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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금속 나노입자들이 수~수십 나노미터 수준의 충분히 가까운 거리를 두고 클러스터를 형성하면 나노입자들이 

가지는 모드들 간의 간섭으로 인해 강한 근접장 증강이 발생할 수 있다(Romo-Herrera et al., 2011). 이러한 플

라즈모닉 클러스터의 특성에 힘입어 플라즈모닉스 기반의 표면 증강 라만 분광법 센서, 광촉매, 광전자소자, 광
도파로, 메타 물질 등의 응용분야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Ye et al., 2012).

2. 자료 및 방법

플라즈모닉 클러스터를 제작하기 위해 다양한 탑다운 및 바텀업 공법들이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탑다운 공

법의 경우 나노미터 수준의 입자간 간격을 제작하기 위해 전자 혹은 이온빔 리소그래피 등과 같이 고가의 장비

가 필요 하며 3차원 구조체의 제작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바텀업 공법의 경우 비교적 경제적으로 플라즈모

닉 클러스터를 합성 및 제작하는것이 가능하지만 기판상의 원하는 곳에 구조체를 배치하는 것에는 역시 어려움

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3차원 나노프린팅을 이용해 경제적으로 3차원 플라즈모닉 슈퍼클러스터를 제작하였으

며 다양한 기능성 물질들을 클러스터의 핫스팟에 도입하는데 성공했다.

3.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3차원 프린팅 기술을 통해 그림 1과 같은 나노입자 클러스터를 3차원 형태로 제작하는데 성

공했다. 특히 두 가지 혹은 그 이상의 물질로 구성된 하이브리드 잉크를 사용해 3차원 플라즈모닉 클러스터를 

제작하여 다양한 광학 성질을 유도하고 관찰하였다. 가까운 미래에는 환자의 혈액, 소변, 눈물 등의 검체나 폐

수 등의 환경 지표 물질을 하이브리드 잉크에 도입하여 플라즈모닉 클러스터의 프린팅 및 측정을 빠르고 간단

하게 수행할 수 있는 센서 플랫폼의 제작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병원균 혹은 질병을 적은 양의 검체

로 정확하고 빠르게 진단하거나 현장에서 환경 유해 물질의 유무를 쉽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Fig. 1. 3차원 나노프린팅 기술로 제작한 플라즈모닉 클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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