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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 바이오센서는 최근까지 여러 다양한 종류의 바이오센서 측정 방식에 비해 구 의 용이함, 비 표지방식, 

탁월한 측정 민감도의 장 을 바탕으로 활발히 연구되어 오고 있다. 그로 인하여 고감도의 SPR 센서를 구 하

기 한 다양한 센싱기법, 즉 기존의 속 박막에 나노구조를 형상화 하여 감도를 높이거나 반사 의 상변화

를 감지하는 기법, 는 속 나노입자를 가하여 측정부의 신호 효율을 개선시키는 등의 다양한 기술들이 소개

되고 있다. 특히 SPR 공명각 변화 특성을 염두에 두었을 때, 주기 인 나노구조 패턴이 용된 속 박막 구조

는 측정 면에 나노스 일의 국소표면 라즈몬 공명 (Localized Surface Plasmon Resonance) 상을 일으켜, 측

정물질의 굴 률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하기 때문에 기존의 단순 속 박막 구조의 SPR 센서에 비해 민

감도를 크게는 수십 배 개선시키는 요인을 지니고 있다(1), (2). 특히 입사 에 의해 국소 으로 형성되는 강한 필

드 (Hot spots) 가 발생되는 지 에 정확히 측정 물질을 치시킬 수 있으면 보다 선택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

하는 센서를 구 하는 것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먼  Rigorous Coupled Wave Analysis (RCWA)를 이용하여 센서 구조 내에 입사된 빔에 의

해 생기는 국소표면 라즈몬 공명을 확인하고, 그로 인한 생체물질 변화 감지를 분석  실험을 통하여 증명하

고자 한다. 생체물질 변화감지를 알아보기 한 실험으로서는 24개의 베이스 시 스를 가지는  DNA 합 반응

이 이용되었다. 센서의 구조는 먼  SF10의 유 체 기 을 기반으로 주기 인 속 나노선이 배열된 속 박막

의 형태로서, 여러 속 에서도  (Au) 을 재료로 하 다. 은 보통 SPR 센서의 속 박막을 형성시킬 때 

이용되며 다른 재료에 비해 DNA 칩 제조에 용이한 특성을 가지므로 리 이용된다. 한 강한 필드가 걸리는 

치에 선택  반응을 일으키기 해 일정한 각도로 기 을 기울여 증착을 함으로써 SiO2층을 형성하 다.

. 그림 1. 국소표면 측정용 SPR 센서 

박막 구조 

한편 SiO2층은  박막의 센서표면에 probe DNA 층을 형성 시킬 때 과 DNA의 흡착을 막아주는 기능을 

한다. 결과 으로 기울임 증착을 통해  나노선 부근 일정 부의 틈만을 허용하여, 이 부분에만 선택 으로 

DNA의 합 반응이 일어나도록 하 다. 한 속 나노선 제작을 한 다양한 구조  라미터를 고려하 다. 

고려된 라미터로는 하단부 박막의 두께(df) 40-50 nm, 상층부 나노선의 높이(dg) 10-20nm, 주기(Λ) 

300-500nm 그리고 주기 내 나노선의 유율(f) 50-70% 등이 있다. 한 기울임 증착시 증착 각도(𝜃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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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0°, 증착 높이(dm) 1-5 nm 가 고려되었다. 한 DNA층은 24개의 베이스 시 스를 고려했을 때 약 

8nm의 높이로 계산되며, 합반응이 일어남에 따라 DNA층의 굴 률은 1.45에서 1.53으로 변화되는 것

을 참고하 다.3) 민감도 개선 수치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수식의 개를 통해 구할 수 있다. 한 나노

선 구조일 때와 일반 인 박막층과 비교했을때 얻어지는 SEF를 통해서 반응부피 차이를 보정한 단 부

피당 민감도 개선 수치 SEFUTV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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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결과를 검토해 볼 때 결론 으로 SEFUTV의 값이 가장 커지는 구조  라미터는 박막두께 값에 계없

이 동일하게 나타나며 최  12, 즉 12배 이상 감도가 개선되는 결과를 얻었다. 이때의 라미터는 각각 df = 

40m, dg = 20nm, Λ = 400nm, f = 50% 그리고 𝜃eva = 30° 이다. 이를 토 로 합반응 이후의 구조를 모델

링하여 SPR angle에서의 field profile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의 데이터

는 각각 df = 40, 45, 50nm일 때를 나타내며, 특히 필드가 생성되는 지 에 합이 완료된 DNA층이 

치한다. 보이는 것처럼 나노선구조의 양쪽 두 부분으로 강한 필드가 형성됨을 알 수 있다.  

          

그림 2. 나노선 구조 내부의 표면 라즈몬 상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이론 인 근거를 토 로 DNA 합 반응을 실험  측정을 통해 찰하여 측정 

할 수 있는 DNA의 양을 정량 으로 추산해 보았으며 이를 통하여 SPR 측정감도의 향상  분자반응

의 측정 가능성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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