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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localized surface plasmon resonance and the related coupling phenomena with respect

to various geometric parameters of Ag nanoparticles, including the size and inter-particle distance. The plasmon resonances of

Ag nanoparticles were studied using three-dimensional finite difference time domain(FDTD) calculations. From the FDTD

calculations, we discovered the existence of a symmetric and an anti-symmetric plasmon coupling modes in the coupled Ag

nanoparticles. The dependence of the resonance wavelength with respect to the inter-particle distance was also investigated,

revealing that the anti-symmetric mode is more closely correlated with the inter-particle distance of the Ag nanoparticles than

the symmetric mode. We also found that higher order resonance modes are appeared in the extinction spectrum for closely

spaced Ag nanoparticles. Plasmon resonance calculations for the Ag particles coated with a SiO2 layer showed enhanced

plasmon coupling due to the strengthened plasmon resonance, suggesting that the inter-particle distance of the Ag nanoparticles

can be estimated by measuring the transmission and absorption spectra with the plasmon resonance of symmetric and anti-

symmetric localized surface plasm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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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나노기술(NT) 및 나노

구조 성장 기술은 수 나노미터에서 수백 나노미터의 크

기를 가지는 나노입자, 나노막대, 광결정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나노구조체(nanostructures) 제작을 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나노구조 소재에서의 다양한 물리적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응용하고자 하는 연구가 활발하

게 진행되고 있다.1-4) 나노구조체의 대표적인 소재 중 하

나인 Ag는 화학적 합성법, 물리적 증착법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제조가 가능하여 광전자소자, 바이오소자 등 다

양한 분야에 활발하게 응용되고 있다. 특히 Ag와 같은

귀금속 소재의 경우, 귀금속과 유전체 두 매질의 경계

면에서 입사된 빛의 전기장 수직성분의 불연속성에 의

해 경계 표면에 표면전하가 유도되고 이러한 표면전하

들의 진동으로 인한 표면 플라즈몬 공명(SPR, Surface

Plasmon Resonance) 현상이 존재한다.1-6) 또한 Ag의 경

우 나노크기로 제조되는 경우 국소 표면 플라즈몬 공명

(LSPR, Localized Surface Plasmon Resonance) 현상이

존재함을 발견한 이후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태양전

지, 광통신, 광메모리, 광집적회로, 디스플레이 등의 새

로운 나노광소자 및 광소재를 개발하는 연구가 활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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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진행되고 있다.1-9) 

LSPR 현상 연구를 위한 Ag 입자 성장 방법 중에 저

비용, 대면적 성장이 가능한 방법으로 스퍼터링과 같은

물리적 증착 방법을 이용한 자기조립(self-assemble)법이

최근 응용 연구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10) 이러한 자기조

립법에 의한 Ag 입자 제조 방법은 단순 증착을 통해 손

쉽게 나노입자의 형성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나, 균일한

크기, 형상, 간격을 가지는 나노구조 형성이 어렵고 증

착시간 및 증착조건에 따른 미세구조 제어가 어려운 단

점이 있다. 일례로 Ag 입자간의 간격의 경우 증착 조

건에 따라 수 nm 이하의 매우 미세한 변화가 발생할 수

있으나, LSPR 현상의 특성상 1 nm 이하의 미세 변화 또

한 LSPR 특성에 매우 크게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자기조립법에 의한 Ag 나노구조 형성에 있어서 나노구

조의 미세 변화에 따른 LSPR 특성 변화 연구가 요구

되고 있으며, LSPR 특성 변화 연구를 통한 미세구조 변

화 연구 또한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Ag 나노입자에서 나타나는 LSPR 현상

