에는 매우 불리하다. 따라서 더욱 더 얇은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

UTMF를 위해 전도도를 지닌 Ag를 14 nm의 두께로 만든 전극을 구

이와 관련하여 Choi et al. [20]에서 흥미로운 접근 방식이 제안되었

성해 전도도와 투과도를 높인 UTMF가 보고되기도 하였다 [17]. 그럼

는데, ITO 전극 위에 콜로이드 리소그래피 공정으로 다공성 나노 구

에도 불구하고 낮은 투과도와 금속에 의한 반사, 흡수로 인해 투명

조의 WO3를 제작하였다. 나노 구조의 투명 OLED는 빛의 산란을 감

OLED의 광손실과 의도치 않은 발광색의 변화를 유발하게 되는 단

소시켰고, 강화된 광추출 효율로 EQE 및 전력효율이 증가하는 것을

점이 있다 [18].

확인하였다.

이러한 낮은 투과도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은 나노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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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투명 OLED의 효율을 개선하는 방식이 논의되었다 [21]. 백색 투명

를 통해 차츰 개선되고 있어, 투명 OLED의 성능이 나날이 향상되고

OLED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random nano-structures (RNS)로 구

있는 중이다.

성된 Ag 층을 내부 광 추출층으로 사용하여 빛의 산란을 유도하였
고, 이 RNS 층의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장치의 Haze를 증가시킬 수
있어 더욱 향상된 광 추출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 (그림. 4)
[21]

이처럼 기존 불투명 OLED의 광 추출 방식을 투명 OLED에 적용
하여 Micro lens array, 다공성 층의 삽입 등의 방법을 이용한 광 효
율 향상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6. 맺음말
본 고를 통해 우리는 투명 OLED의 다양한 구조와 응용, 그리고 효
율 향상의 방법과 적용 산업에 대해 알아보았다.
현재 투명 OLED는 전극 재료의 낮은 투과도에 의한 광손실과 얇
은 전극의 사용에 따른 안정성 저하로 인해 외부양자효율이 약20%
미만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효율 개선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투명

5. 투명 OLED의 응용

하고 높은 전도도를 갖는 대체 전극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

투명 OLED는 유리 대신 투명 OLED를 적용함으로써 미적 가치

인 대체 전극으로는 기계적으로 유연하고 투명한 재료들인 고분자,

를 높일 수 있으며, 디스플레이를 이용해 다양한 정보를 사용자들

CNT, NW, UTMF, 그래핀 등이 연구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투명

에게 전달해 줄 수 있어 매우 실용적이다. 예를 들어 창문 유리를 투

OLED 내에 갇힌 빛을 추출할 수 있도록 하는 광 효율 향상 기술 연

명 OLED로 대체하면 창문을 통해 날씨 정보 등 일상에 필요한 정보

구가 진행되고 있다.

를 제공할 수 있고, 건물 외벽 등에 적용한다면 건물의 색상을 투명

투명 OLED는 극복해야 할 부분들이 아직 많이 있지만, 투명

OLED를 이용해 손쉽게 바꾸는 등 기존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 가

OLED의 높은 디자인적/실용적 가치를 주목한 많은 기업과 연구

능하다. 자동차의 헤드 업 디스플레이나 안경에 적용하여 증강현실

그룹들로부터 개선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단점들을 상

에 이용한다면 실생활의 편의를 높일 수 있고, 플렉서블 투명 OLED

당 부분 개선한 혁신적 투명 OLED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고 있다.

를 이용한 웨어러블 장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적용도 기대해 볼 수

지난 몇 년 동안 투명 OLED의 성능은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왔으

있다.

며, 어느덧 우리의 일상에서도 직접 제품으로 접할 수 있을 만큼 우

이와 같이 투명 OLED는 단순히 기존의 OLED와 유리를 대체하는

리 눈앞에 다가왔다. 앞으로 여러 분야에서 활약할 투명 OLED는

것을 넘어, 다양한 사물들에 적용해 참신한 아이디어들을 담아낼 수

일상의 여러 부분을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기에, 더욱 많은

있다. 이러한 높은 시장성에 매력을 느낀 몇몇 OLED 선두 기업들은

제품들이 탄생하여 아름답고 편리한 첨단 기술을 일상에서 누릴

이미 소형 투명 디스플레이 및 조명 패널에 투명 OLED를 적용하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있으며, 대형 투명 OLED 역시 삼성 및 LG와 같은 주요 전자 회사에
서도 시연된 바 있다.

참고문헌

2012년 타볼라에서는 투명 OLED 기반의 작업등 패널을 소비자

[1] G. Huseynova, J.-H. Lee, Y. H. Lim, and J. Lee, “Transparent

시장에 도입하였으며, LG에서 생산하여 상용화 중인 투명 OLED로

organic light-emitting diodes: advances, prospects, and

는 다양한 정보를 표시할 수 있는 투명 OLED 자동 슬라이딩 도어,

challenges,” Adv. Opt. Mater. 9, 2002040 (2021).

베이징을 비롯한 중국 대도시의 지하철 창문에도 사용하고 있는 투

[2] J. Liu, F. Zhang, and T. Li, “The effect of transmittance and

명 OLED 패널이 있고, Parasonic 사가 시장에 출시한 최초의 상용화

luminous efficiency with the application of cathode mesh mask

된 투명 OLED TV 구현에도 LG의 투명 OLED가 사용되어 있다.

in transparent organic light‐emitting devices,” J. Soc. Inf. Disp.

다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투명 OLED의 완전한 상용화를 위해서

26, 42-47 (2018).

는 낮은 투과율과 안정성, 높은 비용 등 여러 해결해야할 과제가 아

[3] L. Liu, K. Cao, S. Chen, and W. Huang, “Toward see-through

직 많이 남아있다. 하지만 다양한 연구그룹과 기업들의 투자와 연구

optoelectronics: transparent light-emitting diodes and solar

033

TECHNOLOGY / 투명 유기전기발광소자 기술 및 응용
/ 글 성백상, 이종희

cells,” Adv. Opt. Mater. 8, 2001122 (2020).

180–184 (2015).

[4] J. W. Huh, J. Moon, J. W. Lee, D.-H. Cho, J.-W. Shin, J.-H.

[13] G. Huseynova, J.-H. Lee, Y. H. Kim, and J. Lee, “Transparent

Han, J. Hwang, C. W. Joo, J.-I. Lee, and H. Y. Chu, “The optical

bi-directional organic light-emitting diodes with color-tunable

effects of capping layers on the performance of transparent

top emission,” Org. Electron. 86, 105900 (2020).

organic light-emitting diodes,” IEEE Photonics J. 4, 39-47 (2012).

[14] G. Huseynova, S.-H. Lee, C. W. Joo, Y.-S. Lee, Y.-J.

[5] G. Gu, G. Parthasarathy, P. E. Burrows, P. Tian, I. G. Hill, A.

Lim, J. Park, J.-M. Yoo, N. S. Cho, Y. H. Kim, J. Lee, and J.-

Kahn, and S. R. Forrest, “Transparent stacked organic light

H. Lee, “Dye-doped poly (3, 4-Ethylenedioxythiophene)-

emitting devices. I. Design principles and transparent compound

Poly(Styrenesulfonate) electrodes for the application in organic

electrodes,” J. Appl. Phys. 86, 4067 (1997).

light-emitting diodes,” Thin Solid Films 707, 138078 (2020).

[6] G. Gu, V. Bulovic´, P. E. Burrows, S. R. Forrest, and M. E.

[15] J. Oliva, A. Papadimitratos, E. de la Rosa, and A. Zakhidov,

Thompson, “Transparent organic light emitting devices,” Appl.

“Semi-transparent polymer light emitting diodes with multiwall

Phys. Lett. 68, 2606 (1996).

carbon nanotubes as cathodes,” Phys. Status Solidi A 211, 2828–

[7] M. Pfeiffer, S. R. Forrest, X. Zhou, and K. Leo, “A low drive

2832 (2014).

voltage, transparent, metal-free n–i–p electrophosphorescent

[16] R. A. Afre, N. Sharma, M. Sharon, and M. Sharon, “Transparent

light emitting diode,” Org. Electron. 4, 21–26 (2003).

conducting oxide films for various applications: a review,” Rev.

[8] S. L. Lai, M. Y. Chan, M. K. Fung, C. S. Lee, and L. S. Hung, S. T.

Adv. Mater. Sci. 53, 79-89 (2018).

Lee, “Applications of Ytterbium in organic light-emitting devices

[17] M.-G. Song, K.-S. Kim, H. I. Yang, S. K. Kim, J.-H. Kim, C.-

as high performance and transparent electrodes,” Chem. Phys.

W. Han, H.-C. Choi, R. Pode, and J. H. Kwon, “Highly reliable

Lett. 366, 128–133 (2002).

and transparent Al doped Ag cathode fabricated using thermal

[9] Y. H. Kim, J. Lee, S. Hofmann, M. C. Gather, L. Müller-

evaporation for transparent OLED applications,” Org. Electron.

Meskamp, and K. Leo, “Achieving high efficiency and improved

76, 105418 (2020).

stability in ITO-free transparent organic light-emitting diodes

[18] X. Zhou, M. Pfeiffer, J. S. Huang, J. Blochwitz-Nimoth, D. S.

with conductive polymer electrodes,” Adv. Funct. Mater. 23,

Qin, A. Werner, J. Drechsel, B. Maennig, and K. Leo, “Low-voltage

3763–3769 (2013).

inverted transparent vacuum deposited organic light-emitting

[10] Z. Yu, Q. Zhang, L. Li, Q. Chen, X. Niu, J. Liu, and Q. Pei, “Highly

diodes using electrical doping,” Appl. Phys. Lett. 81, 922 (2002).

flexible silver nanowire electrodes for shape-memory polymer

[19] S. H. Park, B. H. Lee, J. M. Shin, S.-Y. Jeong, S. Song, H. Suh,

light-emitting diodes,” Adv. Mater. 23, 664–668 (2011).

and K. Lee, “Highly transparent polymer light-emitting diode

[11] R. N. Chauhan, N. Tiwari, R. S. Anand, and J. Kumar,

using modified aluminum-doped zinc oxide top electrode,” Appl.

“Development of Al-doped ZnO thin film as a transparent

Phys. Lett. 100, 133306 (2012).

cathode and anode for application in transparent organic light-

[20] C. S. Choi, D.-Y. Kim, S.-M. Lee, M. S. Lim, K. C. Choi, H.

emitting diodes,” RSC Adv. 6, 86770-86781 (2016).

Cho, T.-W. Koh, and S. Yoo, “Blur-free outcoupling enhancement

[12] J. Lee, T.-W. Koh, H. Cho, T. Schwab, J.-H. Lee, S. Hofmann,

in transparent organic light emitting diodes: a nanostructure

J.-I. Lee, S. Yoo, K. Leo, and M. C. Gather, “Transparent organic

extracting surface plasmon modes,” Adv. Opt. Mater. 1, 687-691

light-emitting diodes with different bi-directional emission

(2013).

colors using color-conversion capping Layers,” J. Lumin. 162,

[21] C. W. Joo, J.-W. Shin, J. Moon, J. W. Huh, D.-H. Cho, J. Lee,

034

K-LIGHT
October 2021

S. K. Park, N. S. Cho, J.-H. Han, H. Y. Chu, and J.-I. Lee, “Highly
efficient white transparent organic light emitting diodes with
nano-structured substrate,” Org. Electron. 29, 72-78 (2016).
[22] J. Lee, S. Hofmann, M. Thomschke, M. Furno, Y. H. Kim,
B. Lüssem, and K. Lee, “Increased and balanced light emission
of transparent organic light-emitting diodes by enhanced
microcavity effects,” Opt. Lett. 36, 2931-2933 (2011).

저자 약력

이종희 교수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화학과에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독일 드레스덴 공대 박사 후 연구원, 한국전자
통신연구원(ETRI)에서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였다. 2018년도부터
한밭대학교 창의융합학과에 재직 중이며 광전자소재 연구실을 이끌
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로는 유무기 광전자소자용 기판/봉지/대체전
극/광 효율 향상/광학 시뮬레이션 기술 개발 등이 있으며, 이를 이용
한OLED, PeLED(Perovskite LED) 응용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Email: jonghee.lee@hanbat.ac.kr

성백상 학생은 한밭대학교 창의융합학과에서 학사 학위(2020)를 취득
하였으며, 현재 한밭대학교 창의융합학과에서 석사 과정에 재학 중이
다. 현재 광전자소재 연구실에서 광추출 구조체 개발, 유기반도체 도핑,
meniscus guided coating을 이용한 고효율 용액 공정 OLED 개발과 같
은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고효율 OLED 개발 연구를 진행중이다.
Email : sbs22795@gmail.com

035

TECHNOLOGY / OLED 광효율 향상 기술 동향
/ 글 유승협, 송진욱, 이재호

OLED 광효율 향상 기술 동향

는 불안정 상태의 지속, 동작 시 발생하는 열에 의한 변성 등 또한 소

1. 서론
OLED는 ‘유기발광다이오드(organic light-emitting diode)’의 줄임

자 동작 수명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표현이다. 보통 발광다이오드(light-emitting diode, LED)는 III-V 화합

전자의 경우 여기 상태의 에너지가 높은 청색광에서 특히 문제가

물 반도체로 만들어지는데, OLED는 유기반도체를 이용하여 만들어지

되는데, 높은 에너지 상태에서 다른 반응이 일어나기 전에 빠르게 발

는 까닭에 ‘유기’라는 별도의 단어를 붙여서 표현해 왔다. 소재로만 보

광을 하며 낮은 에너지 상태가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색광

면 III-V 화합물 반도체가 유기반도체로만 바뀐 셈이지만, 기술적이나

OLED의 낮은 수명은 흔히 OLED 디스플레이에 대해 언급되는 번인

응용적 측면에서 확연히 두드러진 차이점을 보이기도 한다.

