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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nhancement of light trapping in solar cells is becoming increasingly urgent for the development of next generation

thin film solar cells. One of the possible candidates for increasing light trapping in thin film solar cells that has emerged recently

is the use of scattering from metallic nanostructures. In this study, we have investigated the effects of the geometric parameters

of Ag nanorings on the light scattering efficiency by using three dimensional Finite Different Time Domain (FDTD)

calculations. We have found that the forward scattering of incident radiation from Ag nanorings strongly depends on the

geometric parameters of the nanostructures such as diameter, height, etc. The forward scattering to substrate direction is

increased as the outer diameter and height of the nanorings decrease. In particular, for nanorings larger than 200 nm, the inner

diameter of Ag nanorings should be optimized to enhance the forward scattering efficiency. Light absorption and scattering

efficiency calculations for the various nanoring arrays revealed that the periodicity of nanorings arrays also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absorption and the scattering efficiency enhancement. Light scattering efficiency calculations for nanoring arrays also

revealed that enhancement of scattering efficiency could be utilized to enhance the light absorption through the forward

scattering 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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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물질이 나노 크기가 되면 bulk 상태와 다른 새로운 성

질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 나노구조체는 크기와 조성 및

형태의 조절을 통해 물질의 광학적, 전기적, 자기적, 화

학적 특성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특성들을 이용

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가시광 영역에서 음의 유전상수를 가지는 Au, Ag와 같

은 귀금속 소재 기반의 나노 구조체에서 나타나는 국부

표면 플라즈몬 공명(localized surface plasmon resonance,

LSPR) 현상을 이용하는 플라즈모닉(plasmonic) 금속 나

노 구조체가 광전자소자, 바이오센서, 광학, 촉매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플라즈

몬 공명 현상 중 하나인 LSPR 현상은 금속 나노 구조

체의 자유 전자가 입사하는 빛에 의해서 집단적인 진동

현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이러한 전자의 공명 현상으로

인해 금속 나노 구조체 주위에서 전자기장이 증폭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증폭된 전자기장은 소재의 광학

적, 전기적, 또는 촉매적 특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

며,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기 위하여 금속 나노 구조체

의 크기나 모양에 따른 금속 나노 구조체의 플라즈몬 특

성에 대한 연구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1-4) 

플라즈몬 특성을 이용한 다양한 연구 분야 가운데 태

양전지 분야에서 이러한 금속 나노구조체의 광학적 특

성을 이용하여 효율을 높이기 위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플라즈모닉 금속 나노구조체는 태양전지 분

야에서 금속 나노 구조체 주위의 전자기장의 진행 방향

을 조절하는 웨이브 가이드(waveguide) 역할을 하거나,

전자기장을 증폭시키는 안테나(antenna) 역할을 하는 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 박막태양전지의 경우 박막의 두께

에 의한 약한 흡수율 때문에 효과적인 light trapping이

고효율을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고 있으며, 이러한 박막

태양전지의 흡수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투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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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막의 표면형상 방법5) 과 앞에서 언급한 금속 나노 구

조체의 LSPR 현상을 이용한 입사된 빛을 효과적으로

trapping 하는 연구가 진행 중이다.6) 실제로 비정질 실

리콘 박막태양전지, 유기 태양전지, 염료감응형 태양전지

등에서 Ag 나노 입자를 이용하여 태양전지의 광전류 및

효율이 향상되었다는 연구가 보고 되고 있다.7-15) 이와 같

이 최근에 이론 및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계산을 통해 금

속 나노 구조체가 태양전지 소자에서 light tapping 효

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밝혀졌으나, 지금까지

보고된 금속 나노 구조체의 경우 cylinder, sphere 등 비

교적 간단한 구조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16) 따라서

나노 구조체를 이용한 초고효율 태양전지 개발을 위해

서는 다양한 형태의 나노 구조체가 태양전지 및 광전자

소자의 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

다. 최근 본 연구실에서는 저가의 임프린트 공정을 활

용해 나노링(nanoring) 구조를 형성하고, 나노링 구조에

의한 자기적, 광학적 특성의 변화를 보고한 바 있으며,

일부 그룹에서 나노링 구조에서 나타나는 흥미로운 공

명 현상을 바이오센서, 자성메모리, 메타물질 분야에 적

용할 수 있음을 보고한바 있다.17-18) 본 연구에서는 나노

링 구조에서 나타나는 공명 현상을 이용하여, 나노링 구

조의 외경, 내경, 높이 등의 기하학적인 구조 변화에 따

른 전자기파의 산란 효과 변화를 유한차분 시간영역

(Finite-Difference Time-Domain, FDTD) 방법을 이용하

여 연구하였다.19) 특히, Ag 나노링에서 나노링의 구조 및

배열의 변화에 따른 기판 방향으로의 전방 산란 효과 연

구를 통해 나노 링 구조에 의한 광흡수의 변화를 연구

하였다. 

