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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report a new molecular detection process which measures the changes in the plasmon resonance peaks 
of periodic Au nanoparticle arrays fabricated using the electron beam lithography. As the Au nanoparticle 
arrays are modified by the chemical reaction in solutions having various concentrations of a target molecule, 
both the position and intensity of the plasmon peak change in proportion to the concentration of the target 
molecule. We expect that the process developed in this work can be employed for fine tuning of the plasmon 
peak wavelength and also for the optical detection of various kinds of molecules. Moreover, this method may 
improve the measurement accuracy compared with existing approaches that use only one change (peak 
wavelength or peak intensity) as a readout value for the molecular detection. 

1. 서 론 

가시광선과 강하게 상호작용하는 Au, Ag 와 같은 

귀금속으로 제작한 나노입자에 백색광을 비추면, 

특정파장의 빛은 나노입자에 흡수되어 전자들의 

집단적인 움직임인 플라즈몬 (plasmon)을 

생성시키는데 사용되므로 나노입자들은 고유한 

분광특성(즉, 색깔)을 나타내게 된다. 이 때 

흡수되는 파장영역은 나노입자의 모양, 크기, 

주위 매질의 종류에 따라 변하며, 동일한 조건일 

경우 대체로 입자의 크기가 커질수록 흡수되는 

파장영역은 장파장 쪽으로 치우친다.(1~3) 
나노구조들이 2 차원으로 근접한 나노입자 배열의 

플라즈몬 특성은 각 나노구조에 생성된 플라즈몬 

뿐만 아니라 플라즈몬들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4~6) 나노입자는 

단일분자의 물성측정, 나노안테나, 나노웨이브 

가이드 (wave-guide), 나노 계측소자 등 다양한 

방면에 응용될 것으로 기대된다.(7~10) 특히 DNA, 
단백질 등 여러 가지 생체분자나 유기분자의 검출 

및 질병의 치료방법 개발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는 생체분자나 유기분자가 매개체로 

작용하여 각 나노입자들이 결합하여 덩어리를 

이루거나 혹은 각 나노입자 표면에서 금속이온이 

환원 및 석출됨에 따라 나노구조의 크기나 모양 

등이 변하면, 수반되는 플라즈몬의 특성, 즉 분광 

특성도 변하는 원리를 이용한다.(11~19) 본 

연구에서는 크기 100 nm 정도인 Au 나노입자의 

배열을 제작하고, 검출하고자 하는 분자의 

매개작용에 의하여 나노입자 배열이 변형될 때 

수반되는 분광특성의 변화를 관찰함으로써 

나노입자 배열을 생체분자나 유기분자의 검출에 

이용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2. 나노입자 배열의 제작 및 특성측정 

투명한 ITO(indium-tin oxide, 30 nm)/glass 기판 

위에 전자빔 리쏘그래피 및 lift-off 방법을 

이용하여 2 차원 Au 나노입자 배열을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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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b) SEM images of typical nanoparticle 

arrays fabricated on ITO/glass substrates. All the 
scale bars are 200 nm. (c) An AFM image of the 
cross section of a nanoparticle array. 

 
 

가시광선은 ITO/glass 기판과는 거의 상호작용을 

하지 않으므로 시편을 투과한 광의 특성 변화는 

Au 나노입자 배열에 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Fig. 1 은 제작한 몇 가지 나노입자 배열의 

주사전자 현미경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및 원자력현미경 (atomic force microscopy: 
AFM) 사진이다. 전자빔 리쏘그래피로 나노입자 

배열의 형태를 만든 후, 기판과 Au 와의 흡착층 

역할을 하는 Cr 층(5 nm)과 Au 층(25 nm)를 

차례대로 증착하였다. 지름이 50~200 nm 이고 
높이가 약 30 nm 이며 크기와 모양이 균일한 둥근 

형태의 나노입자들을 대칭적 혹은 비대칭적으로 

Fig. 1 에서와 같이 다양한 형태로 배열하였다.   

Fig. 2(a)는 나노입자 배열의 분광특성 

측정장치의 모식도이다. 미세부분의 분광특성을 

측정 위하여 분광기를 현미경과 결합시켰다. 