(burn-in)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서 OLED 디스플레이 기술의 도약을

III-V 화합물 반도체와 유기반도체의 차이점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

위해 꼭 극복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최근 특히 많은 관심을 받으며

나, 가장 큰 차이점은 단결정 웨이퍼가 아닌 비정질의 박막형태를 띤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후자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열에 좀 더 강한

다는 점일 것이다. 보통 100–300 nm 두께 정도의 유기 박막이 주

유기반도체 소재를 개발함과 동시에 소자의 효율 향상을 꾀하는 것

로 사용되는데, 이 유기 박막은 주로 진공열증착(vacuum thermal

이 특히 중요하다. 효율이 낮으면 동일 광량의 출력을 위해 보다 높

evaporation) 방법을 이용하여 성막이 된다. 이 방법은 수 인치 대의

은 전류를 흘려보내야 하고, 이는 주울 열(Joule heat)의 증대를 이끌

작은 샘플에서부터 대각선 길이가 어른 키만 한 초대형 기판에도 균

어 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한 성막이 가능하여, 모바일 기기에서부터 대형 TV에 이르는 디스

효율 향상은 낮은 전력소모를 위해서도 필수적이라 모든 광원 개

플레이 기술에 적용하는데 있어 선천적 장점을 갖고 있다. 이뿐 아니

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아젠다 중 하나이다 [1,3]. 따라서 본 글에서는

라 비정질 박막을 이용하므로, 결정화에 종종 수반되는 고온 처리가

OLED의 효율 향상, 그 중에서도 특히 광학적 측면에서의 효율 향상

불필요하여 플라스틱과 같은 다양한 기판을 활용할 수 있다. 이 점은

기술에 대하여 소개하고 핵심 현안들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플렉서블, 롤러블, 폴더블, 그리고 스트레쳐블과 같이 형태 변형이
가능한 새로운 디스플레이를 구현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비교 우
위를 제공한다 .
[1]

2. OLED 광효율 향상 기술 소개
OLED에서의 발광은, 유기발광분자층 내에서 엑시톤(전자와 정공

그렇다고 해서 유기반도체가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유기

간의 결합 상태)이 형성되고 이 엑시톤 중 일부가 재결합하며 빛을

소재의 낮은 대기 안정성이 문제로 지적되는데, 따라서 OLED 개발

내는 과정을 통해 발생된다. 따라서 음극과 양극을 통해 각각 주입되

이 실제로 완성되기 전 그 성공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매우 컸던 것

는 전자와 정공의 단위 시간당 수의 균형을 맞추고, 계면에서의 에너

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제 과정을 통

지 장벽 엔지니어링을 통해 해당 전자와 정공이 발광층 내에서 만나

해 소재의 순도를 높이고 대기로부터의 산소 및 수분 침투를 억제하

게 하며 잘 갇혀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는 패키징 기술이 개발되면서 대기 안정성의 문제들이 하나씩 풀려
가기 시작했다 [2].

유기반도체는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여, 여러 조합을 통해 위 목표
를 달성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또는 기존의 유기분자의 일부를

그러나 소재의 변성이 일어나는 루트는 대기와의 반응만 있는 것

다른 작용기로 치환하여 에너지 준위의 미세한 조정을 할 수도 있다.

은 아니다. 고에너지 상태로 여기(excitation)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

물론 최적의 조합이나 치환이 항상 손쉽게 찾아지는 것은 아닐 수 있

036

K-LIGHT
October 2021

지만, OLED가 지금의 성공을 이룬 데에는 유기화합물의 다양성과

소개해보고자 한다.

분자수준의 공학적 접근이 용이한 점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2.1 LED광추출효율의 제한 요인

다만 이러한 엔지니어링을 통해 모든 전자와 정공이 짝을 이루어

OLED의 광추출이 제한되는 주요 원인은 종종 계면에서의 전반사

엑시톤이 되고 또 그 모든 엑시톤이 발광에 기여한다고 하더라도, 이

(total internal reflection) 현상을 통해 설명되고는 한다. 흔히 사용

는 내부양자효율(internal quantum efficiency, IQE)을 100%가 되

되는 OLED의 구조로는 하부 발광형(bottom-emission type)과 상

도록 할 뿐이다. 내부에서 생성되는 빛이 우리 눈에 전달되기 위해서

부 발광형(top-emission type)이 있는데, 전자는 빛이 기판을 투과

는 반드시 소자 외부로 출광이 되어야 한다. 특별한 조치가 없는 경

하여 나오는 형태로 주로 TV 등 대형 디스플레이나 조명 등에 많이

우, 내부양자효율과 실제 외부 출광까지 이르는 비율에 해당되는 광

쓰이고, 후자는 빛이 기판과 반대 방향으로 나오는 형태로 주로 모바

추출 효율(outcoupling efficiency, OCE)을 아우르는 양자효율인 외

일 디스플레이에 활용된다.

부양자효율(external quantum efficiency, EQE)는 약 20% 내외로,
IQE에 비해 훨씬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하부발광형의 예를 들어보자[그림 1(a), 1(b) 참조]. 유기층이나 투
명전극, 유리 기판 등의 굴절율을 보면 투명전극(약 1.8–2.0)과 유리

이는 다른 관점에서 생각하면, OCE만 높여도 상당 수준의 광효율

기판(약 1.5) 사이, 그리고 기판과 외부(air; 1.0) 계면에서 굴절율이

향상을 꾀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기도 한다. 다음 장에서는 광추출효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진행할 때 발생하는 전반사 현상이 있음을

율이 제한되는 요인과 함께, 이를 극복하는 몇 가지 효과적인 방법을

쉽게 인지할 수 있다. 전반사에는 임계각이 있어 해당 임계각 이상의

그림 1. (a) OLED 후면 발광의 대략적 층상 구조 및 각 층의 굴절율, (b) OLED의 출광(outcoupled) 모드, 기판갇힘 모드, 광도파 모드 등에 해당하는 전반사를 보이는 광선 다이어그램, (c) 실
제 동작하는 OLED의 사진으로 소자의 능동영역 외에도 기판 둘레에 많은 양의 빛이 전달되어 나옴을 볼 수 있음, (d) 후면 발광 OLED에서 발광층과 금속전극 간의 거리의 함수로 계산된 각
모드별 광량 분포. CPS 모델을 통해 계산됨. (a), (b), and (d) are reprinted with permission from J. Song et al. Adv. Mater. 2019; 32; 1907539 [1]. Copyright 2019, WILEY-VCH Verlag
Gmb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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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각에 대하여 모두 반사되므로, 소자면에 수직한 축에 대해 비교

달라짐을 잘 보여주고 있다. ‘광추출 구조’는 기판갇힘 모드, 광도파

적 좁은 각도로 발광된 빛의 경우만 출광됨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림

모드, SPP모드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출광 모드로 전환하는 제반 구조

1(c)의 실제 소자의 사진을 보면 소자의 능동면적 외에도 기판의 둘레

를 일컫는데, 활용하고자 하는 광추출 구조가 주로 추출하는 특정 모

에서 많은 빛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전반사로 인해 기

드와 두께 등 소자 구조가 모드 간의 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연동하

판에 갇혀 있는 빛들이 가이드 되어 기판 둘레까지 전달된 것이다.

여, 최종효율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유기소자 내에 모든 방향으로 동일한 광량을 내보내는 점광
원이 있고, 파동광학적 특성을 무시할 수 있다고 가정할 때, 출광이

2.2 광추출구조를 포함하는OLED의 통합형 다중스케일 시뮬

가능한 비율은 약 16–20% 정도임이 알려져 있다 [그림 1(b) 참조].

레이션 기반 설계

[4]

물론 이는 등방형 점광원과 파동광학 특성 부재를 가정한 경우에 한

별도의 광추출구조가 없는 기저구조로써의 다층박막형 OLED는

정된 결과지만, 그러한 가정 없이 엄격한 접근 방법을 통해서도 유사

‘다이폴 광원을 포함하는 캐버티 공진기’ 문제로 일반화될 수 있다.

한 수준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단, 흥미로운 점은, 엄격한 파동광학

관련 문제에 접근했던 선구적 논문의 저자인 Chance, Prock, Silbey

적 계산에서는 소자 각 층의 두께에 따라 출광 효율이 달라진다는 점

의 이니셜을 취하여 ‘CPS 모델’이라고도 종종 불리는 이 모델은 다이

이다 [5]. 엄격한 계산에서는 유기발광 분자를 점광원이 아닌 다이폴

폴 광원의 오리엔테이션 효과, 캐버티 공진 현상 등을 모두 반영하

에미터(dipole emitter)로 모사하며, 파동광학 특성에서 나타나는 간

여, 앞 절에 소개된 각 손실 모드로의 배분, 광추출 효율 등에 대한 정

섭현상 및 캐버티 공진현상(cavity resonance) 등이 포함되기 때문

량적인 결과를 보여주며, 현재 실험 결과와의 정합성이 가장 우수한

이다. 또한 금속 전극의 존재 때문에 일부 에너지는 빛과 금속 내 자유

모델로 인정받고 있다 [6,7]. 특히 다이폴 에미터의 발광 자체가 주변

전자 운동의 커플링을 통한 표면 플라즈몬 폴라리톤(surface plasmon

광학환경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 효과를 다이폴 에미터가 자

polariton, SPP) 모드의 여기(excitation)로 소모되기도 한다.

유공간 내에 있을 때에 대비한 비율로 표현하는 ‘Purcell factor (F)’

이들 각 층의 두께의 변화에 따라 바로 출광되는 빛(출광 모드; air

까지 계산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mode), 기판에 갇히는 빛(기판갇힘 모드; substrate mode), 유기층/

이와 같이 기저구조에 대한 광학 시뮬레이션이 매우 정량적으로

투명전극층에 갇히는 빛(광도파 모드; waveguide mode), 그리고

이루어질 수 있는 반면, 광추출구조가 도입될 경우는 CPS 모델만

SPP 모드와 커플링 되는 빛의 상대적 양이 달라지게 된다. 그림 1(d)

으로는 충분히 설명될 수 없다. 기하광학 시뮬레이션 툴이 쓰이기

는 후면 발광 OLED 소자의 금속전극과 발광층 사이에 존재하는 유

도 하나 파동광학적 특성을 모두 무시하므로 경향성 파악 정도에 그

기층의 두께가 달라짐에 따라, 위 모드 간의 상대적 비율이 실제로

치는 경우가 많다. 파동광학 특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finite

그림 2. (a)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와 (b) 광산란 필름을 이용한 기판갇힘 모드의 광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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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a)–(b) 산란입자를 내포한 PEN기판을 이용한 OLED 에서의 다중 스케일 시뮬레이션 개요 및 결과, (c) 산란층을 포함하는 OLED 의 글로벌 다변수 최적화 결과 및 800 nm 직경의 SiO2
나노입자를 통해 구현된 고효율 OLED 의 예. Figures in (a) and (b) are reproduced with permission from E. Kim et al. Adv. Mater. 2015; 27; 1624–1631 [8], Copyright 2015, WILEYVCH Verlag GmbH. Figure (c) is adapted from J. Song et al. Nat. Commun. 2018; 9; 3207 [9].

difference time-domain (FDTD) 기법이나 finite element method

행은 ‘비결맞음(incoherent) 광학’을 이용하여 기술될 수 있다. 즉, 유

(FEM) 등을 이용하여 Maxwell 방정식을 임의의 공간과 경계조건에

기층으로부터 기판 내부로 전달된 빛이, 기판 내부에서 어떻게 진행

대해 직접 푸는 것도 가능한데, 특히 소자구조 내에 나노 또는 마이

되고 외부로 출광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기하광학이나 조명계 통

크로 스케일의 광추출 구조가 반복적으로 삽입되는 경우 매우 유효

계 광학 등을 위해 잘 만들어진 여러 가지 상용 툴을 활용하거나, 커

하게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FDTD/FEM 방식은 구조의 복잡도나 요

스텀 계산 코드를 작성하여 비교적 용이하게 예측할 수 있다.

구되는 시뮬레이션의 정밀도 등에 따라 컴퓨팅 리소스에 대한 필요

즉 CPS 모델로 얻어진 결과는 기판과 동일한 미디엄으로 되어 있는

가 과도하게 크고, 이에 따라 계산 시간도 매우 오래 걸리는 단점이

준 무한공간(semi-infinite space)에 OLED 다층박막으로부터 전달되

있어 제한적인 경우에만 국한되어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는 빛의 각도별, 파장별 양을 계산하는데 활용되며 그 이후의 진행은

그림 2와 같이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나 광 산란 필름 등 광추출구

기하/통계광학으로 기술하는 방식이다. 물론 기판의 한쪽 면에서 내부

조가 기판의 외측에 존재하는 경우는 통합형 다중스케일 시뮬레이

반사되어 OLED 다층박막으로 다시 입사될 수도 있는데, 이때 입사광

션 기법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여, 합리적 수준의 컴퓨팅 리소스만

의 반사는 결맞음 광학으로 계산되어야 하며, 유효반사율에 대한 값이

으로도 광추출구조와 기저구조를 연동하여 최종 효율을 극대화하는

입사각도와 파장에 따라 계산이 되는 한 해당 값들은 기하광학 시뮬레

방향의 최적화 설계가 가능하다. 이렇게 통합형 다중스케일 시뮬레

이션의 ‘표면 조건’으로 커스텀화 하여 지정될 수 있다.

