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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금 나노 입자는 국지 표면 플라즈몬 공명 효과에 의해 크기, 모양, 

주변 매질의 유전율에 따라 달라지는 독특한 광학적 특성을 나타낸다. 금

나노 입자는 합성 시 크기와 모양의 조절이 가능하고, 생체 적합성, 

싸이올 분자를 이용한 표면의 개질이 쉽다는 점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는 흔히 집합체 수준에서 금 나노입자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단일 입자 분광학 기술의 발전으로, 금 나노

입자의 광학적 특성을 단일 입자 수준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단일 입자 수준에서의 광학적 특성 분석은, 집합체 평균 없이 나노

입자의 크기와 모양에 의한 광 특성을 분석 할 수 있기 때문에, 금 나노

입자의 광학적 특성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더욱이 금 나노입자를 화학 센서, 광학 탐침, 약물 전달체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보다 넓은 응용을 위해서는 단일 입자 수준에서의

광학적 특성 규명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

이 실험에서는 차등 간섭 명암 현미경과 암시야 현미경을

이용하여, 비등방성 모양을 가진 금 나노 입자의 광학적 특성을 단일

입자 수준에서 분석했다. 암시야 현미경을 이용하여 초점, 비초점 산란

이미지와 산란 스펙트럼을 얻었고, 비등방성 모양으로부터 나타나는

광학적 특성을 증명했다. 다음으로 차등 간섭 명암 현미경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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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등방성 모양에 의해 나타나는 편광 감응성 광특성을 분석했다. 더

나아가, 비등방성 모양의 금 나노 입자를, 다기능성 광학 탐침,

바이오센서로의 응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Keywords: 국지 표면 플라즈몬 공명, 비등방성 금 나노 입자, 편광 감응성,

차등 간섭 명암 현미경, 암시야 현미경, 다기능성 광학 탐침, 바이오센서, 

단일 입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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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old nanoparticles have unique optical properties which depend on the size, 

shape, and dielectric constant of the surrounding medium due to localized surface 

plasmon resonance effect. Gold nanoparticles have been receiving attention in a 

variety of fields because of synthesis method that can control shape and size,

biocompatibility, and convenience of functionalization on their surface using thiol 

molecules. Until now, gold nanoparticles have been studied at the ensemble level.

However, with the development of single particle spectroscopy, it has become 

possible to characterize the optical properties of gold nanoparticles at a single 

particle level. Characterizing the optical properties of single gold nanoparticle 

without ensemble averaging is very desirable to have deeper insight in size and shape 

dependent optical properties of gold nanoparticles.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characterize optical properties at the single particle level for wide application in 

various fields such as chemical sensors, optical probes, drug delivery, etc.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optical properties of anisotropic gold 

nanoparticle using two powerful techniques in single particle study, differential 

interference contrast microscopy and dark-field microscopy. Using the dark-field 

microscopy we obtained focused, defocused scattering images and scattering spectra, 

and verified the optical properties induced by anisotropic shape. In addition, 

polarization-dependent optical properties due to anisotropic shape were observed 

using differential interference contrast microscopy. Furthermore, anisotropic g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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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oparticles are suggested to be applicable to multifunctional optical probes and 

biosensors.

Keywords: Localized surface plasmon resonance, Anisotropic gold nanoparticle, 

Polarization dependence, Differential interference contrast microscopy, Dark-field 

microscopy, Multifunctional optical probe, biosensor, Single particle spectroscopy 

and micros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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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１장 서론

나노 입자는 적어도 한 차원의 크기가 100 nm 이하인 입자를

말한다. 이러한 나노 입자는 벌크 상태에서는 관찰 할 수 없었던

광학적[1], 전기적[2], 자기적[3]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금 나노 입자로 대표되는 플라즈모닉 나노 입자는, 특정

파장의 빛이 조사되었을 때 표면의 자유 전자가 진동하는, 국지 표면

플라즈몬 공명 (Localized Surface Plasmon Resonance, LSPR) 효과에 의하여

크기와 모양 그리고 주변 매질의 유전율에 따라 달라지는 광 특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금 나노 입자는 합성 시 크기와 모양의 조절이

