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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분자와 필드의 동시국소화를 통한 플라스몬 센서의 감도향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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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국소화된 플라스몬 필드 내에 분자를 동시국소화 시키는 방법으로 플라스몬 센서의 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이론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플라스몬 필드의 국소화는 나노격자를 통하여 이루어 졌으며, 측정하고자 하는 분자 반응은 유전체 

박막의 기울임 증착을 통하여 국소화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근접장 기반의 필드와 분자 분포 간의 중복적분 값을 통하여 중복

도가 플라스몬 센서의 감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계산된 플라스몬 센서 특성에 근거하여 동시국소화된 플라

스몬 센서의 경우, 동시국소화되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10배 정도의 감도개선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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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have conducted a theoretical study to improve the detection limit of a surface plasmon resonance (SPR) sensor by 
co-localizing plasmonic fields and target molecules of interest. The fields were localized by nanograting antennas, while target 
molecules that participate in a molecular interaction were assumed to be co-localized by angled evaporation of a dielectric mask 
layer on the nanograting antennas. We have performed the evaluation using an overlap integral between distributions of plasmon 
fields and molecules and confirmed the correlation of the overlap with the sensitivity of an SPR sensor. Based on the calculated 
sensor characteristics, it was found that the sensitivity, if the fields and molecules are co-localized, can be as much as ten times 
that of non-colocalized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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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표면플라스몬(surface plasmon)이란 금속-유전체 사이의 계

면에 존재하는 전자의 농도파(concentration wave)를 가리키

며, 표면의 상태에 따라 표면플라스몬이 발생하는 공명조건

(resonance condition)이 바뀌므로 이러한 특성의 변화를 이

용하여 분자간의 결합을 측정하는데 많이 사용되어 왔다. 표
면플라스몬 센서는 실시간으로 측정이 가능하고, 정량적인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으며, 반응계수 등과 같이 일반적으로 

측정하기 힘든 값들을 비교적 손쉽게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

을 가지고 있어, 많은 응용분야에 사용되고 있다.

표면플라스몬 센서는 형광물질과 같은 레이블을 사용하지 

않고 측정할 수 있는데 반하여, 레이블을 사용하는 센서 방

식에 비하여 검출 감도(detection sensitivity)가 저하되는 문

제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플라스몬 센서의 감도를 개선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연구 방향으로는, 나노입자 혹은 링커분자

들을 이용하여 생체분자가 만들어내는 광학적 굴절률 강도

(index signature)를 증폭하여 기존의 플라스몬 센서로 측정

되지 않았던 적은 수의 분자간 결합을 측정해 내는 방법이

다. 예를 들면 금나노입자를 사용하여 DNA 결합을 측정함

으로써 10배 이상의 감도 개선을 이루어 낸 결과가 보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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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Schematic of an angle-deposited SPR sensor for co-locali-
zation of target molecules and fields. (b) Geometrical parameters 
used in the calculation.

바 있다
[1-3].

아울러, 자기광학효과(magneto-optic effect) 또는 전기 전

도도의 변화 등 상이한 측정 방법과의 상보적 결합을 통하여 

측정 방법의 개선을 이루고자 하는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4, 5], 

또한 기존의 빛의 세기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생체 분자 

반응에 따른 위상의 변화를 측정하여 100배 이상의 초고감

도 플라스몬 센서를 구현한 연구가 많이 등장하고 있다 
[6-8].

이에 대하여, 최근 플라스몬을 여기시키는 금속 박막 상에 

나노구조를 형성하여 플라스몬을 국소화(localize)시키고 이

를 이용하여 감도의 개선을 이루고자 하는 접근 방법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차원 나노격자 구조에서

의 감도개선 효과에 대한 이론적 연구가 진행되었고
[9-10], 격

자 상에서 단분자층의 형성 또는 DNA 결합 등 다양한 분자

변화를 측정한 결과가 보고되었으며
[12, 13], 금나노입자로 

DNA분자를 기능화시킨 후 나노구조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다
[14]. 불행히도 표면의 국소화만을 기반으로 한 

이러한 접근방법을 이용하여 10배 이상의 감도 개선을 이루

는 것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표면플라스몬의 국소화를 통한 감도 개선의 한계를 극복하

기 위하여 새로이 등장하고 있는 것은 측정하고자 하는 반응

에 참여하는 생체분자를 국소화된 플라스몬 필드와 함께 국

소화시키는 방법이다
[15]. 이와 같은 동시국소화(co-localization)

의 물리적 배경은 생체분자가 국소화되지 않는 경우 대부분

의 분자가 나노구조에 의하여 국소화된 플라스몬 필드가 존

재하지 않는 부분에 위치하게 되므로 이러한 불일치로 인하

여 감도가 개선되는 것에 한계가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다. 
동시국소화의 예로, 기울임 증착(angled evaporation)을 통하

여 분자의 국소화를 위한 윈도우를 형성하여 DNA 결합을 

측정한 결과, 60여 배의 감도 개선이 보고된 바 있으며
[16], 

이러한 동시국소화 기반의 접근 방법을 금나노입자와 결합

한 결과, 300배의 감도 개선이 보고되었다
[17]. 이와 같은 생

체 분자의 국소화는 자기조립공정에 의한 화학적인 방법으

로도 연구된 바가 있다
[18].