이션이 가능한 이유는 기판이 갖고 있는 두께 덕분이다 [8]. OLED에

그림3(a)는 나노 입자를 지니고 있는 PEN 플라스틱 기판상에 제

서 나오는 빛의 결맞음 길이(coherence length)은 수 마이크로미터

작된 OLED를 대상으로 한 통합형 다중스케일 시뮬레이션의 한 사

에서 수십 마이크로미터 정도에 국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례를 나타낸다. 이 경우 기판에서의 빛의 진행은 기하광학적 광선추

수백 마이크로미터에서 밀리미터에 이르는 기판 내에서의 빛의 진

적(ray tracing)법을 이용하되 나노입자로부터의 산란은 Heny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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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stein 모델을 이용하는 Monte-Carlo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

표면 플라즈몬 폴라리톤 (SPP)의 경우도 저감이나 전환이 가능한

루어졌으며, 예측되는 각도별 인텐서티 분포나 파장에 대한 발광스

데, 첫번째 방법은, 그림1(d)의 결과가 시사하듯 발광층과 금속전극

펙트럼 분포가 실험치와 매우 잘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8]. 다만

간의 거리를 최대한 멀리하는 것이다. SPP가 광원과 금속 내 자유전

Monte-Carlo 시뮬레이션의 특성상 정밀도를 높이려면 추적되는 광

자의 커플링의 결과인 이상, 당연한 귀결이기도 하다. 그러나 해당

선의 개수가 매우 많아야 하므로 소요되는 시간이 상당히 긴 문제가

방법은 한계가 있는데, 상부발광형 OLED 의 경우 하부 금속전극으

있었다.

로부터 광원을 멀리할 경우 상부의 박막금속 전극 쪽에는 가까워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림 3(b)의 연구에서는 산란현상의 통계적
특성을 잘 활용하는 Radiative transfer theory를 도입하여, 방정식

기 때문이다.
다행히 금속층과의 거리 외에도 SPP를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

에 기반해 산란층에서의 빛의 진행을 기술하였다. 방정식 기반의 접

는데, 이는 저굴절율층을 이용하는 것이다

근방법은 계산의 자동화를 더욱 용이하게 하고, 시뮬레이션에 걸리

용하는 것은 금속전극과의 거리를 띄띠우는 것에 비하면 비교적 덜

는 시간을 대폭 단축함으로써 글로벌 다변수 최적화가 가능하도록

직관적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SPP 모드가 갖는 분산 관계

하였다 . 즉, 결맞음 광학을 따르는 OLED 다층박막 구조의 두께, 굴

(dispersion relation)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장 간단한 예로

절율, 다이폴 에미터의 오리엔테이션 등 다양한 파라메터와, 비결맞

공간의 반은 굴절율이 nd 인 유기소재로, 나머지 반은 이상적인 금속

음 광학계를 따르는 산란층의 산란도(scatterance, S) 및 광산란의

으로 채워져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때 SPP 모드의 전자기파 각

비대칭 파라메터 (asymmetry parameter, g) 등을 동시에 바꾸어 가

주파수(ω)와 평면상 웨이브 벡터 값(in-plane wavevector; k||) 간의

며, 각 경우에 도달할 수 있는 최대 EQE를 예측하여, 궁극적으로 가

관계는 그림 4(a) 식과 같이 주어진다. 이를 유기소재 굴절율이 작은

장 높은 EQE로 이끄는 종합적인 조건을 찾아내도록 하였다. 해당 결

경우와 큰 경우로 나뉘어 비교해보면, nd 이 작을수록 낮은 k|| 쪽으로

과를 통해, 높은 수평방향 다이폴 에미터와 최적의 소자구조 및 산란

모드가 쉬프트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공간의 반 전체

층이 구현될 경우 56% 정도의 EQE가 벌크형의 반구형 렌즈 없이도

가 하나의 층이 아니라, 그림 4(b)와 같이 실제 OLED 구조와 유사하

구현될 수 있음이 이론적으로 예측되었으며 실험적으로 구현될 수

게 다층상구조를 이룰 때에도 관측이 된다 [15]. 다른 것은 모두 동일하

있었다 [9]. 이는 III-V 기반의 고효율 LED의 EQE와 대등한 수준으로,

고 어느 한 층의 굴절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다면에 유사한 쉬프

OLED의 높은 효율 가능성을 보여줄 뿐더러 높은 효율을 실용적이

트 현상이 보여진다. 이 낮은 k|| 로의 쉬프트는 원래 evanescent 모드

면서 가격적으로도 경쟁력 있는 방법으로 구현할 수 있음을 보였다

인 부분을, 추출이 용이한 광도파 모드로 이동시킬 수 있으며, 전체적

는 점에서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다.

인 효율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9]

. 저굴절율층을 이

[1, 3, 15]

그림 5(a)의 예는 상부전극 부분에 광학적 이방성을 보이는 전자

2.3 표면 플라즈몬 폴라리톤 저감을 통한 효율 향상 전략
궁극적인 효율 향상을 위해서는 모든 손실모드를 최소화하거나
추출 가능하도록 전환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당연히 필수적이다. 기

수송층이 있을 때, 그 광축에 평행한 방향(보통 기판에 수직인 방향)
의 굴절율 (ne)이 낮은 경우, SPP 저감 및 효율 향상에 순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판 갇힘 모드는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나 앞 절에 소개된 산란층 방법

또 하나의 방법은 다이폴 에미터의 수평배향율을 높이는 것이다.

등을 통해 상당부분 추출이 가능하고, 광도파 모드의 경우는 고굴절

SPP는 TM 모드와 관련이 있는데, 수직배향된 다이폴에서 발생하

율 기판, 즉 유기층의 굴절율과 유사한 수준인 1.8 정도의 굴절율을

는 전자기파가 TM 편광의 비율이 높므로 가급적 수평배향 비율을

갖는 기판을 이용하여 추출이 가능한 것으로이 잘 알려져 있다. 또

높이는 것이 유리한 면이 있다 [3]. 뿐만 아니라 수평배향된 다이폴은

한, 하부전극과 기판 사이나 하부전극과 유기층 사이에 굴절율이 다

그 발광의 각도별 분포가 광추출효율 면에서 훨씬 더 유리하여 최근

른 재료의 구조체를 삽입하는 것도 광도파 모드 추출에 도움이 될 수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1, 9, 16]. [그림 6(b), 6(c) 참조]. 그림 6(a)

있음이 알려져 있다 [10-14]. (그림 4 참조)

와 6(b)는 저굴절율층과 함께 등방(isotropic)인 경우보다 약간의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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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a) 유기층-금속 계면에서의 표면플라즈몬 폴라리톤이 갖는 분산관계식 SPP. (b) OLED 구조에서 HTL 층이 통상의 높은 굴절율에서 낮은 굴절율로 변경될 때 발생하는, 낮은 평면상 웨
이브벡터 (k||) 방향으로의 분산관계 쉬프트 현상. Reprinted from C. Fuchs et al. Phys. Rev. B 2015; 92; 245306 [15]. Copyright 2015, American Physical Society.

그림 5. (a) 이방성 광특성을 갖는 ETL의 광축방향 굴절율이 TM 소멸(evanescent) 모드의 피크(peak) 이동 및 SPP 저감에 미치는 영향 [3]. (b) 다이폴 에미터의 수평배향 및 (c) 수직배향이
효율 및 SPP 여기에 미치는 영향. (a) is reprinted from J. Lee et al. Adv. Opt. Mater. 2021; 9; 2002182 [3], Copyright 2021, WILEY-VCH Verlag GmbH, (b)–(c) is adapted from J. Song
et al. Adv. Mater. 2020; 32; 1907539 [1]. Copyright 2020, WILEY-VCH Verlag GmbH

은 수평배향율을 동시에 적용하고, 광도파모드를 추출할 수 있도록

따라 50%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 적용시)에서 약 70% (하프볼 형

고굴절율 기판까지 도입하였을 때, 기판갇힘 모드를 빼내는 방법에

태의 큰 렌즈 이용시)에 해당하는 매우 높은 EQE 가 가능함을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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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3]. 한편 그림 6(c)에서는 다이폴의 수평배향

바라보고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율과 Photoluminescence (PL) 양자수율(quantum yield)가 모두

해당 팀은 발상의 전환을 통해, SPP를 저감하는 대신 SPP 모드를

100%일때, 저굴절율층 기술과 캐버티 공진현상까지 활용할 때 얻

오히려 강화하도록, 상부 30 nm의 비교적 두꺼운 상부전극에 매우

을 수 있는 최대 효율에 대하여 예측하고 있다 . SPP를 저감하고 높

가깝게 발광분자를 배치하고, 해당 상부전극 위에 절연층 스페이서

은 효율을 확보하는 데 있어 저굴절율층 기술과 다이폴 수평배향의

층을 사이에 두고 배치된 나노 큐브 배열을 나노 플라즈모닉 안테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어레이로 활용하여 SPP 모드를 추출해내는 방법론을 취하였다. 해

[1]

최근에 인광 OLED 기술로 유명한 미국의 Universal Display Corp.

당 방법은 강화된 SPP로의 커플링이, 발광분자의 엑시톤이 기저상

(UDC)에서 SPP 모드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연구결과를 Nature 지에

태로 떨어지는 시간인 감쇠상수(decay constant)를 줄여 줌으로써,

보고한 바 있다 [17]. 광추출 관점의 설명과는 또 다른 각도에서 SPP를

엑시톤 상태로 오래 지속되다가 변성 등을 통해 소자 수명 등에 문제

그림 6. (a) 이방성 저굴절율 ETL 층의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테스트한 OLED 소자 구조. 고굴절 기판이 사용되었으며, 경우에 따라 기판 굴절율에 매칭된 마이크로렌즈어레이(Pattern)나 하
프볼 렌즈(Halfball lens) 가 사용되었음. (b) 이방성 광특성을 갖는 ETL의 광축방향 굴절율(ne)을 변화시켜가며, 고굴절 기판, 저굴절율 정공주입층 등이 모두 활용된 경우의 (a)의 소자를 이용
한 외부양자효율 실험 결과. ETL의 광축방향 굴절율(ne)가 작은 경우가 큰 경우보다 EQE가 약간 높으며, 그 차이는 광추출 구조까지 도입될 때 더 커짐을 볼 수 있다 [3]. (c) 다이폴이 모두 수
평방향으로 배향되고 100% PL 효율을 갖는 이상적 발광분자와 저굴절율 수송재료, TiO2와 그래핀 전극을 이용하여 공진구조까지 최적화했을 때 예측되는 최대 EQE. 기판갇힘 모드와 광도
파모드를 각각 γ_(sub-to-air), γ_(wg-to-air)의 비율로 추출할 수 있을 가상의 경우에 대하여 시뮬레이션 함 [1]. (a) is reprinted from J. Lee et al. Adv. Opt. Mater. 2021; 9; 2002182 [3],
Copyright 2021, WILEY-VCH Verlag GmbH, and (c) is adapted from J. Song et al. Adv. Mater. 2020; 32; 1907539 [1], Copyright 2020, WILEY-VCH Verlag GmbH.

042

K-LIGHT
October 2021

가 되곤 하는 가능성을 현저히 줄일 수 있음을 보였다. 본 논문에서

광원의 휘도의 큰 헤드룸을 가져가는 것이 지당하다 하겠다. 이를 위

는 해당 기술이 효율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는데, 해당

해서는 ‘롤-오프’, 즉 휘도 증가에 따른 효율 감쇠현상을 막는 것이 특

논문에서의 검증은 높은 효율을 위해 채용하는 보통의 최적구조와

히 중요하다.

는 차이가 있는 소자를 레퍼런스로 취하고 있어 아직 궁극적인 효율

고효율 확보를 위해서는 인광, 또는 지연형광 등의 발광특성을 보

향상까지 가져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지만, 적어도 실용성 측면에

이는 분자들이 쓰이곤 하는데, 이들 분자는 엑시톤 상태에서 발광 감

서 의미 있는 효율을 보이면서 수명의 상당한 개선을 이끌 수 있다는

쇠까지 걸리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어 동작수명 저하 및 효율 롤-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할 수 있다. 추후, 해당 기술과 기존의 기술의 융

오프로 이어지곤 한다. 이를 위해 엑시톤의 감쇠시간 상수를 낮추려

합을 통해, 고효율과 긴 수명이 함께 구현되는 OLED 기술이 가능할

는 기술들이 다각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해당 기술들을 통해 고휘도

지에 대하여 귀추가 주목된다.

에서도 높은 효율이 잘 유지되며 안정적인 OLED가 구현된다면, 그
응용 폭을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맺음말
OLED가 디스플레이의 핵심 광원으로 빠르게 자리잡은 데에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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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 전면 발광 AMOLED 구현을 위한
Micro-cavity 소자 기술
1. 서론

다 [1,2].