을 이용하여, 나노입자의 크기, 나노입자간의 간격 등의

기하학적인 구조 변화에 따른 플라즈몬 공명 특성 변화

를 유한차분 시간영역(FDTD, Finite-Difference Time-

Domain) 방법을 이용하여 연구하였다. 특히, Ag 나노입

자의 상호작용에 의한 대칭공명(symmetric resonance) 및

비대칭공명(anti-symmetric resonance)과 각각의 공명 모드

의 공명파장 변화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2. 실험 방법

Ag 나노입자의 LSPR 공명 현상의 연구를 위해 본 연

구에서는 3차원 FDTD 방법을 이용하여 기판 위에 자

기조립된 Ag 입자가 존재할 경우 투과율 및 전자기장

분포를 계산하였다.11) Fig. 1에 본 연구에서 사용된 계

산구조의 개략도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판 위에

Ag 입자가 존재하는 경우와 Ag 입자 위에 SiO2 층을

코팅한 두 경우에 대하여 계산하였다. 계산에 사용된 기

판은 굴절률이 1.5인 유리 기판을 사용하였다. 광원으로

는 TE(transverse electric) 편광 된 300 nm에서 800 nm

대역의 plane wave를 사용하였다. 계산에 사용된 mesh

의 크기는 Ag 입자 주변은 최소 0.1 nm를, Ag 입자에

서 멀리 떨어진 기판 영역의 경우 최소 1 nm를 사용하

였다. FDTD 계산의 경계조건으로는 PML(Perfect Matched

Layer)을 사용하였다. Ag 미세구조의 변화에 따른 LSPR

현상의 연구를 위해 Ag 입자의 직경을(d) 5 nm에서 30

nm까지 변화 시켰으며, Ag 입자들 사이의 간격은(s) 0.5

nm에서 2.0 nm까지 변화시키며 LSPR 공명 특성의 변

화를 계산하였다.

3. 결과 및 토의

Ag 나노입자의 플라즈몬 공명 특성의 상호작용에 대

Fig. 1. Schematic diagram of the Ag nanoparticles used for the

FDTD calculations.

Fig. 2. (a) Transmission spectra of single Ag nanoparticle by

varying the particle size. (d = 5~30 nm) (b) Transmission spectra of

single Ag nanoparticle by varying the particle size with SiO2

coating layer. (d = 5~30 nm) The insets show the electric field

intensity distributions at 363 nm and 413 nm,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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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에 앞서 본 연구에서는 단일 Ag 나노입자의 플

라즈몬 공명 특성을 연구하였다. Fig. 2에 Ag 나노입자

의 직경 변화에 따른 플라즈몬 공명현상의 변화를 나타

내었다. Fig. 2(a)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유리기판 위에 Ag

입자가 있는 경우 입자의 직경이 증가함에 따라 투과율

의 감소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계산 영역에서 Ag

입자가 차지하는 유효면적의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

로 판단된다. Fig. 2(a)의 삽도에 d = 30 nm인 Ag 나노

입자의 플라즈몬 공명파장에서 전기장의 세기(|E|2) 분포

를 나타내었다. 나노입자의 가장자리에서 강한 전기장을

관찰할 수 있고, 플라즈몬 공명에 의한 dipolar field의

관찰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단일 Ag 나노입자의 투과

율 감소가 dipole mode를 가지는 플라즈몬 공명임을 확

인할 수 있다. SiO2 층을 코팅한 경우엔 Fig. 2(b)와 같

이 플라즈몬 공명 파장이 전체적으로 장파장 영역으로

이동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투과율의 값이 SiO2

층이 있는 경우 현저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이는 플라즈몬 공명이 나노입자 주위의 굴절률에 영

향을 받기 때문에 SiO2 층의 유전상수에 의한 영향으로

공명파장의 변화 및 플라즈몬 공명 강도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Ag 나노입자의 플라즈몬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를 위

해 d = 20 nm인 Ag 입자에 대해 나노입자 간격의 변화

에 따른 플라즈몬 공명현상의 변화를 계산하였다. Fig.

