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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마이크로 혹은 나노구조물을 이용한 구조색

(structural coloring) 분야는 화학적인 안료나 염료의 

사용없이 색상을 구현하는 기술 분야로서 환경 및 

비용 문제를 제거한 무도장(non-plating) 색 구현이

라는 관점 하에 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

다. 구조색의 발색 원리는 미세구조물에 의한 빛의 

다중간섭과 회절 그리고 산란 등의 메커니즘에 의해 

발현하는 것으로서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단위구조

에 의해 특성을 나타내게 된다[1]. 구조색을 구현하

기 위한 종래의 전자빔 리소그래피(E-beam lithog-
raphy)와 FIB-CVD와 같은 일반적인 Top-down 방식

의 공정은 수율이 낮고 대면적 적용의 한계를 가지

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알루미늄 양극산화 공정

(AAO)과 핫엠보싱공정(hot embossing)을 이용한 

Bottom-up방식의 간단한 공정을 적용하여 다양한 

크기를 갖는 주기적인 나노구조물을 제작하고 임의

의 구조색을 구현하여 종횡비와 직경에 따른 영향을 

검증하였다[2.3]. 또한 마이크로 나노 구조를 갖는 

표면제작을 통해 빛이 인가되는 각도에 따라 상이한 

색을 나타내는 무지개색(iridescent structural color)
을 구현하였으며 나노구조물의 유무에 따른 색상구

현의 특성을 실험을 통해 검증하였다

2. 나노 구조물 성형을 위한 몰드 제작

구조물의 크기에 따른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AAO공정을 이용하여 성형몰드

(mold)를 제작하였다. 균일한 나노구조물을 제작하

기 위하여 2회에 걸칠 양극산화공정을 수행하였으

며  2차 양극산화공정의 시간제어와 포어 와이드닝 

공정(pore widening)을 통해 종횡비와 직경이 제어

된 몰드를 제작하였다. 성형몰드는 나노구조물의 

크기에 대한 구조색 효과를 확인하고 색도(color in-
tensity)를 향상시킬 수 있는 형상 조건을 도출하기 

위하여 종횡비가 1이하인 몰드와 1이상인 몰드를 각

각 제작하였다

3. 성형을 통한 광특성 평가

제작된 성형몰드를 이용하여 본 연구진은 

PMMA 표면에 상기 몰드를 이용하여 핫엠보싱공정

을 수행하였으며 나노구조물이 성형된 표면에 대한 

광특성을 평가하였다. 그림. 1(a-f)는 앞서 제작된 성

형몰드를 이용하여 성형된 표면의 전자현미경 이미

지와 각각의 표면에 대해 빛이 인가됨에 따라 나타

나는 표면 광특성을 나타낸다. 그림을 통해 알 수 있

듯이 표면은 푸른색 계열의 색을 나타내며 종횡비가 

증가하고 나노구조물의 직경이 증가함에 따라 색도

가 증가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성형된 표면에 대해 

광 투과율을 측정한 결과 그림. 2(a, b)와 그림. 2(c, d)
의 측정결과와 같이 각각 종횡비가 증가하고 나노구

조물의 직경이 증가함에 따라 400~500nm영역의 특

정 파장대에서 광 손실을 나타냈으며 손실된 빛은 

그림. 1(a-f)에서 나타낸 것과 같이 특정 색으로 발현

됨을 확인하였다. 이는 본연구진이 구조물간 거리

와 직경을 각각 400nm와 250nm급으로 디자인 함으

로써 나타난 결과로 구조색이 나노구조물의 크기에 

영향을 받아 나타난 결과임을 확인하였다.

4. 마이크로-나노 구조물에 의한 구조색

나노구조물을 이용하여 구조색의 광도를 향상시

키기 위한 조건을 실험을 통해 검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마이크로-나노 구조를 갖는 표면에 대한 

광특성을 검증하였다. 그에 대한 실시 예로서 성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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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사용되는 PMMA표면의 윗면과 아랫면에 각각 

마이크로와 나노 구조를 성형하였으며, 그림. 3(a, b)
와 같이 성형물을 준비하였다. 구조물이 성형된 

PMMA표면에 대해 인가되는 빛의 각도에 따른 색 

구현을 확인하기 위하여 투과된 빛을 측정하였으

며, 측정 결과 그림. 4와 같이 성형된 표면을 각각 30o, 
60o 로 기울였을 때 녹색과 분홍색의 구조색을 나타

냈다. 또한 각각의 성형물을 이용하여 광투과율을 

측정한 결과  특정파장영역에서 투과율이 감소하며 

인가된 빛의 각도에 따라 상기 파장영역에서와 같은 

파장대의 색을 구현함을 알 수 있었다.(그림.5)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표면을 구성하는 나노 및 마이크

로-나노 구조물에 의한 구조색효과를 검증하기 위

하여 색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나노구조물의 형상조

건을 실험을 통해 도출하였으며 마이크로-나노 복

합구조물의 형성에 따른 구조색특성을 확인하고자 

실시 예로써 PMMA의 윗면과 아랫면에 각각 마이

크로와 나노구조물을 성형하였다. 성형결과를 통

해 알 수 있듯이 표면에 나노구조물이 성형됨에 따

라 색의 균일성이 향상됨을 확인하였다.

Fig. 1 Replication results of nano structured mold and 
optical properties.

 

Fig. 2 Optical transmittance measurements; (a,b) 
increase the aspect ratio, (c,d) increase the nano 
pattern size.   

Fig. 3 Schematic diagrams and SEM images  of micro 
and micro-nano structured surface 

Fig. 4 Structural coloring effect of transparent substrate; 
(a,c)micro patterned surface,(b,d)micro and 
nano patterned surface. Each surfaces were 
display the colors according to tilt 

Fig. 5 Optical transmittance measurements;(a,c)  micro 
patterned surface,(b,d)micro and nano patterned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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