Organic light-emitting diode (OLED)는 기존 디스플레이에 많이

일반적인 OLED는 그림1과 같이 두 전극 사이에 여러 유기층

사용되었던 liquid crystal display (LCD)와는 달리 별도의 광원 장치

이 쌓인 구조를 가진다. 이 때 양극에는 p 타입의 정공주입층(hole

가 필요 없는 자발광 특성을 가지고 있다. OLED는 우수한 폼팩터와

injection layer, HIL)과 정공수송층(hole transport layer, HTL)을, 음

얇은 두께로 인해 자유로운 디자인이 가능하며, 높은 색 재현성과 명

극에는 n 타입 특성의 전자 주입(electron injection layer, EIL) 및

암비를 장점으로 가진다. 최근 디스플레이 시장의 트렌드인 플렉서

수송층(electron transport layer, ETL)을 배치하여 전계에 따른 다

블 디스플레이 적용 측면에서도 기존 디스플레이 방식 대비 적합성

이오드 특성이 나타나도록 유도한다. 내부 발광층에서는 전계에 따

이 우수하기 때문에 차세대 디스플레이 시장에서의 주목을 받고 있

라 각 전극에서 주입된 전자와 정공이 발광층에서 결합하여 엑시톤

그림1. OLED의 구조와 발광원리

그림2. (a) 배면 발광 방식 OLED 구조, (b) 전면 발광 방식 OLED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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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iton)이 형성되며, 이 때 들뜬 상태에서 바닥 상태로 전이되며 에

이크로 캐비티 효과를 통해 외부로 방출되는 빛의 세기를 증가시키

너지가 방출되는 구조이다. 여기서 방출되는 에너지가 가시광선 영

기 위해서는 동일한 위상의 두 파동이 만나 진폭이 커지는 보강 간

역일 경우 인식이 가능하며, 에너지의 적절한 조절을 통해서 다양한

섭을 이용해야 하며, 이는 내부 간섭 조건의 조절이 반드시 필요함을

색을 구현할 수 있다 .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각 층의 다양한 조건들에 따라서 전면 발광

[3]

OLED를 디스플레이에 적용하기 위해서 하부 TFT (thin film
transistor) 형성 후에 source 또는 drain 전극 상에 연결되어 증착

OLED의 효율 특성이 민감하게 변할 수 있으며, 이를 최적화 및 개선
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

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예전에는 OLED의 구동을 위해서 passive

본 고에서는 전면 발광 방식의 OLED를 기반으로 한 광학적 특성

matrix (PM) 방식을 이용하여 각 전극을 교차로 배열하는 방식을 통

최적화 및 성능 개선 방법에 대해 설명하려고 한다. 첫번째로는 마

해 line-by-line 구동을 하였다 [4,5]. 하지만 해상도가 높아짐에 따른

이크로 캐비티 효과의 원리와 이에 대한 영향을 알아본 후, 전면발

급격한 소비전력 증가와 화소 조절 및 대면적 구현의 어려움 등으로

광 OLED 내부에서 발생하는 광학적 손실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다

인해 구동 및 스위칭 TFT와 캐패시터(capacitor)를 이용하여 2T1C

음으로는, OLED에 사용되는 각 층을 전극, 캡핑층(capping Layer,

구조를 기본으로 한 active matrix (AM)방식이 등장하게 되었다. 현

CPL), 전하수송층, 발광층으로 구분하여 각 층마다 요구하는 특성에

재는 TFT와 캐패시터의 수와 회로 구성의 변화를 통해 훨씬 우수한

대해 정리하고 현재까지 보고되어 있는 현황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성능의 AMOLED가 양산에 사용되고 있다 [6-8].

한다.

양산에 사용되는 OLED는 그림 2와 같이 발광 방향에 따라 크게
배면 발광 방식과 전면 발광 방식으로 나뉜다. 배면 발광 방식은 그

2. 전면발광 OLED의 광학 현상

림 2(a)와 같이 하부 기판 방향으로 발광하는 방식이며, 이 때 하부

2.1 Micro cavity의 원리 및 이해

전극 및 회로, TFT 등에 의한 좁은 개구율이 단점으로 작용한다. 전

일반적인 전면 발광 OLED 구조는 음극 방향으로 빛을 내보내는

면 발광 방식은 기판 반대 방향, 즉 그림 2(b)와 같이 상부로 발광하

구조이기 때문에 양극은 90%이상의 높은 반사율을 가지는 재료를

는 방식이며 이 때 전극 구조 외에는 빛이 나오는 면적에 변화를 주

사용하며, 음극은 투과성의 소재를 사용한다. 지금까지 보고된 연

지 않기 때문에 높은 개구율을 가진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전면

구에 따르면, 양극에는 금속을 두껍게 사용하여 90% 이상의 고 반

발광 방식은 좁은 화면에서 고해상도의 특성을 필요로 하는 모바일

사 특성을 확보하고, 주로 Ag가 사용되며, 주입 특성 향상을 위해

디스플레이와 같은 중소형 디스플레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

Indium tin oxide (ITO)가 얇게 도포된다 [15]. 음극으로는 주로 Mg와

[9]

전면 발광 방식의 OLED는 하부에 강한 반사 특성을 가지도록 금

Ag의 합금을 사용하며, 이를 얇게 증착함으로써 높은 투과도와 낮은

속을 두껍게 증착하여 하부로 향하는 빛을 모두 상부 방향으로 반

면 저항 특성을 동시에 확보한다 [16]. 양쪽의 금속성 전극 사용으로 인

사시킨다. 상부에는 투과 특성을 가지는 전극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해 내부에서 반사된 빛에 의한 간섭으로 마이크로 캐비티 효과가 발

transparent conductive oxide (TCO) 적용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스

생한다. 이 때 내부의 발광층에서 생성된 발광 스펙트럼이 외부로 추

퍼터링 공정에 의한 하부 유기층의 손상으로 인해 사용이 어렵다 [10].

출될 때 나타나는 스펙트럼의 변화를 Fabry-Perot 공명계의 수식을

따라서, 낮은 면저항 및 투과 특성 확보를 위해 금속을 박막의 형태로

이용하여 아래 수식 (1)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17].

증착하여 주로 사용한다 [11]. 이 때 모든 빛이 상부로 즉시 방출되는 것
이 아닌, 일부는 투과되고 일부는 반사되는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반사
에 의한 OLED 소자 내부에서의 간섭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1)

이 현상은 수평으로 배열된 반사성의 전극 사이에 공진층이 포함
된 Fabry-Perot 공진기와 유사하며 [12], 이 현상이 수 µm 이내의 두

|Enc (λ)|2은 발광체의 스펙트럼 세기이며 캐비티 효과가 없을 때의

께인 OLED에서 발생하여 마이크로 캐비티 효과라고 부른다 [13, 14]. 마

각 파장 λ에 따른 발광 세기를 나타낸다. Ra와 Rb는 각각 하부와 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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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발광체의 위치와 빛의 반사에 의한 마이크로 캐비티 현상

전극의 반사도를 나타내며 이 때 Ra는 약 90% 이상으로 고정된 값

하지만 정면 효율 증폭으로 인한 Lambertian 분포가 깨지는 문제

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Rb의 반사도 특성 변화

가 발생하여 상대적으로 시야각 특성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 부분

가 발광 스펙트럼 변화에 큰 영향를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Φ1과 Φ

에 대한 고려를 위한 적, 녹, 청색의 광 분포 매칭을 필요로 한다.

는 상 하부 전극에서 빛이 반사되었을 때의 위상 변화에 대한 값을

2

의미한다. zi는 i번째에 위치하는 발광 지점에서의 발광체 위치에서

[20]

다음으로는 전면 발광 OLED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광학적 손실

에 대해서 알아보려 한다.

의 하부 전극과의 거리를 의미하며 θ0의 각도로 빛이 방출됨을 의미
한다. 이 때 분자에 위치한 수식의 경우 정면 기준 z 값에 의존적인

2.2 Optical loss

변화 경향성을 보이며, 이는 발광체에서 상부로 향하는 빛과 하부 전

일상에서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수 µm–mm의 범위에서 발생하

극에서 반사된 빛 간의 간섭에 의한 변화를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이

는 광학 현상과는 달리, OLED는 총 수백 nm 두께의 굉장히 얇은 두

해할 수 있다(two-beam interference term) [18]. 반면에 L값은 양쪽

께로 인해 다양한 광학 현상이 발생한다. 이 현상은 OLED의 발광

전극 사이의 거리를 의미하고, 분모는 L 값의 변화에 따라 크게 변화

층에서 발광한 빛이 외부로 나가는데 있어 도움을 주기보다는 손실

하며 이 때 양쪽 전극의 반사도 특성이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 수 있

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

다(Fabry-Perot interference term) . 이는 양 전극 사이에서 반사

인 배면 발광 OLED의 경우 내부에서 생성된 빛의 약 20%만이 외부

되는 빛 사이간의 간섭에 의한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소자의 광

로 방출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21]. 본 기고에서는, 배면 발광

학적 조건 최적화를 위해서는 위의 여러 요소들을 적절히 고려해야

OLED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전면 발광 OLED에서 어떤 종류

한다. 여기서 z와 L은 원하는 파장의 공진 조건에 따라서 변화하며

의 광학 손실이 발생하며, 손실 현상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

일반적으로 청색 (460 nm), 녹색 (530 nm), 적색 (610 nm)의 순으

명하려고 한다.

[19]

로 파장이 길어질수록 더 두꺼운 공진 조건을 가진다는 것을 수식을

그림 4(a)는 전면 발광 구조의 단면도를 각 층을 나누어 표시한 그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때 공진 조건의 차수는 두께가 증가함에 따

림이다. 이 때, 각 층에 사용된 대표적인 재료의 굴절률을 간단하게

라 1차, 2차, 3차 등으로 증가하며 필요성에 따라 적절한 조건을 적용

표시하였다.

하여 사용해야 한다.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각 재료에 의한 흡수이다. 각 유기

위의 구조를 통해서 간섭 현상의 증폭을 이용해 원하는 파장의

층의 경우에는 흡수가 거의 없지만 양쪽에 적용된 금속성 전극에서

방출 세기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으며 이 조절을 통해서 전면 발

는 높은 흡광 계수로 인한 흡수가 발생하게 된다. 이는 대략 10% 정

광 OLED의 정면 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도의 수치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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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a) 전면발광 소자의 빛 소실 경로, (b) 전면발광 소자의 빛 소실 비율

다음으로는 발광된 빛이 여러 층을 통과할 때 굴절률이 큰 재료에

앞서 언급한 손실들로 인해 오히려 배면 발광 소자(20%)보다 낮

서 굴절률이 작은 재료로 빛이 진행하는 경우이다. 여기서 임계각 이

은 약 15%의 빛만이 전면 발광 소자에서 외부로 추출될 수 있다. 각

상의 각도로 빛이 진행할 경우 전반사가 발생하게 된다. 이를 wave

각의 현상들을 개선하여 외부 추출 효율을 올리기 위해 현재 다양한

guide 현상이라고 하며 배면 소자에서는 일반적으로 유기층(n =1.8)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소자 설계 시에도 최대한 이러한 영향이

에서 유리 기판(n =1.5) 상으로 진행할 때 발생하는 organic mode,

적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유기 기판(n =1.5)에서 대기(n =1.0)로 진행할 때 발생하는 substrate
mode가 대표적이다. 이 수치는 약 40%로 소자의 효율에 큰 영향을

3. 전면 발광 OLED 소자 기술

미친다. 전면 발광 OLED의 경우 대표적으로 캡핑층(n =2.0)에서 대

전면 발광 OLED의 구조를 설계할 때에는 OLED를 구성하는 각

기(n =1.0)으로 진행할 때 wave guide 현상이 가장 활발하게 발생하

층의 두께 및 굴절률, 음극의 종류, 발광 재료 특성 등 다양한 조건을

는데, 이 현상은 각 유기층 내부에서의 굴절률 차이에 의해서도 발생

고려하여야 한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이 소자에 미치는 영향

할 수 있으며 실제로 계산 상에서 17% 정도의 수치를 보이기 때문에

과 이를 활용한 연구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에 대한 고려를 충분히 해야 한다.
상기 서술한 두가지 주요 손실 모드를 제외하고 가장 큰 영향을 미
치는 것은 표면 플라즈몬(surface plasmon) 손실이다

3.1 정공/전자 수송층

. 금속이 유

전면 발광 OLED는 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자의 두께와 발

전체와 만나게 되면 그 계면에서 금속과 유전체의 유전율 차이로 인

광층의 위치 변화에 따라 소자 효율 및 발광 스펙트럼이 변화하는 특

해 강한 분극이 발생하게 된다. 이 때, 분리된 +와 -전하가 사용된 재

징이 있다. 때문에, 앞서 언급한 수식과 보고된 논문들은 두께 조건

료의 특성에 따라 일정 진동수를 가지는 파동의 형태를 가지며 이를

이 증가함에 따라 발광 스펙트럼이 장파장 영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표면 플라즈몬 현상이라고 한다. 이 때 이 전하들의 집단 진동이 발

설명하고 있으며, 공진조건의 차수가 증가함에 따라 radiance가 감

생하는데, 여기에 일정한 파장의 전자기파가 노출될 경우 일정 대역

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4]. 이러한 공진 조건의 차수를 변화시키

의 전자기파 흡수가 발생하며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이를 표면 플라

는 방법으로 보통 정공수송층과 전자수송층의 두께를 변화시키는

즈몬 손실(surface plasmon loss)라고 하며 여기서 발생하는 손실은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림 5(a)는 정공/전자 수송층의 두께에

약 53%로 보고된다. 이 현상은 배면 발광 OLED에서도 큰 수치를 보

따라 변화된 공진 조건의 radiance변화를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공

이지만 특히 양쪽의 금속성 전극을 사용하는 전면발광 OLED에서 손

진조건의 차수가 증가함에 따라 OLED의 두께가 증가하며 radiance

실의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 많

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OLED 내부의 광학적 길이가 증

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

가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1차, 2차, 3차의 다양한 공진 조건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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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 (a) 각 공진조건 및 발광층 위치에 따른 radiance 변화, (b)–(c) 전자주입층의 굴절율 차이에 따른 OLED optical loss 변화.
(a) is adapted from M. J. Park et al. Opt. express 2014; 22; 19919-19929 [24], (b)–(c) is adapted from A. Salehi et al. Adv. Opt. Mater. 20174; 5, 1700197 [26].