3에 s = 2.0 nm 에서 s = 0.5 nm 까지 감소하는 경우 플

라즈몬 공명 특성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확인

할 수 있는 바와 같이 s가 감소함에 따라 Ag 입자의 플

라즈몬 상호작용에 의하여 단일 나노입자의 플라즈몬 공

명이 두 개의 공명현상으로 나누어 지면서 공명파장이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입자간 간격이 줄어들

면서 상호작용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 두 개의 플라즈몬

공명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두 공명 모드

의 공명파장의 차이도 커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플라즈몬 상호작용에 의해 나타나는 두 개의 플라즈몬

공명 모드에 대한 이해를 위해 Fig. 4에 s = 0.5 nm 인

경우 각각의 공명파장(p1= 363 nm, p2= 415 nm)에서 전

기장의 분포를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

와 같이 p1의 경우 전기장의 세기 분포가 나노입자 사이

및 나노입자의 가장자리에서 강한 분포를 나타내고, p2의

경우 전기장 세기가 나노입자 사이에서 강하게 집중되

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두 나노

입자에 존재하는 전자의 symmetric, anti-symmetric 공명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12) 즉, p1의 경우 symmetric 공

명 현상에 의해 두 나노입자의 전자 진동이 in-phase를

가지며 공명하는 모드로써 이에 따라 나노입자의 양쪽 가

장자리에서 전기장의 세기가 증가하게 되며, p2의 경우

anti-symmetric 공명에 의해 두 나노입자의 전자 진동이

out-of-phase로 진동하는 모드로써 나노입자 사이에서 강

한 전기장이 형성되는 경우로 판단된다.12)

나노입자의 간격에 따른 symmetric mode와 anti-sym-

metric mode의 변화를 자세히 보기 위하여 Fig. 5에 입

자 간격의 변화에 따른 두 공명모드의 공명파장을 나타

내었다.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입자간격

Fig. 4. (a) Electric field intensity distribution of Ag nanoparticles at

363 nm. (symmetric mode) (b) Electric field intensity distribution of

Ag nanoparticles at 415 nm. (anti-symmetric mode).

Fig. 3. Calculated transmission spectra of Ag nanoparticles by varying

the inter-particle distance. (s = 0.5~2.0 nm) The dotted lines are a

guide to the eye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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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감소함에 따라 두 공명모드의 파장은 장파장 영역으

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입자간격의 감소로

인해 플라즈몬 상호작용이 증가하여 두 공명파장의 차

이가 1.0 nm 이하에서 급격하게 증가하는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symmetric mode에 비해 anti-symmetric mode

가 나노입자 간격의 변화와 더 강한 상관관계를 나타내

었다. Anti-symmetric mode의 파장변화가 symmetric mode

에 비하여 크게 나타나는 것은 anti-symmetric mode가

symmetric mode에 비하여 장파장에서 발생하고, 장파장

에서 Ag의 permittivity 변화가 크게 나타나는 것과 관

련된 것으로 판단된다. 주목할 점 중에 하나는 s = 0.8 nm

에서 s = 0.5 nm로 감소할 경우 anti-symmetric mode의

공명파장 변화는 61 nm로 0.1 nm의 간격 변화에 의해 약

20 nm의 공명파장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자기조립에

의해 생성되는 나노입자의 경우 s의 값이 균일한 값을

가지게 못하게 되며, 평균값 또는 최빈값을 중심으로 유

한한 분포를 가지고 존재하여 구조분석을 통해 정확한

분포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Fig. 5에 나타난 바

와 같이 나노입자 간격에 따른 플라즈몬 공명 파장의 변

화를 이용할 경우 플라즈몬 공명 측정을 통해 여러 나

노입자들의 ensemble average 된 특성과 비교를 통해서

자기조립 나노입자들의 평균적인 분포의 예측이 가능하

게 된다.

Ag 나노입자에 SiO2 층을 코팅하는 경우에 플라즈몬

상호작용에 대한 계산 결과를 Fig. 6에 나타내었다. Fig.