가능하고, 독성이 없고[4], 표면의 개질이 쉽다는 점 때문에 약물

전달체[5, 6], 광열 암 치료 요법[7, 8], 화학 센서[9-11], 광학

탐침[12, 13]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플라즈모닉 나노 입자는 표면 증강 라만 분광학 (Serface Enhanced Raman 

Spectroscopy, SERS) 에서 라만 신호를 증폭 시키기 위한 기질[14, 15]로

이용되기도 한다. 빛과 나노 입자의 상호 작용을 이용한 많은 응용

방법은 나노 입자의 LSPR 파장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나노 입자의

광 특성을 조절하기 위하여, 나노 입자의 크기, 모양을 조절하는 다양한

합성 방법과 광학적 특성이 보고되어 왔으나,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집합체 수준에서 진행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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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단일 입자 분광학 기술의 발전으로, 플라즈모닉 나노 입자의

광학적 특성을 단일 입자 수준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전의

집합체 수준에서의 연구는 필연적으로 집합체 평균이 포함된 결과만을

확인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단일 나노 입자 개개의 광 특성을 확인하는

것이 어려웠다. 그러나, 단일 입자 수준에서 나노 입자의 광학적 특성의

분석은, 나노 입자의 모양과 크기가 광학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더

깊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단일 나노 입자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산란 및 발광에 기초를 두고 진행되어, 구형 ([16], 막대형[12], 

바이피라미드형[17], 큐브형[18], 쉘형[19] 등 다양한 나노 입자들에

대해 보고되었다. 하지만 단일 입자 수준에서 나노 입자의 광학적 특성

분석은 여전히 불충분하다.

단일 입자 회전 추적 (Single Particle Rotation Tracking) 기술의

발전은 광학 탐침으로 사용된 플라즈모닉 나노 입자를 실시간으로 추적

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전에는 주로 형광 분자가 광학 배향 탐침으로

널리 사용되어왔으나, 강한 형광 백그라운드가 발생하고, 감쇄 현상

(photobleaching) 때문에 관찰 시간도 짧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런 형광

탐침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광학 탐침으로는 주로 gold nanorod 

(AuNR)[12]과 같은 비등방성 모양을 가진 나노 입자가 연구되어 왔다. 

비등방성 모양을 가진 금 나노 입자는 그 모양 때문에 편광의 방향에



3

따라 달라지는 광 특성을 나타내게 된다. 편광을 기반으로 한

암시야(Dark-field, DF) 편광 현미경[13], 광열 헤테로다인

이미징(Photothermal heterodyne imaging)[20], 차등 간섭 명암 (Differential 

Interference Contrast, DIC) 현미경[12], 내부 전반사 (Total internal reflection) 

산란 현미경[21], SERS[22, 23] 등이 막대형 금 나노 입자의 배향을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왔다. 게다가, 비초점 배향 및 위치 이미징

(Defocused Orientation and Position Imaging, DOPI) 기술을 이용하면 각

축퇴도 (angular degeneracy)[24, 25] 없이 삼차원 상의 금 나노 입자

배향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더 큰 민감도와 다기능성의 부여는

단일 입자 회전 추적 기술에서 큰 과제로 남아있다.

금 나노 입자의 LSPR 효과를 이용한 바이오센서는 각종 질병의

병원체 진단[26, 27], 세포 연구[28] 등의 분야에서의 응용 가능성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LSPR 바이오센서는 금 나노 입자 주변

매질의 유전율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발생하는 LSPR 파장의

이동에 기반하여 표적 물질을 탐지한다. 주변 매질의 유전율 변화에 대한

민감도는 거리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입자 표면에 DNA[29]나

RNA[30] 항원-항체[31, 32], 단백질[33] 결합시켜 이용하면 표적

물질을 선택적으로 검출 할 수 있고, 형광 물질과 같은 표지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표적 물질을 실시간으로 관찰 할 수 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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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PR 바이오센서는 여전히 혼합물에서 민감도가 떨어지고, 검출 한계가