중, 높은 radiance를 보이는 1차 공진 조건은 소자의 얇은 두께로 인

또한, 굴절률이 낮은 재료를 정공수송층과 전자수송층에 적용하

한 누설전류(leakage current)와 공정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

면, 공진 조건을 맞추기 위한 광학적 두께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는

반 소자 제작에 사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비교적 두꺼운 2차 이상의

발광체와 금속 전극 사이의 거리를 증가시킨다. 전극과의 거리가 늘

공진조건을 주로 적용한다. 2차 조건 기준으로, 정공수송층과 전자

어나면 표면 플라즈몬 손실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부분의 영향도 크

수송층이 두꺼운 조건 중 상대적으로 이동도가 빠르며 효율이 더 높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전자수송층 굴절률을 1.8에서 1.6으로

은 정공으로 인해 정공수송층이 두꺼운 조건을 주로 사용한다 [25].

변화시켰을 때, 표면 플라즈몬의 감소로 인해 76% 만큼 외부 양자효

두께 조건과 함께 추가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이 몇 가지 있다.

율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한 바가 있으며[그림 5(b), 5(c)] [26], 굴절률

우선, 발광 파장 영역에서 각 재료의 해당 영역에 대한 흡수가 0에

변화에 따른 효율 변화 양상을 종합하여 정리한 내용도 보고되었다

가까워야 한다. 발광 파장 영역에서의 흡수는 생성된 빛을 흡수하여

[27]

.

효율 감소를 야기시키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전극에 인접한 층에
사용되는 재료의 굴절률을 고려해야 한다. 정공주입층과 전자주입

3.2 발광 재료

층은 전극으로 사용된 음극과 맞닿는 층으로 그 계면에서 표면 플라

일반적으로 OLED의 외부 양자효율은 내부 양자효율과 외부 광

즈몬 손실이 발생하게 되며, 만약 인접한 유기층의 굴절률을 감소시

추출 효율의 곱으로 표현된다. 외부 광추출 효율은 OLED 전체 구조

키면 유전율 감소로 인한 표면 플라즈몬 손실량을 줄일 수 있다. 일

에 의해 결정되는 수치이고, 내부 양자 효율은 radiative efficiency,

반적으로 표면 플라즈몬에 대한 파수 벡터는 아래와 같은 식으로 표

단일항-삼중항 생성비율, 전하 균형을 통해 계산된다. 여기서 전기

현할 수 있다.

적 특성을 제외하고 발광체 개선을 통해 발광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
해서는 radiative efficiency와 단일항-삼중항 생성비율을 최대로 만
들어야 하며, 단일항-삼중항 생성비율 증가를 위해서는 인광 또는
(2)

thermally activated delayed fluorescence (TADF) [28]를 사용하여
이를 개선한다. Radiative efficiency 재료는 발광 효율을 나타내기

이 때, εd와 εm은 유전체와 금속의 유전율을 나타낸다. 이 식에 의

때문에 재료 설계를 통한 높은 특성의 구현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해 유전체의 유전율의 감소는 표면 플라즈몬의 파수 벡터가 감소시

발광 소재의 기본 특성을 제외하고 광학적인 특성 조절과 같이 고려

키며, 표면 플라즈몬에 의한 광 손실을 줄일 수 있다.

할 수 있는 수치는 발광 스펙트럼의 반치폭, 스펙트럼 peak, dip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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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 (a) 넓은 반치폭을 가진 재료와 좁은 반치폭을 가진 재료의 발광 스펙트럼, (b)–(c) 반치폭 변화에 따른 OLED radiance 변화. Adapted from S. K. Kim et al. J. Inf. Disp. 2020; 22; 115126 [30].

orientation 등이 있다. 먼저 dipole orientation을 조절하면 발광물

acceptor 기반의 TADF 재료가 2016년에 보고되는 등 [32] 반치폭

질의 빛 생성 효율을 상승시킬 수 있으며, 스펙트럼 peak와 반치폭

이 좁은 발광물질을 합성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

은 높은 색 순도를 가질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특성 중 특

고 있다.

히 반치폭은 마이크로 캐비티 효과가 주도적인 전면 발광 OLED에
큰 영향을 주기에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영향의 원인
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3.3 음극
전면 발광 OLED의 음극은 Ag, Al, Mg와 같은 금속을 얇게 증착하
여 사용한다. 전면 발광 OLED의 음극으로 사용하기 위한 필요조건
은 낮은 면저항과 낮은 흡수, 우수한 전자 주입특성이 있으며, 마이

(3)

크로 캐비티 효과를 활용하기 위한 적절한 반사율과 투과율이 함께
요구된다.

이때 Gint는 캐비티에 의해 강화된 결과를 총합한 값이고, Gcav는

이전부터 전면 발광 OLED에 많이 사용되었던 음극은 Mg와 Ag를

Gnoncav는 캐비티와 캐비티가 없는 구조의 증폭계수, Δλcav는 캐비티를

공증착한 구조를 많이 사용하였으며, 10:1의 비율로 도핑하였을 때

고려한 발광 파장이며, Δλem은 발광물질의 고유 발광 파장이다 . 반

합금의 형태로 우수한 전자주입특성과 면저항 특성을 가진다. 하지

치폭의 크기가 작아짐에 따라, Δλem은 감소하고 Gint는 상승하여 마이

만 Mg의 높은 흡광 계수에 의한 높은 가시광 영역에서의 흡수로 인

크로 캐비티 효과에 의한 효율상승이 더 크게 나타나게 된다.

해 소자효율이 감소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Mg와

[29]

그림 6(a)는 넓은 반치폭을 가지는 재료와 좁은 반치폭을 가지는
재료의 발광 스펙트럼을 보여주며, 그림 6(b), 6(c)는 이러한 재료를

Ag의 비율을 1:10으로 변경한 연구에서 Mg의 소량 사용으로 인한
효율 증가가 보고되었다[33].

OLED에 적용하였을 때의 radiance 변화를 계산한 그림이다. 계산

그림 7(a)를 보면 Mg의 비율이 감소함에 따라 음극이 가지는 흡수

결과, 넓은 반치폭을 가지는 재료를 적용한 그림 6(b)보다 좁은 반치

가 감소하고 있고, 그 결과 그림 7(b)와 같이 OLED 효율이 상승하는

폭 재료를 적용한 그림 6(c)가 모든 공진조건에서 높은 radiance를

것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Ag:Mg 비율이 10:1인 음극의 경우 전자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이러한 효과를 활용하여 기준

입특성과 열 안정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했으며, 이를 개선하기

소자 대비 약 30%의 효율향상을 확인한 연구가 보고된 바 있다[31].

위해 다양한 EIL을 적용하는 연구도 많이 진행되었으며 그 일환으

이렇듯 좁은 반치폭을 가진 재료를 사용하면 전면 발광 OLED의

로 기존에 사용하는 LiF 대신 LiF:Mg를 전자 주입층으로 사용할 경

효율상승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좁은 반치폭을 가지는 boron

우의 전면 발광 OLED의 주입 및 열 안정성 특성 개선에 대해 보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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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 (a) 전면발광 OLED용 음극 유닛 연구 현황, Mg:Ag 음극의 비율 별 흡수 변화, (b) OLED 효율변화, (c) UV 적용 시 Mg의 migration 특성을 확인하는 TEM 이미지, (d) Yb:LiF EIL 적용에
따른 Mg의 UV 안정성 변화. (a)–(b) is adapted from S. Kwon et al. Opt. express 2017; 25; 29906-29915 [33], (c)–(d) is adapted from S. Kwon et al. RCS Adv. 2019; 9; 42561-42568
[35].

그림8. Capping layer의 두께에 따른 각 파장[청(a), 녹(b), 적(c)]별 투과, 반사, 흡수의 변화와 (d) capping layer 굴절율에 따른 OLED 광 추출 효율변화 효율 변화. (a)–(c) is adapted from S. K.
Kim et al. J. Inf. Disp. 2020; 22; 115-126 [30], (d) is adapted from G. Z. Ran et al. J. Opt. A 2006; 8; 733-736 [38].

051

TECHNOLOGY / 고효율 전면 발광 AMOLED 구현을 위한 Micro-cavity 소자 기술
/ 글 박한언, 김동광, 이승현, 권장혁

바가 있다 [34]. 이 때 그림 7(c)와 같이 Mg의 migration 특성으로 인해

캐비티 현상이 발생하며, 이 효과를 통한 보강 간섭의 증폭을 위해

UV irradiation에서 취약한 모습이 확인되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OLED 소자의 광학적 설계가 필요하다. 또한 내부에서 waveguide

Yb:LiF를 EIL로 적용하여 Mg의 migration 특성을 제어하고 UV 안정

현상, 표면 플라즈몬, 흡수에 의한 손실 등 다양한 광 손실 현상이 발

성을 개선한 소자를 제작한 연구가 보고되어 있다[그림 7 (d)] .

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인지하고 이 현상에 대한 원인에 대해 확인

[35]

Mg:Ag (1:10) 음극 외에도, 투과도의 확보를 위해 Ag와 투명한 금

하였다.

속산화물인 MoO3를 공증착 음극으로 사용하여 Mg:Ag (10:1) 음극

정공수송층과 전자수송층은 금속의 계면에서 발생하는 표면 플라

대비 효율을 향상시켰다는 연구도 [36] 보고된 바 있으며, 높은 전도

즈몬 손실을 감소시키기 위한 저굴절율 재료의 사용과 보강간섭을

성과 낮은 흡수를 가진 순수 Ag를 음극으로 사용하여 높은 효율의

증폭시키기 위한 적절한 두께 조건을 필요로 하고, 발광층은 마이크

OLED를 제작한 연구도 보고되었다 [25].

로 캐비티 효과에 따른 효율 상승을 위한 좁은 반치폭과 높은 광 발
광 효율을 가진 재료의 사용, CPL층은 광 추출 효율 상승을 위한 고

3.4 Capping layer

굴절 재료의 사용, 마지막으로 음극층은 높은 전자주입특성과 낮은

전면 발광 OLED는 전극의 상부에 capping layer라는 층이 추가적

면저항, 흡광계수 특성을 필요로 하며, 이에 대한 다양한 개선 방법

으로 존재한다. 양 전극에서의 반사뿐만 아니라 capping layer의 계

이 보고되었다. 위 사항들을 고려한 적절한 광학 계산과 각 층의 특

면에서도 반사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적절한 두께 조건을 통한 소

성에 맞는 재료의 개발이 전면 발광형 OLED의 성능 향상과 함께 디

자의 효율 증가 관점에서 이 층의 사용이 필수적이며 광학적 최적화

스플레이 제품 개발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가 중요하다. 그렇기에 그림 8(a)–8(c)와 같이, capping layer의 두께
는 파장에 따라 달라지며, 그 두께는 소자 내부 공진조건과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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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ED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기술동향
1.서론

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도 4차 산업혁명이 가장 큰 화두로 떠오

이번 특집호에서는 가상/증강현실을 구현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르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디바이스 중 하나인 마이크로 디스플레이에 대해 간단히 설명한 후,

technologies, ICT) 분야에서 디스플레이의 역할이 크게 증가하고 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organic light-emitting diodes (OLED) 마이

으며 여기에 가상/증강현실(virtual reality/augmented reality, VR/

크로 디스플레이의 국내외 기술 동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AR) 기술의 관심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구글, 마이
크로소프트, 애플, 페이스북, 인텔 등 거대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중

2.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심으로 경쟁이 치열하며, 국내에서도 삼성전자, LG전자, SK, KT와 같

2.1.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기술

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여러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서 다양한 관련
기술을 선보이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는 세계 최고의 디스플레이 기술을 기반으로 하드
웨어/소프트웨어 기술을 융합하는 연구/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는 화면 크기 1인치 이하의 디스플레이에 광
학계를 통한 영상정보를 전달하는 기술을 뜻한다. 그림 1에서는 가
장 널리 활용되는 액정을 이용한 마이크로 디스플레이(liquid crystal
on silicon, LCoS)의 구성도를 나타내었다.

고 있다. 가상/증강현실 관련 Digi-Capital의 전망에 따르면, 2022년
글로벌 가상/증강현실 분야의 예상 시장규모는 약 1,050억 달러이
며, 특히 증강현실은 가상현실의 6배 이상 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1].
가상/증강현실 기술은 크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분야로 나눌
수 있으며, 초실감의 가상/증강현실 구현을 위해서는 고성능의 하드
웨어와 다양한 서비스 및 컨텐츠 기술이 필요하다. 특히, 사용자의
몰입감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다감각 자극 경험을 제공하고 상호
작용할 수 있는 하드웨어가 필수적이다.
그림1. LCoS를 이용한 See-Through 광학계

인간의 오감 중 시각은 가장 많은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기에
대부분의 가상/증강현실 기기는 시각 정보 제공에 초점을 두고 있다.
시각용 하드웨어는 두부 장착형(Head-mounted display, HMD) 또

마이크로 디스플레이의 경우 매우 작은 영역에 고해상도의 이

는 안경 형태로 개발되고 있으며, 사용자는 디스플레이 패널에서 나

미지를 구현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의 유리 기반 백플레인이 아닌

온 영상을 직접 보지 않고, 광학계를 통해 확대된 영상을 보게 된다.