2. 계산 방법

본 연구에서는 FDTD 방법을 이용하여, 금속 나노 구

조체의 산란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Si 기판 위에 Ag

나노링이 존재하는 구조를 사용하였다. Fig. 1에 본 연

구에서 사용한 계산 구조의 모식도를 나타내었다. Si 기

판과 Ag 나노링 사이에는 10 nm 두께의 native oxide가

있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본 계산에서는 Ag 나노링 패

턴에 의한 광흡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PML(Perfect

Matched Layer) 경계 조건을 바탕으로, mesh size는 Ag

나노링 주변으로 2~5 nm로 설정하였다. Light source는

평면파(plane wave)를 이용하여 파장에 따른 흡수율의 변

화와 전기장의 분포를 계산하였으며, Fig. 1에 나타낸 바

와 같이 Ag 나노링의 위쪽에서 아래쪽 방향으로 수직으

로 입사되었다. 또한 나노 구조체에 의한 산란 효과를 계

산하기 위해서는 TFSF(Total-Field Scattered-Field) light

source를 사용하였으며, 방향에 따른 산란 효과를 확인하

기 위해 Ag 나노링 패턴을 중심으로 6면체의 scattered

field region을 설정하였다. Ag 나노링의 기하학적인 구

조 변화에 의한 기판으로의 전방 산란 효과를 구하기 위

하여 6면체의 각 면에 산란되는 양을 구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기판면으로 산란되는 양을 6면체 전체면에 산

란되는 양으로 나눔으로써 기판으로 전방 산란되는 비

율을 계산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Ag 나노링의 기하학적인 구조의 변화에 따른 산란 효

과를 알아보기 위해 Ag 나노링의 외경(dout)과 내경(din),

높이(h)를 변화시켰으며, 이러한 변화에 따른 기판 방향

으로 산란되는 양과 소광율(extinction)을 계산하였다. Fig.

2(a)는 내경(din)이 50 nm, 높이(h)가 100 nm인 Ag 나노

링의 dout의 변화에 따른 기판 방향으로의 산란율을 나

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dout

이 증가함에 따라 파장대 300 nm에서 600 nm 부근에서

의 기판으로의 산란 양이 점점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단파장 영역대에서의 산란율 감소 현상을 확인하

기 위하여 평면파(plane wave)를 이용하여 파장에 따른

소광율을 계산하였다. Fig. 2(b)에 평면파를 이용하여 파

장에 따른 소광율 변화를 계산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

림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dout이 증가함에 따라

파장대 300 nm에서 600 nm 부근에서 나노링의 소광율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나노링에 형성된

LSPR 모드에 의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dout의 변화

에 따른 기판으로의 전방 산란 효과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나노링 및 기판의 y-z 평면에서의 전자기장 분포를

계산하였다. Fig. 2(c)에 전방산란 효과의 변화가 가장 큰

500 nm 파장 부근에서 dout의 변화에 따른 전기장 분포

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dout= 100 nm인 경우 나노링에 형

성된 LSPR 모드에 의한 광흡수가 작아 기판내부로 산

란 효과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dout이 증가함에Fig. 1. Schematic diagram of the FDTD calculation stru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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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나노링의 LSPR 모드의 증폭과 함께 기판에서의 전

기장의 세기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3(a)은 나노링의 din이 50 nm, dout이 100 nm인 Ag

나노링의 h의 변화에 따른 기판 방향으로의 산란율을 나

Fig. 2. (a) Fraction of light scattered into the Si substrate with respect to dout of Ag nanoring for din = 50 nm and h = 50 nm. (b) Variation

of extinction spectra with respect to dout of Ag nanoring for din = 50 nm and h = 50 nm. (c) y-z plane electric field intensity distribution

map at λ = 500 nm for dout = 100, 150, 250 nm. The inset shows x-y plane electric field intensity distribution map.