본 연구에서는 나노구조의 구조적 변화에 따라 동시국소화

에 의한 감도개선 효과가 갖는 한계를 이론적으로 연구해 보

고자 한다. 이와 같이 감도개선의 한계에 대한 추가적인 연

구가 필요한 이유는, 센서로서의 궁극적인 목표가 단일 분자 

간의 반응을 측정하는 것이라고 할 때, 기존 플라스몬 센서

의 감도를 수백배 개선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

이다. 기존의 플라스몬 센서가 갖는 감도 한계는 통상 1 
pg/mm2 정도로 인용되고 있으며 1 mm2

의 면적에서 측정이 

된다고 할 때, 10 KDa(1 Da, dalton = 1.66 × 10-24 g)의 질량

을 가진 분자를 기준으로 대략 6 × 108 개 정도의 분자간 반

응을 측정하여 1 RIU(refractive index unit)의 굴절률 강도를 

도출한다고 할 수 있다. 만약, 분자가 주는 굴절룰 강도가 분

자량에 대략 비례하고 그 관계가 선형적이라고 가정한다면, 
단일 분자간 반응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6억배의 감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온다. 즉, 최근 이루어진 동시국소화의 

결과에 따라 300여 배의 감도개선을 감안하더라도, 추가로 

200만배 이상의 감도개선이 이루어져야만 이러한 목표를 달

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물론, 플라스몬공명 방식을 이용하여 

실제 단일 분자 간 반응을 측정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울 것

으로 예측되나, 소수의 분자들이 개입하는 분자간 반응을 측

정하기 위해서는 본 논문에서 의도하는 바와 같이 추가적인 

감도개선을 위한 연구가 요구된다.

II. 수치해석 방법 및 모델

2.1. 수치해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수치해석을 위하여 엄밀결합파동분석법(Rigorous-
coupled wave analysis: RCWA)을 사용하였다. 본 방법은 주

기적인 구조의 광학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많이 사용된 방

법으로 푸리에모달방법(Fourier modal method: FMM)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2차원의 나노격자 구조를 계산하는데 100차
의 공간하모닉스(spatial harmonics)를 사용하였다.

2.2. 계산모델

계산에 사용한 격자 및 생체분자 반응의 모델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a)에서 보이는 것처럼, 나노격자의 구조는 SF10 
유리 기판에 증착된 금 박막 상에 제작되어 SiO2의 기울임 

증착을 이용하여 분자의 국소화를 이루는 것으로 가정하였

다. 이때 분자의 국소화는, thiol화 시킨(thiolated) 생체 분자

의 경우 유전체보다는 금속 상에 흡착되는 경향이 훨씬 강하

다는 원리를 이용하였다. 생체분자간 반응 모델로는 잘 알려

진 DNA 결합을 사용하였으며, 그림 1(a)에 보이는 바와 같

은 구조를 통하여 금 격자 및 박막에 선택적으로 DNA 분자

가 흡착(adsorption)되는 것으로 모델하였다. 나노격자의 구

조적 변수(parameter)로서 그림 1(b)에서 처럼 금 박막의 두

께를 df, 격자의 두께를 dg, 주기와 채움인자(fill factor)를 각

각 , f로 표시하였다. 금 박막과 유리 기판의 사이에는 접착



200 한국광학회지 제22권 제4호, 2011년 8월

FIG. 2. Calculated overlap integral: (a) dg = 20 nm, (b) 30 nm, 
and (c) 40 nm.

(adhesion)을 위하여 2-nm의 크롬층을 모델하였다. 계산의 편

의를 위하여 금속 박막 구조는 직선 형태로 모델하였으나, 
표면의 모양을 유한한 곡률(curvature)을 갖거나 또는 확률변

수(random variable)로 가정할 경우 근접장의 국소화가 약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제작 상의 용이함 및 효과적인 

근접장의 국소화를 위하여 300-500 nm의 범위를 갖도록 나

노격자의 주기를 제한하였다. 만약 기울임증착이 30°로 이루

어진다면, 밑면에 노출되는 금 박막의 폭은 dg × tan30°가 되

며, 격자 릿지의 옆면까지 포함하면 노출되는 금 표면의 길

이는 dg × (1 + tan30°)이 된다. 이와 같은 기하학적 모델을 

이용하여 반응에 참여하는 분자의 수를 추정하는 것은 실제 

반응을 지나치게 단순화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으나, 실험적

인 방법으로 분자의 수를 계측하는 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르고 표면에 흡착되는 분자의 수가 면적에 비례한다는 최