Si wafer 기판의 complementary metal–oxide–semiconductor

따라서 영상 정보를 제공하는 디스플레이 패널의 성능은 기존의 텔

(CMOS) 백플레인을 사용하게 된다. LCoS 도 Si wafer를 사용하므로

레비전이나 모바일 기기보다 훨씬 더 우수해야 한다. 2012년도에

하부 기판이 투명하지 않아 백라이트(back light unit, BLU)가 일반

발표된 오큘러스 리프트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다양한 가상/증강현

적인 LCD와 같이 기판 뒤에 있지 않고, 디스플레이 모듈 바깥에 존

실 기기가 판매되고 있으나 스마트폰만큼 대중화가 되지 못한 이유

재하게 되며, BLU에서 나온 RGB 빛이 LCoS에서 반사되어 거울과

는 아직 가상/증강현실 기기의 디스플레이 성능이 높지 않아 사용자

반투과 반사판 등을 통해 영상을 볼 수 있게 된다.

의 피로도를 증가시키고 멀미를 유발하는 등 다양한 이슈들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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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CMOS Si 기판 위 WOLED+CF 공정 요약

표1.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종류별 주요 특징

종류

성숙도

화질

전력 효율

최대 밝기

부피 및 무게

응답 속도

HTPS LCD

High

Low-med

Med

High

Med

Low
Med

LCoS/DMD

High

Low-med

Low

Very high

Low

마이크로 LED

Low

-

-

High

High

-

OLEDoS

Med-high

High

High

Med-high

High

High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는 동작 방식에 따라 반사형(reflective), 투사
형(transmissive), 그리고 자체발광형(emissive)로 분류할 수 있다.

어 주목을 받고 있다. 표 1에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종류에 따른 특징
을 나타내었다 [2].

반사형은 반사면의 특성(굴절율, 투과도 등)을 변화시켜 가면서

위의 표에서 OLED 마이크로 디스플레이가 다른 디스플레이 모드

외부로부터 입사되는 빛을 변조시켜 광원이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에 비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LCoS 대비 우수한 화

패널 앞쪽에 존재하여 이미지를 반사시켜서 보는 형태로 LCoS와

질과 빠른 응답속도를 가지며, 백라이트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부

digital micromirror device (DMD)가 대표적이다. 투과형 마이크로

피 및 무게가 작고, 이로 인해 광학계 역시 더 간단해질 수 있다. 뿐만

디스플레이는 입사되는 광이 패널을 통과하면서 변조되는 방식을

아니라, 액정보다 사용가능 온도범위가 넓어 대부분의 군용 마이크

이용하는 것으로, 광원이 디스플레이 뒤쪽에 있게 되는 형태이며 기

로 디스플레이에도 LCoS가 아닌 OLED 마이크로 디스플레이가 적

존의 LCD와 거의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자체 발광형 마이크로

용된다. 이에 기존에 LCoS 등을 생산하던 주요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는 스스로 빛을 생성하여 별도의 광원이 불필요한 형태

업체들도 OLED를 활용하고자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수의 시제

로 OLED 마이크로 디스플레이가 가장 대표적이다. Si 기판에 제작

품을 선보이고 있다.

된 OLED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는 OLED on Si (OLEDoS)라고도 하
며, 가장 많이 개발되고 있는 백색 OLED (WOLED)를 광원으로 하고
박막봉지층을 형성한 뒤 컬러필터 소재를 R, G, B로 각각 미세 패터
닝하는 OLEDoS는 고해상도의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를 구현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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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OLED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기술
OLED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는 다음과 같은 일부 구조 및 공정 측
면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기존의 OLED 기술을 활용한다.

K-LIGHT
October 2021

먼저, 화소 크기에서 기존 OLED보다 1/10 정도로 작다. TV와 스

하고 있는 기술들을 기반으로 새로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 다만

마트폰에 사용되는 OLED 패널의 화소 크기는 약 40~300 μm인 반

OLED가 가지는 고휘도 구현의 어려움은 극복해야 할 기술로 남아

면, OLED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는 약 4~20 μm 수준이다. 글래스 기

있다.

반의 OLED 디스플레이는 low-temperature-poly-silicon (LTPS) 또
는 Oxide TFT를 사용하는 반면, OLED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는 상부

2.3 국내외 OLED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기술동향

발광형 구조로서 Si-wafer 기반의 CMOS 공정을 사용한다. 다만 스

2.3.1. Fraunhofer

마트폰과 동일한 상부 발광형 구조를 사용하지만 작은 화소 크기로

Fraunhofer사는 OLED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관련 연구를 꾸준히

인해 컬러 구현을 위한 RGB 발광층에 fine metal mask(FMM)을 이

진행해 왔으며, 제품 생산 보다는 OLED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관련

용할 수가 없어 컬러필터 소재를 미세 패터닝하여 제작하게 된다. 대

다양한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CMOS설계, OLED

형 OLED TV에서도 백색 OLED와 컬러필터 구조를 활용하지만, 배

제조 공정, 시스템 설계, 파일럿 공정, 테스트 키트 개발 등을 제공하

면 발광 TV는 수분, 산소, 고온 공정 등 컬러필터 형성이 OLED에 영

는 식이다. Fraunhofer사에서 발표한 시제품의 주요 스펙을 아래 표

향을 주지 않는 것에 비해 OLED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는 OLED에

2 정리하였다 [3, 4].

컬러필터를 구성하여야 하는 고난이도 기술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Fraunhofer사는 초창기에 단색 저소비전력 OLED 마이크로 디스

OLED를 보호하는 완벽한 박막봉지와 100도 이하의 컬러필터 소재

플레이를 주로 선보였으나, 최근 풀HD급의 초고해상도 full color 패

기술이 필수적이다. 그림 3에 풀컬러 OLED 마이크로 디스플레이의

널을 선보여 OLED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관련 다양한 기술을 축적한

일반적인 구조를 나타내었다.

것으로 보인다.

2.3.2. Sony
Sony사는OLED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관련 매우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는 시제품을 전시회 등에 출품하고 있다. Sony사에서 발표한
시제품의 주요 스펙을 아래 표 3에 정리하였다 [5, 6]
Sony는 1.25인치급 대형패널에서부터 0.5인치의 소형패널까지
다양한 패널 크기와 높은 해상도를 가지는 시제품을 선보이고 있는
그림3. 일반적인 White OLED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구조

데, CMOS 백플레인 공정과 OLED를 적용하는 기술에서 높은 완성
도를 보여주고 있다.
OLED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는 WOLED 기술과 LCD등에서 개발
된 컬러필터 소재 및 공정기술을 적용할 수 있어서, 우리나라가 선도
표2. Fraunhofer의 OLED 마이크로 디스플레이의 스펙

종류

해상도

픽셀피치 (μm)

색상

휘도 (cd/m2)

명암비

소비전력

0.6” Bi-directional

800 × 600

16 × 16

24 bit, full color (RGBW)

250

-

-

0.19” Ultra-low power

304 × 256

12 × 12

4 bit, monochrome Green

>1,000

>10,000:1

1–3 mW Tvp.

0.16” Ultra-low power

304 × 128

12 × 12

4 bit, monochrome Green

>1,000

>10,000:1

1–3 mW Tvp.

0.15” Ultra-low power

720 × 256

5×5

1 bit, monochrome Green

>1,000

>10,000:1

1–3 mW Tvp.

1” WUXGA

1920 × 1200
+ 20 extra lines &
columns

11 × 11

24 bit, full color (RGBW)

300

>100,000:1

200 mW @300 cd/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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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Sony OLED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스펙

종류

해상도

픽셀피치 (μm)

색상

휘도 (cd/m2)

명암비

소비전력

0.5” Bi-directional

1280 × 960

2.6 × 7.8

full color

1,000

>100,000:1

310 mW @60 fps 200 cd/m2

1.25” WQXGA

2560 × 1600

3.5 × 10.5

full color

200

>100,000:1

-

0.5” UXGA

1600 × 1200

6.3

full color

2,000

>100,000:1

310mW @60 fps 200 cd/m2

표4. eMagin OLED 마이크로 디스플레이의 주요 스펙

종류

해상도

픽셀피치 (μm)

색상

휘도 (cd/m2)

명암비

소비전력 (mW)

0.47” VGA

640 × 480

15

full color

750–800

>10,000:1

<125
<200

0.61” SVGA+

352 × 600

15

full color

200

>300:1

0.5” UXGA

1600 × 1200

12

full color

150

>10,000:1

<180

0.86” WUXGA

1920 × 1200

9.6

full color

150

>10,000:1

<350

1.06” 2Kx2K

2048 × 2048

9.3

full color

500

>100,000:1

-

표5. Kopin OLED 마이크로 디스플레이의 주요 스펙

종류

해상도

픽셀피치 (μm)

색상

휘도 (cd/m2)

명암비

소비전력 (mW)

0.99” 2Kx2K

2048 × 2048

2.88 × 3.64

full color

150

>3,000:1

<500

Sony는 1.25인치급 대형패널에서부터 0.5인치의 소형패널까지

2.3.4. Kopin

다양한 패널 크기와 높은 해상도를 가지는 시제품을 선보이고 있는

Kopin사는 웨어러블 헤드셋 관련 다양한 제품 및 기술을 개발

데, CMOS 백플레인 공정과 OLED를 적용하는 기술에서 높은 완성

하는 미국 업체로 백플레인 설계에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기존의

도를 보여주고 있다.

LCoS 사업 기반으로 OLED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관련 연구도 진행
하고 있다. Kopin의 OLED 마이크로 디스플레이의 주요 스펙을 아래

2.3.3. eMagin

표 5에 정리하였다 [9].

eMagin사는 1996년에 설립되어 OLED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분

Kopin사는 최근 중국의 OLiGHTEK, BOE, Goertek 사와 협력을

야를 꾸준히 연구해 온 미국의 기업이다. 다양한 마이크로 디스플

진행하고 있으며 OLED 마이크로 디스플레이용 FAB을 위해 중국

레이 개발 제품군을 가지고 있고, 주로 군용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Kunming시에 $200 M을 투자할 계획이다.

eMagin사의 OLED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주요 스펙을 아래 [표 4]에
정리하였다 [7, 8].

2.3.5. 국내 기업 및 기관

eMagindms 사는 기존의 OLED 마이크로 디스플레이와 다르게

국내에는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관련 업체가 많지 않다. 라온텍 사

RGB OLED발광층을 직접 패턴하여 컬러 필터 없이도 Full color를

가 국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LCoS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OLED 마이

구현하였는데, 컬러 필터가 없기 때문에 더 높은 휘도를 낼 수 있고,

크로 디스플레이의 개발을 진행하는 기업은 있으나 제품화 등 사업

효율도 증가시킬 수 있다. OLED 마이크로 디스플레이의 가장 큰 문

을 진행하는 기업은 국내에 없는 실정이다.

제 중 하나인 휘도 문제 개선 가능성을 eMagin이 출원한 초미세패턴
가능 마스크 및 증착 관련 특허를 통해 기대해 볼 수 있다.

한양대는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관련 연구를 1990년대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ETRI는 1994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OLED
관련 연구를 기반으로 2016년 군사용 OLED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058

K-LIGHT
October 2021

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2018년에 국내 최초로 SXGA급 단색 OLED

삼성전자는 2011년도 International Display Workshops (IDW)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를 SID 2018 및 IMID 2018 전시회에 전시하였

학회에서 full color OLED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를 발표하기도 하였

으며, 최근에는 2300 PPI급 해상도를 가지는 패널 시제품을 제작하

으나 양산화 하지는 않았다. 최근 LG Display에서는 휘도 4,000 nit

여 나노코리아 2021 및 IMID 2021에 전시하였다(그림 4).

이상, 3500 PPI급 해상도를 가지는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패널 시제
품을 제작하여 SID 2020에서 발표하였다. 국내 OLED 마이크로 디
스플레이의 주요 스펙을 아래 표 6에 정리하였으며 [10, 11] 최근 발표된
기술정보를 기반으로 한 성능지표도 표 7에 요약하였다.