Fig. 3. (a) Fraction of light scattered into substrate with respect to h of Ag nanoring for din = 50 nm and dout = 100 nm, (b) Variation of

extinction spectra with respect to h of Ag nanoring for din = 50 nm and dout = 100 nm and (c) y-z plane electric field intensity distribution

map at λ = 500 nm for h = 50, 100 and 125 nm. The inset shows x-y plane electric field intensity distribution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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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낸 것이다. Fig. 2에서 dout의 증가에 따라 파장대 300

nm에서 600 nm부근에서의 기판으로의 산란율이 감소하는

것과 같이 h의 증가에 의해서도 파장대 300 nm에서 600

nm 부근에서 기판으로의 산란 양이 점점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3(b)는 평면파를 이용해 소광율을 계산

한 것이다. Fig. 2(b)와 동일하게 h의 증가에 따라 나노

링의 흡수율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으며, LSPR 모드

의 위치가 h의 증가에 따라 장파장 영역으로 shift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h가 125 nm 인 경우 LSPR 모

드의 중심 파장은 440 nm에 위치하며, 이로 인해 기판

으로의 전방산란 효과가 600 nm 대역까지 현저하게 줄

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3(c)의 h의 변화에 의

한 전기장 분포 변화 역시 Fig. 2(c)와 동일하게 h의 증

가에 따라 LSPR 모드의 증폭으로 인해 기판 내부의 전

기장 세기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Fig.

2와 Fig. 3의 결과를 통해 dout과 h의 변화에 따른 기판

으로의 산란율의 변화에 대해 확인할 수 있었으며, dout과

h의 증가는 400 nm 부근의 LSPR 모드의 증폭에 의해 단

파장 대역에서 전체적인 산란율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Fig. 4(a)는 dout이 100 nm이고 h가 50 nm인 Ag 나노링

의 din의 변화에 따른 기판 방향으로의 산란율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dout이 100

nm이고 din이 20 nm인 경우 450 nm 이상의 파장에서는

산란율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din이 증가함에 따

라 600 nm 이상의 장파장대역의 산란율은 변화가 없으

나 370 nm 부근의 단파장 대역에서는 새로운 peak이 형

성되면서 산란율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4(b)

에 파장에 따른 소광율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din이 증가함에 따라 370 nm

파장에서 LSPR 모드에 의한 소광율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4(c)에는 400 nm 파장에서의 din의 변화에

따른 LSPR 모드의 변화에 따른 전기장 분포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din의 증가에 따라 Ag 나노링 내부의 LSPR

모드의 감쇠 및 이에 따른 기판 내부의 전기장의 세기

증가를 확인할 수 있다. 한가지 흥미로운 점은 din= 80 nm

인 경우 전방산란 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는 Fig. 4(c)에 나타낸 바와 같이 80 nm인

경우 링의 두께가 얇아지면서 나노링의 lateral 모드보다

vertical 모드의 생성과 관계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Fig. 5에 dout이 250 nm, h는 50 nm인 Ag 나노링에 대

한 산란율, 흡수율 및 전기장의 세기 분포를 나타내었

다. dout이 250 nm인 나노링의 경우 dout이 100 nm인 경

우와 같이 din이 증가에 따른 LSPR 모드의 감쇠와 이에

따른 흡수율의 감소 및 전방산란의 증가를 확인할 수 있

다. 이를 통해 나노 링에서 단파장 영역에서의 전방산란

Fig. 4. (a) Fraction of light scattered into substrate with respect to din of Ag nanoring for dout = 100 nm and h = 50 nm, (b) Variation of

extinction spectra with respect to din of Ag nanoring for dout = 100 nm and h = 50 nm and (c) y-z plane electric field intensity distribution

map at λ = 400 nm for din = 20, 40 and 80 nm. The inset shows x-y plane electric field intensity distribution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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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는 나노 링에 존재하는 LSPR 모드의 감쇠 및 증가

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장파장 영

역의 산란율은 링의 폭에 관계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나노링의 외경 및 내경의 변화에 따른 전방산란 효과

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Fig. 2, 4, 5에서 내경 및 외

경의 변화에 따른 전방산란율을 파장에 따라 적분하여

기판방향으로의 산란율을 계산하였다. Fig. 6에 h가 50

nm로 고정된 경우 dout이 각각 100 nm, 150 nm, 200 nm,

250 nm를 가지는 Ag 나노링의 din변화에 따른 산란율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각각의 나노링에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현상은 din의 변화에 따라 단파장 영역에서의 산란율이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100 nm, 150 nm의 dout을

가지는 Ag 나노링의 경우, din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단파장 영역에서의 산란율이 증가하지만, din에 따른 산