근의 실험 보고로 미루어 볼 때
[19], 일차적으로 근사(近似)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동시국소화를 위한 나노구조(그림 1)는, SiO2 마스크층이 

없는 구조를 제어구조로 하여 상대적인 성능을 비교하였다. 
SiO2 층이 없는 경우 근접장 분포의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

으나 DNA의 흡착이 금속 상에 자유롭게 일어나므로 생체분

자의 국소화가 일어나지 않게 된다.
모델에 필요한 SF10, 금, 크롬, SiO2의 광학 상수들은 참고

문헌을 참조하였다
[20]. 단일가닥(single-stranded) 및 이중가닥

(double-stranded) DNA의 광학상수는 Elhadj et al.의 결과를 

참고하였다
[21]. 또한,  = 632.8 nm의 파장을 가진 p-편광을 

가진 입사광을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2.3. 성능지수

나노격자 구조에 의하여 표면에 형성되는 전자장을 계산한 

후, 동시국소화 기반의 플라스몬 센서가 갖는 감도의 척도로

서 생체분자와 필드의 중복적분(overlap integral) 값을 사용

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성능지수(figure of merit: FOM)
은 다음 식과 같이 정의하였다.

( ) ( )∫= drrrFOM fn . (1)

이때, n(r)과 f(r)은 각각 생체분자의 분포에 의한 굴절률의 

공간 변화 및 입사하는 자기장에 의하여 정규화된 표면 세기

의 분포를 가리킨다. 특히, n(r)은 분자 밀도(pg/mm2)로 정규

화되었으며, 이때 분자밀도는 국소화된 면적이 아니라 전체 

면적 기준으로 평균 낸 값이다. 이와 같은 중복적분은 플라

스몬 센서의 감도에 미치는 다층박막구조의 영향을 분석하

는데 사용된 바 있다
[22].

III. 결과 및 분석

3.1. 수치해석 결과 및 근접장 특성 분석

그림 2는 다양한 나노격자 구조에 대하여 계산된 중복적분 

값들을 보여준다. 먼저 동시국소화가 된 경우의 중복적분 값

들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훨씬 큰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국소화된 필드 내에 반응에 참여하는 분자가 동시국

소화 되면서 굴절률 강도가 증폭되기 때문이다. 또한, dsDNA 
(반응후)와 ssDNA (반응전)에 대한 중복적분 값의 차이를 

보면, 그림 2(a)에 보이는 격자의 두께(dg)가 가장 작은 20 
nm인 경우에 대하여, 그 값이 가장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b)에서 보이는 것처럼, dg = 30 nm인 경우에는, 오히

려 동시국소화 시키지 않은 경우 중복적분 값의 차이가 더 

커짐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필드의 분포가 넓어지면서 국

소화 정도가 낮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경우 분자가 국

소화되어 분포하는 부분에 존재하는 필드의 정도가 상대적

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중복적분 값의 차이가 감소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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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Near-field distribution calculated by RCWA: (top row: 
a, b, c) dg = 20 nm, (second row: d, e, f) dg = 30 nm, and 
(bottom row: g, h, i) dg = 40 nm. Columns represent near-fields 
with respect to grating periods: (left column: a, d, g)  = 300 
nm, (center column: b, e, h)  = 400 nm, and (right column: 
c, f, i)  = 500 nm.

FIG. 4. Calculated peak intensity when the incident magnetic field 
is normalized to unit amplitude: (a) dg = 20 nm, (b) 30 nm, and 
(c) 40 nm.

동시국소화를 시키지 않은 구조의 경우에는 오히려 그 정도

가 늘어나 그림 2(b)에 보이는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동시국소화 하는 경우 일어나는 감도의 증가를 중

복적분 값을 통하여 설명할 수 있으며 이는 기존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17, 22].

그림 3은 국소화된 분자의 분포와 필드의 분포의 일치 정

도를 관찰하기 위하여, RCWA 방법으로 계산한 근접장 패턴

을 보여준다. 본 계산에서는 전제적인 근접장 특성의 경향성

을 파악하기 위하여 그림 3의 화살표로 나타난 것처럼 입사

각을 70°로 일정하게 유지하였으며, 그림3의 가로 행, 즉 (a, 
b, c), (d, e, f), (g, h, i)는 각각 격자의 두께가 20, 30, 40 nm
인 경우의 결과를 나타낸다. 세로열의 경우 왼쪽부터 나노격