할로겐 램프에서 나온 광을 렌즈로 모아서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시편에 수직으로 

통과시켰으며, 시편 표면에서 입사광의 지름은 약 

110 ㎛이었다. 시편을 투과한 광은 렌즈로 

집속하여 광파이버를 이용하여 다채널 분광기 

(Hamamatsu, C10027-02)로 보내서 분광특성을 

측정하였다. 나노입자의 크기나 모양뿐만 아니라 

배열형태에 따른 분광특성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입사광은 편광기를 거친 후에 시편에 

입사시켰다. 분광특성은 일반 실험실 환경에서 

측정하였다. 

시편을 투과한 광은 나노입자 배열과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파장에 따른 광의 강도가 

변하게 된다. 즉, 기타 파장대의 광에 비하여 

나노입자 배열의 플라즈몬과 공명을 이루는 

파장대의 광은 나노입자 배열에 많이 흡수되므로 

투과한 광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크게 줄어든다. 

나노입자 배열의 플라즈몬 특성을 측정한 예를 

Fig. 2(b)에 나타내었다. 나노입자 배열이 없는 

background 부분을 투과한 광의 스펙트럼 

(reference)을 기준으로 하여, 나노입자 배열부분을 

투과한 광의 스펙트럼(array)의 상태적인 크기를 

비교함으로써 나노입자 배열의 플라즈몬 특성 

(result)을 얻었다. Fig. 1(a)와 같이 각 나노입자의 
모양과 배열상태가 모두 대칭적인 경우에는 가로 
및 세로방향으로 편광된 광에 대한 분광특성이 
동일하게 나타나지만, Fig. 1(b)와 같이 각 
나노입자의 모양은 대칭적이라도 배열상태가 
비대칭적일 경우 편광방향이 달라지면 나노입자 
배열의 분광특성도 변하게 된다. Fig. 1(b)의 경우 
가로방향으로는 인접한 플라즈몬들간의 상호 
작용이 어느 정도 나타나므로, 입사광이 편광되지 

 

 
Fig. 2 (a) A schematic diagram for the 
measurement of optical properties of 
nanoparticle arrays. (b) A typical plasmon 
spectrum of the nanoparticle arr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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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경우와 비교해서 가로방향으로 편광된 

경우에는 플라즈몬 피크의 위치가 장파장 쪽으로 

이동하지만, 입사광이 세로방향으로 편광된 

경우에는 단파장 쪽으로 이동한다.(5,6) 

3. 나노입자 배열의 변형 

전자빔 리쏘그래피법으로 제작한 나노입자 

배열을 금속이온이 녹아있는 수용액 속에서 

NH2OH 의 매개작용을 이용하여 조금씩 변형 

시켰다. 증류수 10 mL 에 HAuCl4 (400 µM), 1 
mL 를 녹인 용액 속에 Au 나노입자 배열을 

담그고, 적절한 농도의 NH2OH (64, 210 µM)을 1 
mL 를 첨가하면, NH2OH 의 매개작용에 의하여 

반응식 (1)에서와 같이 나노입자 표면에서 Au3+가 

환원 및 석출됨에 따라 Fig. 3 에서처럼 나노입자 

배열의 형태가 변형되어 간다.(20) 금속 이온의 

환원 및 석출은 각 나노입자의 테두리에서 

시작되어 전체로 퍼져나가며, 기판인 ITO 
표면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변형 후에는 

전자빔 리쏘 그래피법으로 제작한 Au 나노입자 

위에 더욱 작은 Au 나노알갱이 들이 중첩되어 

있는 형태를 띤다. 변형 후 각 시편들을 증류수로 

세척하고 질소가스를 불어서 말렸다. 

 

H3NOH+ + AuCl4 → AuI + 4Cl- + HNO + 3H+      ((11)) 
HNO + AuI → Au0 + NO + H+  
 

 

 
Fig. 3 SEM images of Au nanoparticle arrays: a) as-

fabricated and after modification in the presence of 
210　µM NH2OH for (b) 2 min, (c) 4 min and (d) 6 
min. Two nanoparticles enclosed by a dotted ellipse 
in (a) denote a unit nanoparticle pair. All the scale 
bars are 200 nm.  