란율은 din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전체적인 산란율이

감소하면서 단파장 영역의 산란율이 전체적인 산란율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dout이 200

nm, 250 nm를 가지는 Ag 나노링의 경우, din의 증가에

따라 역시 단파장 영역에서의 산란율이 증가하며, 100 nm,

150 nm의 경우와는 달리 din의 변화에 따른 전체적인 산

란율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단파장 영역에서

의 흡수율이 전체적인 산란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

미한다. 이 경우 din의 크기가 dout의 3/5 정도의 크기가

되었을 때 산란율이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다. 즉, Ag

나노링의 기하학적인 구조 변화에 의해 산란 효과가 크

게 변화함을 알 수 있고, 특히 din의 크기는 전체적인 산

란율에 영향을 미치며 200 nm 이상의 dout을 갖는 경우,

기판으로의 산란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din의 크기를

고려해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Fig. 5. (a) Fraction of light scattered into substrate with respect to din of Ag nanoring for dout = 250 nm and h = 50 nm, (b) Variation of

extinction spectra with respect to din of Ag nanoring for dout = 250 nm and h = 50 nm and (c) y-z plane electric field intensity distribution

map at λ = 400 nm for din = 50, 150 and 230 nm. The inset shows x-y plane electric field intensity distribution.

Fig. 6. Normalized scattering efficiency into the Si substrate as a

function of din / d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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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Ag 나노링과 같은 금속 나노 구조체를 소자에

이용할 경우, 금속 나노 구조체의 구조뿐만 아니라 주기

적인 배열이 중요하다. 구조체를 주기적인 격자를 가지

도록 배열하게 되면 구조체들이 놓인 위치의 주기적인 성

질에 하여 흡수율이 변화하기 때문이다. 주기의 변화 따

른 흡수율을 알아보기 위해 Fig. 7(a)와 같은 구조를 만

들었고, periodic boundary와 평면파 light source를 이용

하여 주기(a)의 변화에 따른 기판에서의 흡수율을 계산

하였다. Fig. 7(b)는 주기에 따른 기판에서의 흡수율을 나

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500 nm

파장 부근에서 흡수율이 가장 크게 나타나며, 주기의 변

화에 따라 500 nm 파장 이하에서는 주기가 길어질수록

흡수율이 증가하며, 파장대 500 nm에서 600 nm 부근에

서는 주기(a)가 짧을수록 흡수율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7(c)는 500 nm 파장에서 나노링 및 기

판에서의 전기장 세기 분포를 나타낸 것으로 주기가 짧은

Fig. 7. (a) Schematics of Ag nanoring array, (b) Absorption in the Si substrate for Ag nanoring with different period and (c) The electric field

intensity distribution at λ = 500 nm for a = 150 and 300 nm.

Fig. 8. (a) Enhancement of integrated quantum efficiency for Ag nanoring din = 50 nm, dout= 100 nm and h = 50 nm with respect to the

period and (b) Integrated quantum efficiency for Ag nanoring din= 50 nm, dout= 100 nm and h = 50 nm with respect to the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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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nm일 때 기판으로의 흡수율이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8(a)는 Fig. 7(b)의 결과를 바탕으로 quantum effi-

ciency(q)를 계산한 결과이다. quantum efficiency(q)는 Ag

나노링 패턴이 존재할 때 흡수율과 bare Si에서의 기판

흡수율의 비를 나타낸 것으로, Ag 나노링 배열이 존재

하는 경우 양자효율이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다. 파장대

450 nm에서 600 nm 부근과 700 nm에서 800 nm 부근에

서 bare Si에 비해 흡수율 좋으며, 특히 주기의 변화에

따라 900 nm 파장 부근에서의 흡수율 변화가 가장 큼을

알 수 있다. Fig. 8(b)는 각 주기(a)에 따른 전체 흡수율

을 비교한 것으로 주기가 200 nm 일 때 흡수율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전체 흡수율을 향

상 시키기 위해서는 각 나노 구조체의 기하학적 형태뿐

아니라 주기적 배열에 의한 효과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FDTD(Finite-Difference Time-Domain)

방법을 이용하여, Ag 나노링의 기하학적인 구조의 변화

및 주기적 배열의 변화에 따른 산란효과를 연구하였다.

Ag 나노링의 패턴형태 및 주기의 변화에 의한 전방산란

효과 계산을 통해, 기하학적인 구조의 변화가 산란 효과

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외경과 높이의 변

화에 따른 산란 효과의 경우, 외경과 높이가 커질수록 기

판으로의 산란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반면

에 내경의 크기 변화에 따라서는 단파장 영역에서 peak

이 생성되고 생성된 peak이 전체 산란율에 영향을 미침

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외경이 200 nm 이상의 크기를

가지는 링 구조에서 산란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내

경의 크기가 중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Ag 나노링

의 주기적인 배열에 의한 기판에서의 흡수율의 경우, 주

기의 변화가 전체적인 흡수율에 영향을 미치며, 흡수율

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구조 변화에 따른 흡

수율의 변화를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Ag 나노링이 전방으로의 산란 효과를 일

으킴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이용하여 입사된 빛의

기판으로의 전방 산란을 유도함으로써 효과적인 광 흡

수가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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