낮다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모양과 크기를 지닌 금 나노 입자를 DIC

현미경과 DF 현미경을 이용하여, 단일 입자 수준에서 분석한다. 두

현미경 모두 단일 입자 연구를 수행하는데 사용 할 수 있는 강력한

기술이다. DIC 현미경의 원리는 도식 1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램프로부터

나온 빛은 첫 번째 편광기를 통과 한 후, 첫 번째 Nomarski 프리즘을

통과하여 서로 수직인 두 개의 편광으로 나눠진다. 두 편광 사이의

거리를 전단 거리(shear distance)라고 하며, 이중으로 상이 나타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대물 렌즈의 분해능 보다 작게 만든다. 나눠진 편광은

시료의 두께, 기울기, 굴절률에 따라 경로가 변경된다. 두 개의 빛이 대물

렌즈를 통과 한 후, 두 번째 Nomarski 프리즘을 통과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두 편광이 합쳐지고, 빛의 경로가 같아진다. 합쳐진 빛은 두

번째 편광기를 통과하면서, 명암의 차이를 발생시키고, 이를 이용하여

샘플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 DF 현미경은 도식 2에서 원리를 볼 수

있다. DF 콘덴서의 Numerical aperture는 대물 렌즈의 Numerical aperture보다

크고, 램프의 빛은 콘덴서를 통과할 때, 샘플로 바로 조사되는 빛은

차단된다. 따라서, 현미경 스테이지에 샘플이 없으면, 이미지는 어둡게

보인다. 하지만 샘플에 스테이지에 놓이면, 샘플로부터 산란된 빛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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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으로 대물 렌즈를 통과하게 되어서, 샘플은 어두운 배경에서 밝게

빛나는 형태로 나타난다. DF 현미경과 DIC 현미경은 모두 직경 20 nm 

이상의 금 나노 입자를 쉽게 검출 할 수 있다. 두 단일 입자 연구 기술을

이용하여, 입자의 비등방성 모양에 따른 금 나노 입자의 광학적 특성을

확인하고, 다양한 기능을 제공함과 동시에 삼차원 공간 상에서 나노

입자의 배향을 실시간으로 관측 할 수 있는 다기능성 광학 탐침을

개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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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２장 재료 및 실험방법

2.1. 재료 및 실험 장치

실험에서 사용된 AuNR (25 nm × 75 nm)는 Nanopartz 에서

구입하였고, 나머지 백금 코팅 막대형 금 나노 입자 (Pt-AuNR)와, 100-nm 

AuNS, 90-nm, 100-nm 성게형 금 나노 입자 (AuNU)는 Sigma-Aldrich 에서

구입하였다. 구매한 나노 입자는 실험에 사용하기 전 투과 전자

현미경이나 주사 전자 현미경을 통하여 구조를 확인하고, UV-Vis 

Spectroscopy 를 이용하여 집합체 수준에서의 LSPR 파장을 확인하였다. 

또한 실험에서 사용된 p-아미노싸이오페놀 (p-aminothiophenol, p-ATP)과 p-

나이트로싸이오페놀 (p-nitrothiophenol, p-NTP) 또한 Sigma-Aldrich 에서

구입하였다. 모든 나노 입자는 3 차 증류수에 20 배 희석 한 후, 초음파

처리하여 단일 입자의 생성을 유도한 다음 사용되었다. 샘플은 미리

세척된 슬라이드 글라스에 희석한 금 나노 입자 용액을 10 μL 를 올리고, 

커버 글라스로 덮은 뒤, 커버 글라스를 고정시킴으로써 제작되었다.

DF 현미경 이미지는 Nikon Plan Fluor 100 × 0.5-1.3 oil iris 대물

렌즈와 Nikon DF 콘덴서를 사용하는 Nikon Inverted 현미경을 이용하여, 

Andor iXon EMCCD 카메라를 통해 기록되었다. 수집된 나노 입자의

이미지는 ImageJ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또한 DF 산란

스펙트럼은 원하는 나노 입자로부터 산란되는 빛 만 선택적으로 수집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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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샘플의 위치는 전동 스테이지를 통하여 조절되었으며, 