나노입자 배열의 변형 정도는 용액 속에 

녹아있는 HAuCl4 와 NH2OH 의 농도뿐만 아니라 

반응온도에도 영향을 받았다. 온도가 올라갈수록 

Au 나노입자 표면에는 많은 수의 seed 가 

생성되고 각 seed 들은 천천히 자라는 반면에, 

온도가 내려가면 생성되는 seed 의 수는 

감소하지만 각 seed 들이 급속히 성장하는 경향을 

보였다. 나노입자 배열의 변형 시 모든 용액의 

온도는 28 ℃로 조절하였다. 나노입자 배열의 

형태 및 분광특성의 변화는 기타의 요소들을 

일정하게 할 경우, 금속이온의 환원 및 석출의 

매개작용을 하는 분자의 종류와 농도에 영향을 

받으므로 분광특성의 변화를 분석하면 역으로 

특정 분자의 존재 유무와 농도 등을 측정할 수 

있다. 

4. 나노입자 배열의 분광특성 

분광특성 분석에 사용된 나노입자 배열은 Fig. 
3(a)와 동일한 형태이다. 각 나노입자의 지름은 

90-100 nm 이고 높이는 약 30 nm 이며 Fig. 
3(a)에서처럼 타원점선으로 둘러싸인 나노입자 

쌍이 가로방향으로 700 nm, 세로방향으로는 350 
nm 의 주기로 배열되어 있다.  

Fig. 4 는 NH2OH (64 µM)에서 나노입자 배열을 

변형시킴에 따라 수반되는 플라즈몬특성 즉, 분광 

특성의 변화이다. 각 나노입자 표면에서 Au3+ 가 

환원 및 석출됨에 따라 나노입자의 크기가 점점 

 
Fig. 4 Transmission spectra of an Au nanoparticle 

array measured after modification in the presence 
of 64 µM NH2OH. Incident light was polarized 
along the horizontal axis. Inset is the SEM image 
of an Au nanoparticle array after modification for 
10 min. The scale bar is 200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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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며, 이에 따라 플라즈몬 피크의 위치는 

장파장 쪽으로 이동하고 피크강도는 증가한다. 

또한 각 나노입자들의 모양이 불규칙하게 변하기 

때문에 피크의 폭은 넓어진다. 10 분간 변형 후, 

피크의 위치는 678 nm 에서 717 nm 로, 그리고 

피크의 강도는 약 15% 증가한다. Fig. 4 의 

분광특성은 가로방향으로 편광된 입사광에 대한 

것이며, 입사광을 세로방향으로 편광시킨 

경우에도 동일한 분광특성이 나타났다. 이는 Fig. 
4 의 SEM 사진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각 나노 

입자의 형태가 대칭적일 뿐만 아니라, 10 분간 

변형시킨 경우에도 나노입자들은 서로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각 나노입자에 생성된 

플라즈몬들 간의 상호작용은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작기 때문이다.(5,6) Fig. 4 의 결과에서 전자빔 

리쏘그래피법으로 제작한 나노입자 배열을 적절히 

변형시킴으로써, 특정 파장대의 빛을 흡수할 수 

있도록 플라즈몬 특성을 원하는 데로 미세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방법은 

나노안테나(8) 개발 등에 유용하게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도 200 µM 의 NH2OH 를 첨가한 수용액에서 
변형시킨 나노입자 배열의 가로방향으로 편광된 

입사광에 대한 분광특성을 Fig. 5 에 나타내었다. 

64 µM 의 NH2OH 의 경우와 비교해서 이 경우에도 
역시 나노입자 배열이 변형됨에 따라 플라즈몬 
피크의 위치는 장파장 쪽으로 이동하며 강도도 
계속해서 증가한다. 그러나 나노입자의 변형이 
급격히 진행되며 (Fig. 3 참고), 또한 분광특성의   
 

 
Fig. 5 Transmission spectra of an Au nanoparticle 

array measured after modification in the presence 
of 200 µM NH2OH. Incident light was polarized 
along the horizontal axis. 

변화, 즉 플라즈몬 피크의 위치 및 강도의 변화도 
커진 것을 알 수 있다.  

