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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기상증착을 이용한 금속표면 나노구조제어

Control of surface metal nanostructure with physical vapor de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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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 최근 질병 조기진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기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 중 표면증
강라만산란(surface enhanced Raman scattering(SERS))을 이용하여 인체 내 소량의 바이오마커를 검출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중이다. 본 연구에서는 바이오마커의 검지감도를 최대치로 증가시키기 위해 SERS 기판의 나노구조를 최적화 하였다. 
SERS 기판 표면의 나노구조, 크기, 형상, 밀도 등에 따라 검지감도가 변화되기 때문에 이를 제어하기 위해 증착공정 변수
에 변화를 주어 표면의 나노구조를 형성하였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SEM, XRD를 사용하였으며 최적화된 SERS 기판을 활
용하여 Rhodamine 6G의 신호가 1×105 이상의 enhancing factor를 확인하였다.

1. 서론

표면증강라만산란(Surface Enhanced Raman Scattering(SERS))이란 금, 은과 같은 금속 나노구조체 표면에 라만산란신호를 
내는 물질이 있을 때, 신호의 세기가 라만산란에 비해 106~1014배 이상 증폭되는 현상을 말한다. 금속 나노구조 표면의 플
라즈몬 진동수와 입사되는 빛의 진동수가 같을 경우, 표면플라즈몬에 의해 유도된 전자기장은 표면에 흡착된 물질의 라만
신호를 증폭시킨다. 이에 따라 표면증강라만산란을 이용한 바이오센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금속나노구조의 기판이며, 기
판의 형상 및 구조에 따라 신호가 증폭되는 정도가 크게 달라지게 된다. 최근 SERS 기판을 활용한 암 인자 검출 및 특정 
DNA와 단백질의 상호관계에 대한 바이오센서 활용이 연구되고 있으나 대부분 대학에서 학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질
병 조기진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SERS 기반의 고감도 검지 구현이 사회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
다. 

2. 본론

본 실험에서는 암 진단의 감도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SERS 기판의 표면처리 기술을 연구하였다. SERS 기반의 바이오 
센서가 보다 정확하고 정밀하게 암을 진단하기 위해 고감도와 신뢰성 바탕이 되야하며 규칙적인 나노패턴을 대면적에서 
경제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표면처리 기술이 필요하다. SERS 신호를 극대화시키고, 재현성 있는 신호를 얻을 수 있도록 
사슬구조와 나노갭 제어가 가능한 나노구조의 금속 표면처리 기술을 연구 하였으며 그 중 SERS 기판의 암 인자 검출에 
적합한 금속나노구조 구현을 위해 압력을 조절하였다.

Fig. 2. Enhancement factor of metal nanostructure 

3. 결론

SERS 기판의 표면 나노구조를 압력 변화를 통해 제어하였으며 압력이 높아질수록 나노구조의 porous가 증가하는 것을 SEM
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압력 별 SERS를 측정하였을 때 0.1 Torr에서 가장 높은 1×105의 enhancing factor가 측정 되었
다. 이를 통해 세포나 혈액 속과 같은 다성분 용액에서도 응용가능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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