3. OLED마이크로 디스플레이 기술의 미래와 결론
3.1.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기술의 확대
글로벌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사업현황은 기업의 다양한 패널기술
검토와 사업화에 대한 본격적인 움직임으로 말할 수 있다.
마이크로 디스플레이의 대표적인 개발주자인 애플은 최근 아이
폰과 맥북으로 대표되는 사업영역을 가상증강현실기기를 추가하고
자 하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일본의 소니와는 2020
년부터 사업화를 위한 개발 협력을 진행하고 있고, 국내의 패널 기업
및 세트 기술을 보유한 기업과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그림4. ETRI의 CMOS Si 기판 및 패널 이미지

표6. 국내 OLED 마이크로 디스플레이의 주요 스펙 (2020년)

종류

해상도

픽셀피치 (μm)

색상

휘도 (cd/m2)

명암비

0.6” XGA(Samsung)

1024 × 768

12 μm

Full color

235 cd/m2

-

소비전력
<500

0.7” SXGA(ETRI)

1280 × 1024

3.6 μm × 10.8 μm

Monochrome green

460 cd/m2

25935.3:1

232(at 400 cd/m2, 60 Hz)

표7. OLEDoS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개발 성능 지표 (2021년)

Epson VM-40

Kopin Lighting
2K

Sony ECX335S

eMagin 2K

LG Display

OLiGHTEK

ETRI

Size (inch)

0.453

0.99

0.71

1.07

0.42

0.41

0.8

Resolution

1920 × 1080 FHD

2048 × 2048

1920 × 1080 FHD

2072 × 2072

1280 × 720 HD

800 × 480 WVGA

1920 × 540

Aspet ratio

16:9

1:1

16:9

1:1

16:9

5:3

32.9

Contrast ratio

500,000:1

10,000:1

100,000:1

100,000:1

-

-

-

Pixel size (um)

5.22

8.7

8.2

9.3

-

-

10.2

Pixel density (ppi)

4,862

2,925

3,102

2,730

3,496

-

2,493

Luminance (nit)

1,000

1,000

3,000

250

>4,000

-

600

Color gamut

NTSC 90%

NTSC 70%

-

sRGB 70%

DCI>97%

-

-

Color gamut
(wrt sRGB)

127%

98%

110%(추정치)

70%

131%

-

-

Refredsh rate (Hz)

60

120

-

120

-

-

60

Remark

2020.10월 발표

Not available

-

저시력과제 기준

개발 모델은 더 우
2018년 기준
Direct patterning
수한 성능 지표를 (신제품 발표 안하
기술 양산화 중
나타냄
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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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 글로벌 사업현황

져 있는데 그 중 세계 최고의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LG Display와도

한 사례가 없다. 이제라도 관심과 투자가 집중된다면, 우리나라가 독

다양한 기술논의를 진행 중이며, LED기반의 개발을 추진 중인 삼성

보적인 위치에 오를 수 있을 것이며 신규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전자와도 꾸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미래 기술 중 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로 컬러필터 기술을 뛰어넘는 고해상도 마스크 기술을 기반으로 하
는 한국 A사의 OLED 공정기술개발에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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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 가설로부터 연구가 진행되어야
- 찰스 샌더스 퍼스(Charles Sanders Peirce)의 가추법 다시 생각하기

1. 들어가며 : 연구과정과 연구결과물 간의 분열

개념에 따라 서술된다. 이에 따라 연구과정에서의 가설추리법에 입

“저는 빛 투과율이 오늘 먹은 야채스프와 관련이 있다고 상상해 봅니다.”

각한 방법론은 연구결과물의 연역법, 귀납법의 형태의 서술로 돌연

연구실에서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놓는 자리가 있

바뀌어 버린다. 그 과정에서 좌충우돌하면서 이리저리 헤맸던 과정

다. 참신한 가설, 기발한 아이디어, 엉뚱한 상상력 등을 발휘해서 연

은 모두 사라지고 원래부터 결론은 그거였다는 식의 서술에 따라 연

구의 방향성을 이리저리 바꾸어보는 과정이다. 이러한 브레인스토

구결과물이 제출된다. 결국 자유로운 연구풍토는 연구결과물인 논

밍 과정은 연구 자체가 이미 나와 있는 답을 검출하는 하나 마나한

문에 종속되는 연구가 아니라, 보다 더 모험적이고 도전적으로 연구

이야기를 하는 과정이 아니라, 미지의 것을 탐색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정을 설계함으로써 만들어지는 것이다.

필수적이다. 떠나기 전에 결과가 이미 나와 있는 관광이 아니라, 미
지의 곳으로 향하는 여행을 하기 위해서이다.

2. 연역법과 귀납법, 그리고 가추법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모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따뜻한 연구풍

가추법(abduction)은 귀추법 혹은 가설추리법으로도 불리며 찰

토의 마련이 필요하다. 다소 엉뚱한 의견이라고 하더라도 수용하여

스 샌더스 퍼스(Charles Sanders Peirce)가 창안한 이론적 방법론이

입증하려는 시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옳다/틀리다’에

다. 전제에 결론이 이미 나와 있는 연역법(deduction)이나 근거의 양

의해서 결정되는 경성과학(hard science)의 전통보다 ‘다르다’를 수

적 확장으로서의 결론을 도출하는 귀납법(induction)이 아니라, 가

용하는 연성과학(soft science)의 전통이 필요하다. 경성과학의 경우

정 자체를 통해서 결론으로 지도제작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식을

에는 칼 포퍼(Karl Popper)의 반증가능성(Falsifiability)이라는 개념

의미한다. 이는 참신한 가설이 설명력을 갖추고 있다면 일단 이론으

으로도 드러나는데, 원인과 결과, 문제제기와 대답 사이를 딸깍 하며

로 인정하면서 추론과 추리를 전개하여 이를 지도제작하는 방법론

인과론적으로 맞출 수 있는 열쇠개념이 있다는 방식의 논증이다. 반

을 의미한다. 가추법에 대해서 접근하기 어렵다고 느낀다면, 연역법

명 연성과학은 하나의 문제제기에 대답이 여러 개일 수도, 모두가 대

과 귀납법부터 차근차근 비교하면서 점검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답일 수도, 대답이 없을 수도 있다는 관점에서 원인과 결과, 문제제

연역법은 “까마귀는 새다”라는 명제처럼 전제에 결론이 포함되어 있

기와 대답 사이에 지극함 개념이 들어가는 과정형적이고 진행형적

기 때문에 항상 참일 수밖에 없다. 반면 귀납법은 “까마귀는 검다”라

인 면모가 드러난다. 오히려 반증가능성이 높을수록 지식체계에 기

는 근거의 양적 확장을 통해서 결론으로 향하기 때문에 개연성의 여

여하는 면이 있다는 점에서 잘 실패하도록 하는 것이 연성과학의 전

부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에 비해 가추법은 “까마귀는 공룡

통이다.

의 후예가 아닐까?”라는 방식의 참신한 가설을 제시하여 지도제작하

연구과정이 참신한 가설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연구결과물을 발

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표할 때는 논문을 써야 하기 때문에 인과론적인 이론과 법칙의 서술

근대 시기의 대륙의 합리론과 영국의 경험론의 대립은 사실은 논

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연구과정에서 이리저리 상상력을

의의 시작점에 불과하다. 칸트에 의하면 대륙의 합리론인 스피노자,

발휘하면서 지극함 개념을 발휘했던 것들이 사라지고, 하나의 열쇠

데카르트, 라이프니츠 등의 논거들은 대부분 연역법이 갖고 있는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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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적(a priori)이면서도 분석적인 명제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합리

과 사고실험을 더욱 요구하는 연구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되

론에서 선험적이라는 것은 법칙과 이론이 미리 주어져 있고 내장되

면 연구과정은 무척 재미있어진다. 뭔가 새로운 혁신의 바람이 연구

어 있다는 얘기이고, 분석적이라는 얘기는 동어반복적인 토톨로지

실에서 감돌 수도 있다. 연구자간의 위계 역시도 상당히 불식될 것이

(tautology)로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이다. 반면 칸트에 따르면 영국

다. 젊은 새로운 바람이 환영된다. 기존 연구에 짓눌리지 않는 젊은

의 경험론은 흄, 로크, 버클리 등의 인물로 구성되며 그 논거는 대부

연구자의 제안과 가설이 환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분 귀납법이 갖고 있는 후험적(a posteriori)이며 종합적인 명제로 이
루어졌다고 한다. 경험론에서 후험적인 것은 법칙이 아닌 경험상의

4. 나가며 : 경성과학에서 연성과학으로

습관과 반복으로 이루어져 있고, 종합적이라는 말은 분석적인 것이

우리는 ‘틀리다’가 아닌 ‘다르다’가 존중되는 연성과학적 전통이 아

정보의 양을 늘리지 않는 동어반복인데 비해 정보의 양이 늘어난 것

카데미에서도 또 교육과정에서도 싹 트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근

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사실 이러한 법칙과 이론의 합리론과 경험론

대적인 경성과학은 ‘질문과 대답’, ‘원인과 결과’, ‘근거(ground)와 정

에 대한 칸트의 정리는 다소 고루하고 도식적이다. 뭐 새로운 것 없

의(definition)’, ‘입구와 출구’의 대칭성과 선형성에 입각하여 열쇠개

을까?

념을 제시하면서 전문가들의 권위를 증대시켜 왔다. 그러나 연성과
학은 근거와 정의, 입구와 출구, 원인과 결과 사이가 비대칭적이고

3. 가추법의 도전과 시사하는 바
어려운 근대철학 수업 시간에 졸음이 오는 것은 당연하다. 생각
과 사고실험을 통해 뭔가 알 듯 말 듯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추

비선형적이기 때문에 엄청난 시행착오와 지극함이 필요하며 더욱
노력하면서도 참신한 가설을 만드는 혁신적인 연구자들을 배태하고
있다.

법은 완전히 다른 장을 개방한다. 현실이 복잡계이기 때문에, 근거

연구실에서 재미있게 연구하는 방법에는 연구실 자체가 블랙박스

(ground)와 정의(definition)을 인과론적으로 일치시킬 수 없다는

처럼 폐쇄 환경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복잡계로서의 현실을 더욱 참

바로부터 시작한다. 하나의 인과관계가 아닌 다양한 상관관계가

신한 경로로 관계 맺을 수 있는 장이 된다면 가능할 것이다. 연구를

작동하는 복잡계에서 하나의 정의가 모든 이론과 법칙을 장악하는

마치고 피자파티 한번 하면서 여러 가지 상상력을 발휘하며 참신한

세상은 없다. 다양한 정의와 모델이 가능하기 때문에, 참신한 가설

가설을 세우는 젊은 연구자의 모습을 어쩌면 혁신적인 연구의 토양

은 환영될 수밖에 없으며 일단 설명력을 갖춘다면 모두 이론으로

이 마련되고 있다는 증거이다. 더 지극하게, 더 치열하게, 더 참신하

긍정되는 포용적인 연구풍토가 생긴다. 엉뚱한 상상력은 환영된

게 연구가 진행된다면 출근길에 다리가 그렇게 무겁지만은 않을 것

다. 일단 가설을 세우면 이를 입증하려는 노력 역시도 필요하기 때

이다. 한번 상상해 보자. 연구과정에서 엄청난 상상력을 발휘하는 혁

문에 지극함이 요구된다.

신적인 젊은 연구자의 모습을 말이다. 그것이 바로 광학회의 미래일

이런 점에서 가추법은 복잡계 이론으로 나아간 현대의 과학풍토

것이다.

에 가장 최적화된 방법론이다. 연구과정은 더욱 상상력이 넘치고 치
열하고 지극해진다. 반증 가능성에 따라 실패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
지 않는 풍토도 필요하다. 잘 실패하면 되는 것이다. 연구결과물인
이론과 법칙에 종속되지 않는다면, 미리 논문을 염두에 두고 결론을

저자소개

내 놓고 연구를 시작할 필요도 없다. 거대한 실험과 실천이 앞에 기
다리고 있고, 모험가와 도전가, 혁신가들이 연구자가 된다. 가추법은

신승철

근대를 넘어선 복잡계 과학의 선도적인 방법론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철학박사, 생태적지혜연구소협동조합(www.ecosophialab.com) 이사

기존 연구를 레퍼런스로 삼아 그것에 기댈 필요도 있다. 그러나 더

장, 저서로는 『묘한 철학』(2021), 『지구살림, 철학에게 길을 묻다』(2021),
『생태계의 도표』(2020), 『구성주의와 자율성』(2017) 등이 있다.

그것을 넘어서는 참신한 것이 필요하다. 다소 엉뚱하더라도 상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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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CH 나노스케일
포토닉스 및 통합 생산 연구실

그림1. POSTECH 나노스케일 포토닉스 및 통합 생산 연구실 단체사진

들어가며

오늘날에 이르러 광특성을 활용한 나노기술은 새로운 광원 혹은

오늘날 나노 기술은 첨단산업을 이끌어가는 미래유망신기술인

측정도구 개발에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나노 영역에서의 새

6T(BT, IT, ET, NT, ST, CT)의 기반 기술로써, 융합 산업을 선도할 핵심

로운 광학적 특성이 계속하여 발견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

기술로 분류됩니다. 나노 기술은 물질이 나노 크기에서 기존의 물질

지만 광특성을 활용한 나노 기술은 현재 낮은 생산성 때문에 기초과

과 전혀 다른 특성을 나타내는 점을 활용하여 나노 영역에서의 원자

학 이상의 단계인 상용화 단계까지는 활용되기 어렵다는 문제를 안

와 분자의 배열을 제어, 소자 및 소재의 시스템 특성을 다르게 할 수

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나노 기술의 이러한 성질은 화학적, 물리적 특성을 제어하

POSTECH 나노스케일 포토닉스 및 통합 생산 연구실에서는 현재

여 전자 통신, 재료, 의료, 생명공학 등에 활용하는 데에 쓰이고 있으

의 낮은 생산성 문제를 새로운 공정 과정의 개발을 통해 극복하고,

며, 그 중에서도 광학적 특성을 개발하고 제어하는 것은 다양한 영역

나노 단위에서의 광학적 특성 발견 및 응용을 위해 메타물질에 대한

에서 활용될 수 있어 현재 주목받고 있는 연구 주제입니다.

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메타물질은 그 구조의 형태와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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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동영상 홀로그래픽 메타표면: 다중 궤도 각운동량 기반 홀로그램 생성. Reprinted from H. Ren et al. Nat. Nanotech.; 15; 948-955 [1]

주기적(periodic) 혹은 준주기적(quasi-periodic) 배열 등에 따라 자

를 수행 중입니다. 대표적인 성과로는 수직형 하이퍼볼릭 메타물질

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광학적 유효 물성을 나타내는 인공물질로, 기
존 광학 소자의 기능성 향상 및 초소형화, 새로운 광학 시스템으로의
활용이 기대됩니다. 본 연구실에서는 메타물질을 통해 새로운 광학
적 특성 발견 및 측정, 입사광 제어 기술의 응용, 그리고 낮은 생산성
극복을 위한 대면적 공정 기술의 확립을 목표로 연구를 수행 중에 있
습니다. 각 연구분야에 대해 소개 드리겠습니다.