2의 단일 나노입자에서 관찰한 바와 같이 SiO2 코팅에

의해 전체적인 플라즈몬 공명파장의 이동을 관찰할 수

있으며, s의 변화에 따라 Fig. 3에 나타난 바와 같은

symmetric, anti-symmetric mode의 생성을 관찰할 수 있

다. SiO2가 코팅되는 경우엔 Ag 나노입자 주위 굴절률

이 1.0에서 1.53로 증가되며, 이 경우엔 Fig.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s = 2.0 nm가 떨어진 경우에도 symmetric, anti-

symmetric mode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SiO2가 코팅된 경우 가장 큰 차이점은 s = 0.5 nm

에서 관찰할 수 있다. Fig. 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SiO2

가 코팅된 경우는 플라즈몬 공명의 강도가 커지게 되며

이에 따라 플라즈몬의 상호작용도 강하게 되어 나노입

자의 간격이 0.5 nm 인 경우에도 강한 플라즈몬 상호작

용에 의해 새로운 coupling mode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6(a)에서 새로운 플라즈몬 공명 모드에

의한 공명 peak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Fig. 6(a)에서 관찰된 다양한 모드의 물리적인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각각의 peak의 위치에서의 전기장의 세

기를 Fig. 7에 나타내었다. Fig. 7(b) 로부터 p2(646 nm)

의 공명 모드는 앞에서 언급했던 s > 0.5 nm 이상에서 나

타나는 symmetric, anti-symmetric 공명 모드 중 anti-

symmetric mode에 의한 peak 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에 반해 Fig. 7(a)에 나타난 p1(406 nm)의 공명 모드의

경우 전기장의 분포가 dipole 모양의 전기장의 분포와 다

르게 나노입자 중심에서 전기장의 세기가 집중되지 않는

Fig. 5. Dependence of symmetric and anti-symmetric plasmon

resonance frequencies with respect to the inter-particle distance. (s =

0.5~2.0 nm).

Fig. 6. Calculated transmission spectra of Ag nanoparticles by

varying the inter-particle distance with SiO2 coating layer. (s = 0.5~

2.0 nm) The dotted lines are a guide to the eye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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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형태는 일반적으로 dipole

mode 외에 quadrupole mode와 같은 higher modes에

의한 전기장의 분포이다.13,14) Quadrupole mode와 같은

higher modes의 경우 일반적으로 나노입자의 크기가 증

가하면서 중요해지는 모드로써, 본 연구의 경우에는 나

노입자 사이의 간격이 작아지면서 플라즈몬 상호작용이

증가함에 따라 특정 간격 이하에서 두 나노입자의 전자

들이 강하게 상호작용하며 나노입자의 유효 크기가 증

가함에 따라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13,14)

SiO2가 코팅된 경우에 나노입자의 간격에 따른 sym-

metric mode와 anti-symmetric mode의 공명파장의 변화

를 Fig. 8에 나타내었다. Fig. 5의 경우와 같이 입자 간

격이 감소함에 따라 두 공명모드의 파장은 장파장 영역

으로 이동하며, 입자간격의 감소에 따라 플라즈몬 공명

파장의 차이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SiO2가

코팅되기 전의 경우 s = 0.8 nm에서 s = 0.5 nm로 감소할

경우 anti-symmetric mode의 공명파장 변화는 61 nm 이

었으나, SiO2가 코팅된 경우엔 플라즈몬 상호작용의 강

도가 증가하면서 약 78 nm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SiO2가 코팅된 후에는 0.1 nm의 간격 변화에 의

해 약 26 nm의 공명파장 변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자기조립된 Ag 나노입자에서 나노입자

의 크기 및 나노입자간의 간격 등의 기하학적인 구조 변

화에 따른 플라즈몬 공명 특성 변화를 FDTD 방법을 이

용하여 연구하였다. Ag 나노입자가 2.0 nm 이하로 근접

하는 경우 플라즈몬 상호작용에 의한 symmetric resonance

및 anti-symmetric resonance의 관찰이 가능하였으며, 두

플라즈몬의 공명 파장이 나노입자의 간격에 따라 변화하

는 것을 확인하였다. Anti-symmetric mode의 경우 sym-

metric mode에 비하여 나노입자 사이의 간격과 강한 상

관관계가 있었으며, SiO2 코팅층이 있는 경우 플라즈몬

상호작용이 강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경우 0.5 nm

이하에서는 플라즈몬 상호작용에 의해 higher modes 또

한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플라즈

몬 공명 현상에 대한 연구는 향후 자기조립에 의해 형

성된 나노입자의 분포 형태 예측에도 활용이 가능할 것

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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