그레이팅 (300 l/mm)을 통해 분산되어 Andor spectrometer 와 Andor CCD

카메라를 통해 검출되었다. 소프트웨어를 통해 그레이팅을 조절하여

필요에 따라 측정 중심 파장을 조절하여 원하는 영역의 스펙트럼을

얻었으며, 배경 신호와 램프 신호는 입자가 없는 지역에서 측정하여, 

MATLAB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DIC 현미경

이미지는 Nikon inverted microscope 에 2 개의 Nomarski 프리즘, 2 개의

편광기가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Numerical aperture 가 1.4 인 oil immersion 

condenser 와 Plan Apo oil-immersion 대물 렌즈를 사용하고, Andor iXon 

EMCCD 카메라를 이용하여 이미지를 얻는다. 단일 입자 연구를 위한

광학 현미경의 세팅은 그림 1 에서 볼 수 있다. 얻어진 DIC 이미지는

ImageJ 소프트웨어를 통해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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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식 1. 차등 간섭 명암 (Differential Interference Contrast, DIC) 현미경의 원리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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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식 2. 암시야 (Dark Field, DF) 현미경을 이용한 단일 입자 분광학의 원리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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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단일 입자 분광학을 위한 광학 현미경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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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Pt-AuNR 의 편광 감응성 광특성 분석

2.2.1. Pt-AuNR 단일 입자 산란 스펙트럼 분석

AuNR 에 백금이 코팅 되었을 때, 변화하는 광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보통의 AuNR 와 Pt-AuNR 를 앞서 설명한 방식대로

샘플로 만들어서 준비한다. 대물 렌즈에 오일을 한 방울 떨어트리고

샘플을 스테이지에 올려 커버 글라스를 오일과 접촉시킨다. 그 후

슬라이드 글라스에 오일을 한 방울 떨어트리고 콘덴서를 오일과

접촉시킨다. 접안 렌즈를 통해 샘플을 주시하며 초점을 찾은 후, 단일

입자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나노 입자를 찾아서 piezo stage 를 조작하여

중앙으로 옮긴다. 대물 렌즈에 의해 모아진 빛을 EMCCD 카메라로

보내서 DF 이미지를 얻거나, 분광기로 보내서 나노 입자의 산란

스펙트럼을 얻는다. 측정 위치를 나노 입자가 없는 위치로 이동하여

백그라운드 신호를 얻고, 대물 렌즈의 조리개를 활짝 열어서 램프 신호를

얻는다.

2.2.2 회전에 따른 Pt-AuNR DIC 이미지 패턴 변화 분석

Pt-AuNR 를 샘플로 제작하여 rotational stage 위에 올리고

고정시킨다. DIC 현미경을 사용하여, 대물 렌즈와 콘덴서 양 쪽에 오일을

접촉시키고 접안 렌즈를 통해 샘플을 주시하며 초점을 찾는다. 초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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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추면 0°부터 180°까지 10° 간격으로 rotational stage 를 회전시키며, 나노

입자의 DIC image 를 EMCCD 를 이용하여 얻어낸다.

2.3. DOI 를 이용한 Pt-AuNR 의 3 차원 배향 결정

2.3.1. Pt-AuNR 의 비초점 산란 패턴 이미지 분석

Pt-AuNR 용액을 샘플로 만들어 준비하고 스테이지 위에 올려 DF 

현미경을 사용하여, 대물 렌즈와 콘덴서 양 쪽을 오일과 접촉시킨 후, 

초점을 맞춘다. EMCCD를 이용하여 초점 위치부터 1 μm 정도까지 초점을

흐트러트려가면서 초점 이미지와 비초점 이미지를 얻는다.

2.4. 단일 입자 수준에서의 AuNU 의 광 특성 분석

2.4.1 짧고 뾰족한 팁에 의한 금 나노 입자의 LSPR 특성 변화 분석

100-nm AuNU 와 100-nm AuNS 를 샘플로 제작하여 piezo stage 에

올려두고, 대물 렌즈와 콘덴서를 오일에 접촉시킨 후, DF 현미경을

사용하여 초점을 맞춘다. 단일 입자로 존재하고 있는 나노 입자를 찾아서

중앙으로 이동 시킨다. 대물 렌즈에 의해 모아진 빛을 EMCCD 카메라로

보내서 DF 이미지를 얻는다. 나노 입자로부터 나오는 산란 신호를

분광기로 보내서 나노 입자의 산란 스펙트럼을 얻는다. 측정 위치를 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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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자가 없는 위치로 이동하여 백그라운드 신호를 얻고, 대물 렌즈의

조리개를 열어서 램프 신호를 얻는다.