64 µM 의 NH2OH 의 경우인 Fig. 4 에서는 변형 
후에도 각 나노입자들은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각 나노입자에 생성된 플라즈몬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기대할 수 없었다. 그러나 200 µM 
NH2OH 의 경우에는 Fig. 3 에서처럼 4 min 이상 
변형한 후에는 가로방향으로는 플라즈몬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기대할 수 있을 만큼 몇몇 나노입자 
쌍들의 내부 간격은 매우 작아진다. 따라서 200 
µM NH2OH 의 경우에는 변형의 초기에는 각 
나노입자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가로 및 세로 
방향으로 편광된 입사광에 대해서 플라즈몬 
피크의 위치가 동일한 양만큼 장파장쪽으로 이동 
 

 
Fig. 6 Changes in the (a) wavelength and (b) 

intensity of plasmon peaks of Au nanoparticle 
arrays modified in the presence of various 
concentrations (64 and 210 µM) of NH2OH. 
Only results for the light polarized along the X-
axis are presented. Inset in (a) is the position of 
plasmon peak for the lights polarized along the 
X- and Y-axis in case of the 210 µM NH2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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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크기가 더욱 증가하여 가로 방향으로의 
플라즈몬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충분히 커지면, 

가로방향으로 편광된 입사광의 경우 나노입자의 

크기가 증가하더라도 플라즈몬 피크의 위치는 

일시적으로 오히려 단파장쪽으로 이동한다 (Fig. 
6(a), inset). 

NH2OH 의 농도가 각각 64 µM, 210 µM 인 경우, 

가로방향으로 편광된 입사광에 대한 나노입자 

배열의 변형에 따른 플라즈몬 피크의 위치 및 

강도의 변화량을 Fig. 6 에 요약하였다. 두 가지 

물리량 모두 금속이온의 환원 및 석출의 매개체 

작용을 하는 NH2OH 의 농도 및 반응시간에 

따라서 일정하게 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일정한 조건에서 변형시킨 나노입자 배열의 

플라즈몬 피크의 위치와 강도의 변화량을 동시에 

측정함으로써 관심분자의 존재 여부 및 농도를 

측정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NAD(P)H 나 글루코즈와 같은 생체분자의 

매개작용에 의하여, 무질서하게 분포하는 각 Au 
나노입자의 크기가 증가할 때 수반되는 분광 

특성의 변화를 이용하는 분자 검출방법이 발표 

되었다.(14~16) 이 방법도 역시 특정 분자가 존재할 

때, 나노입자의 크기 증가 즉, 분광특성의 

변화량은 용액 속에 존재하는 특정 생체분자의 

농도에 비례하는 현상을 이용한 것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플라즈몬 피크의 강도의 변화량만 

측정값으로 이용하며, 나노입자의 크기변화에 

수반되는 플라즈몬 피크의 위치는 수 nm 혹은 

기껏해야 일~이십 nm 이내에서 불규칙하게 

변하므로 측정값으로 이용할 수 없다. 한편 Ag 
나노입자에 코팅되어 있는 프로브 분자에 검출 

생체분자가 결합할 때 수반되는 분광특성의 

변화를 이용하는 검출방법도 발표되었다.(17~19) 이 

방법은 검출분자의 결합에 의해 유도되는 나노 

입자 주위매질의 굴절률 변화에 의한 플라즈몬의 

특성변화를 측정하는 것으로, 플라즈몬 피크의 

위치만 수십 nm 정도 변하며 강도는 변하지 

않는다.  

5. 결 론 

용액 속에서 검출분자의 매개작용에 의하여 Au 
나노입자 배열의 형태가 변할 때 수반되는 

플라즈몬의 특성변화를 관찰하였다. 기존의 

나노입자의 광특성을 이용한 분자검출 방법들은 

플라즈마 피크의 강도나 위치의 변화 중 한 

가지만 측정값으로 이용함으로써 특정 분자의 

존재 여부 및 농도를 측정하였으나, 나노입자 

배열의 크기 및 형태의 변형을 이용하는 본 

방법은 플라즈몬 피크의 위치와 강도의 변화를 

동시에 측정값으로 이용하므로 측정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생체분자를 매개체로 이용한 Au 나노입자 배열의 

변형 및 이 때 수반되는 플라즈몬 특성의 변화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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