자의 주기가 300, 400, 500 nm 인 경우를 나타내며, 이 때 

격자의 폭은 200 nm로 일정하게 유지하였다. 따라서 채움인

자는 각각 67% (=200/300), 50% (=200/400), 40% (=200/500)
가 된다. 그림3에서 먼저 관찰할 수 있는 경향은, 두께가 두

꺼워질수록 필드의 분포가 z축 상으로 퍼지는 것을 알 수 있

다. 이것은 앞서 그림 2에서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필드의 퍼짐으로 인하여 동시국소화의 효과가 약해지

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림 4는 근접장에서 계산되는 최대 필드 값(peak field intensity)

과 중복적분 값과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주기에 따른 경향 

및 격자의 두께에 따라 필드 값이 대체로 줄어든다는 사실에 

관한 한 상관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나, 
전체적으로 최대 필드 값과 중복적분 사이의 관련성은 그다

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실험적인 근접장의 경우 입사

광의 출력을 변화시킴으로써 그 세기를 조정하는 것이 가능

하지만, 입사광의 출력을 높인다고 하여 측정 감도가 기계적

으로 향상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정규화된 중복

적분 값과 필드 값과의 상관관계가 낮은 것은 충분히 예상된

다. 즉, 기존의 연구에서 보고된 것처럼, 근접장에서 얻어지

는 필드 크기와 원거리장(far-field) 특성은 직접적인 상관관

계를 짓기 힘드나
[23], 대신 중복적분을 통하여 근접장과 원거

리장 특성 사이의 관련을 지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2. 플라스몬 센서 특성 분석

표 1의 결과는 분자 반응에 따라 원거리장에서 측정되는 

공명각의 차이를 계산한 것이다. 이때 공명각은 반사도가 최

소가 되는 입사각을 나타낸다. 플라스몬 센서의 특성으로 반

사도 곡선의 폭도 중요한 파라미터이나 본 논문에서는 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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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alculated angular shift in degrees as a result of DNA hybridization

동시국소화되지 않은 경우 동시국소화된 경우

dg=20 nm 30 nm 40 nm dg=20 nm 30 nm 40 nm

L = 300 nm 0.4 -0.9 -0.5 0.1 -0.4 -0.2

L = 400 nm 1.8 -0.2 -1.5 0.3 0.2 -0.3

L = 500 nm 1.3 -0.2 -0.9 0.2 0 -0.3

FIG. 5. Calculated angular shift in degrees per unit target length: (a) non-colocalized and (b) co-localized cases.

스몬 센서의 감도를 나타내는 일차적인 척도로서 공명각의 

차이만을 고려하였다. 표 1에 따르면 동시국소화 된 경우의 

공명각 차이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훨씬 작은 것으로 

알 수 있지만, 이는 실제 반응에 참여하는 분자의 양에 커다

란 차이가 있으므로 당연히 예측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단위 분자 당 공명각 차이를 계산하는 데 있어 중요한 파라

미터는 반응에 참여하는 분자의 개수인데, 이는 2.2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분자 반응에 노출된 금속의 면적에 비례한

다. 특히, 나노격자와 같은 2차원 구조에서는, 분자의 개수가 

노출된 금속의 단면 길이(= dg + dg × tan30°)에 비례한다고 

단순화시킬 수 있으므로, 계산된 공명각 차이를 단면 길이로 

정규화한 값을 그림5에 나타내었다.
그림 5의 결과에 따르면, 동시국소화를 시킨 경우에 얻어

지는 단위 분자당 공명각의 차이가, 동시국소화 시키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2배 이상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 
400 nm, dg = 30 nm인 격자구조에 대해서는 감도개선 효과

가 9.7배에 이르는데,  = 400 nm를 가진 나노격자에 대한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분석한 근접장 결과와 일치하는 내용

이기도 하다. 이 구조의 경우 채움인자가 50%에 해당하는 

것이 감도개선 효과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한 가

지 주목할 것은, 동시국소화 시킨 경우  = 500 nm, dg = 
30 nm인 나노격자에서 계산되는 공명각 차이는 0으로, 모든 

나노격자의 구조에서 개선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

고 할 수 있다. 즉, 동시국소화에 의한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나노격자의 구조가 만들어 내는 근접장 패턴과 측정

하고자 하는 생체 분자의 분포에 대한 사전 이해가 요구된다.

IV. 결    론

본 연구논문에서는 나노격자에 의한 근접장 패턴과 분자 

분포 사이의 중복적분 값을 근거로 동시국소화에 의한 플라

스몬 센서의 감도개선 효과를 살펴보았다. 동시국소화 시키

지 않는 경우에 비하여 단위 분자당 10배 정도의 감도개선 

효과가 있는 것을 보았으며, 더욱 다양한 파라미터의 나노격

자 구조를 조사함으로써 플라스몬 센서의 감도를 최적화시

킨다면 그 이상의 감도개선을 도출하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

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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