2.4.2. AuNU 의 비초점 산란 패턴 분석

100-nm AuNU 샘플을 준비하고 DF 현미경을 이용하여 초점을

맞추고, EMCCD 를 이용하여 초점 위치의 DF 이미지를 얻는다. 초점

위치부터 0.5 μm 간격으로 초점을 흐트러트리면서 비초점 DF 이미지를

얻는다.

2.4.3. DF 현미경을 이용한 단일 AuNU 의 편광 의존성 광특성 분석.

DF 현미경 콘덴서에 편광기와 700 nm bandpass filter 를 부착하고, 

AuNU 샘플을 스테이지 위에 올려 대물 렌즈와 콘덴서 양 쪽을 오일과

접촉시킨다. 접안 렌즈를 이용하여 샘플을 주시하면서 초점 평면을

찾는다. 초점 평면에 도달하면, 0°부터 180°까지 10° 간격으로 편광기를

회전시키면서 단일 AuNU 의 DF 이미지를 얻는다.

2.4.4. AuNU 의 회전에 따른 DIC 신호 세기 분석

AuNU 를 샘플로 만들어 rotational stage 위에 올리고 테이프를

이용하여 슬라이드 글라스를 고정시킨다. DIC 현미경을 사용하여, 대물

렌즈와 콘덴서 양 쪽에 오일을 접촉시킨 상태에서 초점 조절 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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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초점을 찾는다. 초점을 맞추면 0°부터 360°까지 10° 간격으로

rotational stage 를 회전시켜, 나노 입자의 DIC image 를 얻어낸다.

2.5. 단일 AuNU 의 표적 물질의 Electrophilicity 에 따른 LSPR 

파장 이동의 분석

2.5.1. 표적 물질의 electrophilicity 에 따른 LSPR 피크 시프트 분석

AuNU 와 AuNS 를 슬라이드 글라스 위에 한 방울 떨어트리고, 

커버 글라스를 덮은 후 드라이키퍼에서 샘플의 물을 완전히 건조 시켜서, 

각각 3 개씩 6 개의 샘플을 준비한다. 샘플에 각각 에탄올, 1 μM 농도의 p-

ATP 에탄올 용액, 1 μM 농도의 p-NTP 에탄올 용액을 한 방울 떨어트리고

커버 글라스 주변을 밀봉하여 샘플을 준비한다. 각각 샘플에 대하여 DF 

현미경을 이용하여 DF 이미지를 측정하고, 단일 입자 산란 스펙트럼을

15 개씩 얻어서 LSPR 피크의 위치를 기록한다.

2.5.2. p-ATP 주입 후 시간 경과에 따른 성게 모양 금 나노 입자의 피크

이동 분석

AuNU를 24 × 50 mm 커버 글라스에 한 방울 떨어트리고, 20 × 20 

mm 커버 글라스를 덮은 후 드라이키퍼에서 샘플을 완전히 건조시킨다. 

샘플이 완전히 건조되면 에탄올을 한 방울 떨어트리고 초점을 맞춰, 단일

입자를 찾고 산란 스펙트럼을 얻는다. 스테이지에 샘플을 고정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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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에서 샘플 내부의 에탄올을 완전히 건조시키고, 1 μM 농도의 p-NTP 

에탄올 용액을 떨어트리고, 떨어트린 직 후 산란 스펙트럼을 측정하기

시작한다. 이후 3분 간격으로 반복 측정을 진행하여 LSPR 스펙트럼을

얻는다.