메타물질 분야: 메타물질 분야에서는 새로운 광학적 특성 발견 및
측정을 위해 하이퍼볼릭(hyperbolic), 카이랄(chiral), 딥러닝(deep
learning) 기반 메타물질에 대한 개발 및 연구와 함께 동영상 홀로그
래픽 메타표면 제작 등의 입사광 제어 기술의 응용, 대면적 공정 기
술을 위한 나노임프린트 관련 공정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를 수행 중
입니다.

메타물질 개발 분야: 메타물질 개발 분야에서는 여러 광학 시뮬레
이션 프로그램(COMSOL, FDTD, RCWA 등)을 이용하여 나노 광특
성을 개발하거나, 딥러닝에 기반하여 최적화된 메타물질 구조체 조
성을 찾아 아직 발견되지 않은 광학적 특성을 발견 및 측정하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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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딥러닝 기반 메타물질 최적화 과정 및 카이랄 플라즈모닉 인공 구조체 구조 실현
Reprinted from S. So et al. ACS Appl. Mater. Interfaces; 11; 24264-24268 [2] and H. E.
Lee et al. Nature; 556; 360-36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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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해 기존 적층형 하이퍼볼릭 메타물질에 비해 수천 배 이상 강
화된 광스핀홀 효과를 실현한 것과, 카이랄 플라즈모닉 인공 구조체
를 금 나노입자를 통해 구현하고, 구조물의 각도를 조절해 다양한 색
채 조절을 실현한 것이 있습니다. 또한 향후 이러한 원리들을 첨단산
업 분야에 적용/확장해 나가는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메타물질 응용 분야: 메타물질 응용 분야에서는 입사광 제어 기술
의 응용, 낮은 생산성 극복을 위한 대면적 공정 기술의 확립에 중점
을 두어 연구를 수행 중입니다. 입사광 제어 기술은 입사광의 진행
방향뿐만 아니라 진폭, 위상까지 조절할 수 있는 기술로, 메타표면
홀로그램, 초소형화 라이다 연구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본 연구단은 외부 자극에 반응하여 이미지가 달라지거나 동영
상 재생이 가능한 메타 홀로그램 기술을 실현하였고, 초소형화 라
이다에 대한 가능성을 검증하였습니다. 또한 새로운 대면적 공정
기술의 개발이라는 최종적인 목표를 위해 입자 삽입 레진(particle
embedded resin), 나노임프린트 공정을 개발하여 대면적 메타렌즈
제작을 실현하였습니다. 이는 현재의 전자빔 리소그래피를 활용한
공정 과정에 비해 메타표면을 빠르게 생산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닫으며
나노 기술은 6T와 같은 차세대 첨단산업뿐만 아니라, 화학이나 물
리학 등의 기초과학 기술의 기반 산업으로써, 이들의 기술적 진보를
가져올 혁신 산업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본 연구실은 나노 기술 중에서도 광학적 특성을 기반으로 하는 광
특성 나노 기술을 메타물질의 개발 및 응용을 통해 연구하고 있습니

그림4. 입사광 제어 기술 응용 메타표면 홀로그램, 초소형화 라이다 기술 및 나노 임프린팅
공정으로 실현한 대면적 메타렌즈 Data from I. Kim et al. Adv. Mater. 32; 2004664 [4], I.
Kim et al. Nat. Nanotech; 16; 508-524 [5], and G. Yoon et al. Nat. Commun; 11; 2268 [6]

다. 카이랄 플라즈모닉 인공 구조체 및 메타표면 홀로그램 제작, 그
리고 대면적 메타표면 공정 기술 등의 연구 성과는 광특성 나노 기술
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메타물질에 대

참고문헌
[1] H. Ren, X. Fang, J. Jang, J. Bürger, J. Rho, and S. A. Maier, “Complex-amplitude metasurface-based
orbital angular momentum holography in momentum space,” Nat. Nanotech. 15, 948-955 (2020).
[2] S. So, J. Mun, and J. Rho, “Simultaneous inverse design of materials and structures via deep

한 원천기술의 확보는 나노 기술 산업에서 광특성을 활용할 수 있는

learning: demonstration of dipole resonance engineering using core–shell nanoparticles,” ACS Appl.
Mater. Interfaces 11, 24264-24268 (2019).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경쟁력 확보 및 시장 선점에 큰 역할을 할

[3] H. E. Lee, H. Y. Ahn, J. Mun, Y. Y. Lee, M. Kim, N. H. Cho, K. Chang, W. S. Kim, J. Rho, and K. T.
Nam, “Amino-acid- and peptide-directed synthesis of chiral plasmonic gold nanoparticles,” Nature

것으로 기대되며, 본 연구단은 더 나아가 메타물질 연구 상용화 단계

556, 360-365 (2018).
[4] I. Kim, M. A. Ansari, M. Q. Mehmood, W.-S. Kim, J. Jang, M. Zubair, Y. K. Kim, and J. Rho, “Stimuli-

를 앞당기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에 여

responsive dynamic metaholographic displays with designer liquid crystal modulators,” Adv. Mater.

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5] I. Kim, R. J. Martins, J. Jang, T. Badloe, S. Khadir, H. Y. Jung, H. Kim, J. Kim, P. Genevet and J. Rho,

32, 2004664 (2020).
“Nanophotonics for light detection and ranging technology,” Nat. Nanotechnol. 16, 508-524 (2021).
[6] G. Yoon, K. Kim, D. Huh, H. Lee, and J. Rho, “Single-step manufacturing of hierarchical dielectric
metalens in the visible,” Nat. Commun. 11, 226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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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CELLANY / 광학회 동정

제2회 양자센서 여름학교 개최

제2회 양자센서 여름학교가 지난 8월 25일(수) ~ 8월 27일(금) 온

양자 전기 동력학”이라는 내용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였다.

라인으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양자센서 여름학교는 양자센서 인

이번 여름학교에는 대학, 기업, 연구소 등에서 124명이 등록하여

력양성 연구센터가 주관하고 한국광학회 양자광학 및 양자정보분

양자정보과학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특히 3일 동안 약 80

과가 공동주관하였으며, 양자센서와 양자디바이스의 주요 개념들을

여 명이 계속하여 강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발히 질문을 던지

강의 형태로 제공하였다.

는 등 강연에 활기를 더했다.

강연 첫째 날에는 부산대학교 문한섭 교수가 “원자기반 양자 광

이러한 제2회 양자센서 여름학교의 성공적인 개최에 힘입어 동계

원 생성과 양자센서”를 주제로, 둘째 날은 고려대학교 이동헌 교수가

기간 동안 “양자센서 겨울학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에 많은 관심

“고체 점결함(다이아몬드 NV 센터) 기반 양자센서”, 그리고 마지막

을 부탁드리고자 한다.

셋째 날에는 UNIST 김제형 교수가 “양자점 기반 양자 광원 생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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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2021 양자정보 학술대회 개최

제4회 양자정보 학술대회가 2021년 7월 29일(화) ~ 7월 30일(수)

여 양자정보과학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특히 2일 동안 약

동안 서울 서초구의 the K-호텔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성황리에 개최

180여 명이 계속하여 강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기조강연에는

되었다. 양자정보 학술대회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한 양자주간에 “한

양자정보 분야에 관심이 많은 학부생 등이 활발한 질문으로 강연에

국광학회, 양자광학 및 양자정보 분과”가 주최하고, 양자정보과학기

대한 큰 관심을 보여주었다.

술연구회, 서울대학교 응용물리연구소, 성균관대학교 양자정보지원
센터, 서강대학교 양자기술 국제공동연구단이 공동주최를 하였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양자컴퓨터, 양자센서, 양자통신, 양자정보 기
초강연을 주제로 튜토리얼 5편, 초청발표 8편, 기조강연 1편과 초청

금번 학술대회에서는 COVID-19 전염병 사태로 인하여 일반 발표
자의 포스터 세션이 진행되지 못해 아쉬운 점이 남았으나, 제5회 양
자정보 학술대회는 전염병이 종식된 후 정상적으로 개최되어 연구
자들의 활발한 토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강연들로 진행되었고, 대학, 기업, 연구소 등에서 236명이 등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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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학술회의
2021년 11월 17일(수)~18일(목)
2021년 12월 1일(수)~3일(금)
2022년 2월 16일(수)~18일(금)

2021 차세대리소그래피 학술대회 (NGL 2021)

평창 알펜시아 컨벤션센터(온/오프라인)

Photonics Conference 2021 (PC 2021)

평창 알펜시아

제33회 한국광학회 정기총회 및 2022 동계학술발표회

DCC대전컨벤션센터

국제학술회의
21/11/04
~21/11/06

SPIE Advanced Biophotonics Conference 2021 (SPIE ABC 2021)

한국광학회

SPIE/ABC

OPTICAL SOCIETY OF KOREA

Paradise Hotel, Busan, Korea

+ 한국광학회

회/원/가/입/안/내
사단법인 한국광학회 회원은 홈페이지 회원, 일반회원(학생/정회원), 단체회원으로 구분되며 이 외에도 기업체를 위한 산
학협력프로그램 가입사가 있습니다. 회원 가입은 한국광학회 홈페이지(http://osk.or.kr)를 통해 가능합니다.

1. 홈페이지 회원
- 개인 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할 필요가 없는 한국광학회 홈페이지 회원과 연회비 납부 의무가 있는 한국광학회 정식 회원 (정회원/학생회원)으로 구
분됩니다. 그러나 홈페이지 회원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학술지/발표논문 검색과 광 전문가 활동, 회원 조회 등 학회의 유용한 회원 지원 서비스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2. 일반회원
- 학생회원 : 2년제 대학 이상에서 광학 및 관련 분야를 수학하고 있는 자
- 정 회 원 : 광학에 관심을 가진 개인으로 4년제 대학과정을 수료한 후 광학 및 관련 분야에서 연구 혹은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2년제 대학을
이수한 후 광학 및 관련 분야에서 연구 혹은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자 또는 연구 혹은 실무경력이 위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것으로 이사회에서 인
정되는 자

3. 단체회원
- 학교, 도서관, 연구소 기타 비영리 학술단체 또는 기관
- 연간 6회 발행되는 국문지(한국광학회지), 영문지(Current Optics and Photonics, COPP)와 광융합분야 매거진(K-LIGHT)을 보내드립니다.

4. 산학협력 프로그램(Industrial Affiliates Programs, IAP) 회원
- 뒷 페이지의 산학협력 프로그램 안내 및 가입신청서 참조

한국광학회

OPTICAL SOCIETY OF KOREA

+ 한국광산업진흥회

회/원/사 가/입/안/내
가입대상
한국광산업진흥회 설립취지와 목적 및 정관에 동의하며 현재 광산업체를 운영 중에 있거나,
광산업에 관심이 있어 본회의 회원사로 가입을 희망하시는 업체)

회비_
입회비
-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
→ 부과기준 (만원) : 대기업 200, 중기업 100, 소기업 50
→ 입회비의 납부는 회원사 가입신청서 제출 시 본회에서 납입계좌를 안내하며, 입회비는 회원사 가입시 1회만 납부

연회비 : 전년도 법인결산 결과 총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
매출액
(억원)

~10
미만

10~20
미만

20~50
미만

50~70
미만

70~100
미만

100~200
미만

200~500
미만

500~
1,000미만

1,000~
3,000미만

3,000
이상

연회비
(만원)

80

100

140

200

280

350

420

600

1,200

3,400

연회비 면제 및 경감 기준
1. 기본원칙 : 총매출액 기준
2. 연회비 면제 : 광산업체를 신규로 창업한 회원사로서 매출이 없는 경우, 창업 당해년도에 한해서 면제
3. 연회비 경감
- 연회비를 연납(일시납)할 경우 연회비 10% 감면
- 광산업과 타업종이 혼합되어 있는 회원사
전체 매출액으로 연회비를 산정한 후 광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거 경감
→ 전체 매출액 중 광매출액 비율이 30% 미만인 경우 : 50% 감면
→ 전체 매출액 중 광매출액 비율이 30% 이상 50% 미만인 경우 : 30% 감면
- 광산업체로서 총매출액이 2,000억원 이상인 회원사 중 다수의 사업자 단체에 중복하여기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회원사
→ 1~3개 협회 가입회원 : 40% 범위내 경감
→ 4개 이상 협회 가입회원 : 50% 범위내 경감
- 매출액 비율과 타 협회 중복가입에 따른 경감 등 이중경감은 적용 배제
- 상기 기준에 의하여 경감시, 최소 연회비 기준 이하 경감 불가

◆ 회원사는 한국광산업진흥회 발전을 위해 회비 이외에 찬조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가입문의
• 한국광산업진흥회 정책기획부 김현호 팀장
• 전 화 : 062-605-9611 E-mail : h2k1103@kapid.org

한국광산업진흥회

KOREA ASSOCIATION FOR PHOTONICS INDUSTRY DEVELOPMENT

K-LIGHT 광고 및 구독 안내

K-LIGHT가 한국광학회와 한국광산업진흥회의 공동발간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K-LIGHT는 국내 광학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편집위원들이 최신 기술 동향과 정책, 뉴스를 여러분께
제공하며, 한국광학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광고게재를 희망하시는 업체는 한국광학회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분

금액

표지 4

신청불가

표지 3

1,000,000원(부가세 별도)

표지 2

1,000,000원(부가세 별도)

내 지

A4 1쪽 / 800,000원(부가세 별도)

내지1

표지2

정기구독 및 광고문의
02-3452-6560
osk@osk.or.kr

표지3

표지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