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빛에 작동하는 무지갯빛 나노안테나 개발 

- 태양광 발전에 활용할 수 있는 핵심 기술 개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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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테나로 태양광 발전 효율 높인다 

 

완전결정* 은 나노선을 이용해 모든 파장의 빛에 작동하는 광학 나노 안

테나가 순수 국내연구진에 의해 개발되어, 태양광 발전 등에 핵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효율 높은 안테나 개발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 

※ 완전결정 (perfect crystal) : 원자배열이 전체 결정체에 완전히 조직적으로 된 결정으로 이상결정 



(ideal crystal)이라고도 부름. 실제 자연환경에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상태임. 

한국과학기술원 김봉수 교수, 서민교 교수 및 고려대 박규환 교수가 주도

한 이번 연구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이승종)이 

추진하는 중견연구자지원사업 (도약연구), 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및 선도

연구센터지원사업 등의 지원으로 수행되었고, 나노과학 및 기술 분야의 권위 있

는 학술지인 Nano Letters지에 4월 17일자로 게재되었다 (논문명 : Rainbow 

Radiating Single-Crystal Ag Nanowire Nanoantenna). 

특히 이번 연구결과는 강태준 박사 (제1저자), 최원준 박사 및 윤일선 박

사와 같은 30대 초반의 젊은 국내 토종 박사들이 주축이 되어 일궈낸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봉수 교수 연구팀은 한 가지 파장의 빛에서만 작동하는 기존의 광학 나

노 안테나의 한계를 극복하여 모든 파장의 빛에서 반응하는 광학 나노 안테나 개

발에 성공하였다. 

광학 안테나는 휴대폰의 안테나가 전파를 수신하여 전기신호로 변환하고 

반대로 전기신호를 전파로 변환하여 송신하는 것과 같이, 빛을 수신하여 전자기

장으로 변환하고 그 반대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는 최근 주목 받고 있는 광학 소

자이다. 

일반 전파가 아닌 빛을 송․수신하기 위해서는 안테나의 크기를 머리카락

의 10만분의 1미터 (나노미터) 수준으로 매우 작게 제작해야 하기 때문에, 전 세

계 수많은 연구팀들은 나노입자를 이용해 광학 안테나를 개발하고자 노력해왔다. 

그러나 이 광학 안테나들은 파장의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한 가지 파장의 빛

에서만 작동하기 때문에, 다양한 파장에서 송․수신기 역할을 수행할 만큼 효율을 

극대화하지 못했다. 

김 교수팀은 지금까지 활용하던 나노입자가 아닌 가시광 전 영역에서 작

동하는 ‘은’을 사용해 다양한 파장에서 공명할 수 있는 나노선*으로 광학 안테

나를 제작하여 이 문제점을 해결하였고, 모든 파장의 빛에서 나노선 안테나가 잘 



작동한다는 사실을 실험적․이론적으로 증명하였다. 

※ 나노선 : 수십에서 수백 나노미터 (10억분의 1미터)의 굵기를 갖는 머리카락 형태의 나노 구조

체. 

김 교수팀이 합성한 은 나노선 안테나는 완벽한 결정구조를 가지면서도 

결함이 없어 표면이 매끈하기 때문에, 모든 파장의 빛을 어떠한 손실 없이 송신

하고 동시에 수신하여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 

모든 파장의 빛을 손실 없이 송․수신하기 위해서는 나노선 안테나의 표면

에 아주 작은 결함도 없어야 한다. 연구팀은 우선 800도의 고온에서 어떠한 결함

도 없는 완전결정 은 나노선을 만드는데 처음으로 성공하였다. 

특히 은 나노선 안테나에 백색광을 비춰주면 빛을 송신하여 안테나 표면

에 집중된 전자기장으로 변환시키고, 이 전자기장을 다시 여러 가지 파장의 빛으

로 수신하여 마치 무지개와 같은 화려한 색상을 나타낸다. 

김봉수 교수는 “이번에 개발된 은 나노선 안테나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광학 안테나 개발에 한 걸음 다가섰다. 특히 태양광 발전 등에 핵심기술로 활용

될 수 있는 나노선 안테나를 개발하여 향후 나노-광-바이오산업에 선도적인 위치

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연구의의를 밝혔다. 

 

  



< (위) 은 나노선 안테나의 주사 전자 현미경 사진 (아래) 무지갯빛 은 나노선 

안테나의 광학 현미경 사진. 은 나노선 안테나에 백색광을 비춰주면 빛을 송신하

여 안테나 표면에 집중된 전자기장으로 변환시키고, 이 전자기장을 다시 여러 가

지 파장의 빛으로 수신하여 마치 무지개와 같은 화려한 색깔을 보여주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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