도식 3. 비등방성 금 나노 입자를 이용한 Rotational study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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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결과 및 고찰

3.1. Pt-AuNR 의 편광 감응성 광특성 분석

그림 2 는 투과 전자 현미경을 이용하여 얻어낸 Pt-AuNR 의

구조이다. Pt-AuNR 의 폭과 길이는 평균 25 nm × 73 nm 이며 그림 2B 의

확대된 이미지를 통해 백금 cluster 가 3-7 nm 의 두께로 중심의 AuNR 에

흡착되어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Pt-AuNR 과 AuNR 의 UV-Vis

스펙트럼이 그림 3A 에 나와있다. AuNR 는 일반적으로 가로축과 세로축

두 가지 방향의 SPR 모드를 가지게 되고, 그림 3A 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520 nm 에서의 transverse SPR 피크와 710 nm 에서의 longitudinal SPR 

피크가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Pt-AuNR 의 경우 표면에 붙은 백금 코팅

때문에 longitudinal SPR 피크가 강하게 감쇄 되는 것을 확인했다. Pt-

AuNR 의 산란 특성과 감쇄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하여, DF 현미경을

이용하여 AuNR 과 Pt-AuNR 의 단일 입자 산란 스펙트럼을 얻었다. 그림

3B 에서 노란색 상자로 강조된 Pt-AuNR 단일 입자의 산란 스펙트럼을

얻은 결과, AuNR 과 비교하여, 백금 클러스터의 흡착으로 인해 강하게

감쇄되어, 스펙트럼의 띠 넓이가 매우 커진 것을 그림 3C 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백금 코팅은 강한 플라즈몬 감쇄를 일으키기 때문에, DF 

현미경을 사용하여 단일 입자를 추적하기에는 Pt-AuNR 의 산란 신호가

너무 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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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DIC 현미경은 샘플과 빛의 간섭을 이용하여 명암을

만들어 이미지를 얻어내기 때문에, 단일 입자를 추적하여 회전과 배향을

알아내기에 더 적합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DIC 를 이용하여 단일 Pt-

AuNR 의 광 특성을 분석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배향 각도를 알아내기

위한 DIC 의 이미지 패턴 변화나 DIC 신호 세기 변화에 대한 정보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는 단일 Pt-AuNR 을 슬라이드

글라스에 고정시키고, Pt-AuNR 의 longitudinal SPR 파장 영역에 가장

가까운 700 nm bandpass 필터를 사용하여 DIC 이미지(그림 4A)를 얻었다. 

Pt-AuNR 의 배향은 AuNR 의 장축과 DIC 편광의 암축 사이의 배향 각도

φ 로 정의된다. 노란색 상자로 강조된 두 개의 단일 Pt-AuNR 의 확대된

이미지는 슬라이드 글라스 상에서의 배향에 따라 달라지는 Pt-AuNR 의

DIC 패턴을 보여준다. AuNR 의 장축이 DIC 편광의 암축 방향과 평행하게

정렬되면, 그림 4B 에서 볼 수 있는 Pt-AuNR2 의 이미지와 같이 완전히

어두운 패턴을 보이게 된다. Pt-AuNU 가 배향된 각도가 45°라면 그림

4B 의 Pt-AuNR3 이미지와 같이 반은 밝고 반은 어두운 이미지를 보인다.

이어서 노란색 상자로 강조한 Pt-AuNR2 에 대해 10° 간격으로

0°부터 180°까지 rotational stage 를 회전시켜 편광의 방향에 따른 DIC 

이미지의 변화를 관찰했다. 그림 5A 는 0°부터 180°까지의 이미지를

보여준다. 그림 5A 의 각 이미지를 통해 Pt-AuNR 의 이미지의 패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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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향 각도 φ 가 변함에 따라, 주기적으로 변하는 것을 발견했다. 편광의

방향에 따른 광학적 특성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 이미지에 대하여

가장 강한 DIC 신호와 가장 약한 DIC 신호를 측정하여, 회전 각도의

함수로서 그림 5B 의 위 이미지와 같이 그래프를 그렸다. 이미지의

패턴이 주기적으로 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DIC 신호 세기 또한 회전

각도에 따라 주기적으로 변하며, 밝기 신호와 어두움 신호가 서로 anti-

correlated 관계에 있어, 밝기 신호가 증가하면 어두움 신호가 감소하고, 

어두움 신호가 증가할 때는 밝기 신호의 감소를 수반했다. 뿐만 아니라

정규화된 DIC 신호는 이론적인 값인 sin4(j)와 cos4(j)에 각각 잘 매칭이

되었다. 따라서 Pt-AuNR 는 편광의 방향에 따라 달라지는 광 특성을

지니며, DIC 이미지와 신호 세기는 편광의 방향에 따라 주기적으로

변함을 알 수 있었고, 이 결과를 통해 DIC 이미지와 신호의 세기를

측정함으로써 단일 Pt-AuNR 의 공간적 방향 φ 를 알아낼 수 있다.

DIC 신호의 세기는 실험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DIC 신호의 강도 비를 이용하는 DIC 편광 이방성 (Polarization anisotropy, 

P)를 이용하면, 신호 세기의 불안정성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재현성 있고

신뢰 할 만한 각도를 측정 할 수 있다. 편광 이방성 P 는 정규화된 DIC 

밝기 세기와 어두움 세기로부터 다음 식 (1)을 이용하여 구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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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림 5B 의 아래 그래프 또한 Pt-AuNR 의 배향 각도에 따른 DIC 편광

이방성 P 의 주기적인 변화를 보여준다. Pt-AuNR 이 편광의 밝은 축과

정렬되면 P 값은 최대 값 1 이 되고, 어두운 축과 정렬되면 -1 이 된다.

DIC 의 편광 이방성 P 는 식 2 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배향 각도 φ 와

관련되어 있다.

(2)

여기서 A는 (P-1)/P로 정의된다. 따라서, DIC 편광 이방성 P의

측정으로부터 배향 각도 φ가 추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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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Pt-AuNR의 투과 전자 현미경 이미지(A) 단일 Pt-AuNR의 확대된 투과

전자 현미경 이미지(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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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AuNR과 Pt-AuNR의 UV-Vis 흡수 스펙트럼 (A) Pt-AuNR의 단일 입자

가 나타나 있는 DF 이미지 (B) AuNR과 Pt-AuNR 단일 입자로부터 얻

어낸 단일 입자 산란 스펙트럼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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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슬라이드 글라스에 고정된 Pt-AuNR 단일 입자의 DIC 이미지 (A) 노란

색 상자로 표시된 Pt-AuNR의 확대된 이미지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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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Pt-AuNR를 10° 간격으로 회전시켜 얻은 DIC 이미지 패턴의 변화 (A) 

Pt-AuNR로부터 나오는 DIC 신호 (위)와 Polarization Anisotropy (아래)의 

주기적인 변화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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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DOI 기술을 이용한 Pt-AuNR 의 3 차원 공간 배향 결정

그림 6A 는 Pt-AuNR 의 초점 평면에서 얻어진 DF 이미지로, Pt-

AuNR 로부터 산란 된 빛은 3D 배향에 대한 정보를 거의 제공하지 않고, 

밝은 점으로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Pt-AuNR 이 초점 평면으로부터 약 1 

μm 떨어진 곳에 있으면, 그림 6B 와 같이 독특한 도넛 모양의 산란

패턴이 관찰된다.

그림 7 은 그림 6B 에서 노란색 상자로 강조된 Pt-AuNR 의 삼차원

공간 상에서의 방위각을 결정하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7A 는 비초점

평면에서 DF 현미경을 이용하여 얻어진 Pt-AuNR1 의 산란 패턴 이미지를

나타내고, 그림 4D 는 Matlab 을 이용해 시뮬레이션하여 얻은 그림 4A 의

산란 패턴과 가장 유사한 형태의 산란 패턴 이미지이다. 얻어진 산란

패턴을,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에 따라 파라미터를 조절하여 얻은 가장 잘

맞는 시뮬레이션 패턴과 비교함으로써, Pt-AuNR 의 방위각을 추정해낼 수

있다. Pt-AuNR 은 백금 코팅에 의하여 강한 플라즈몬 감쇄 현상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초점 산란 패턴을 확인하여 3 차원 공간

성에서의 배향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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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Pt-AuNR의 DF 이미지 (A) 그림 6A와 같은 영역에서의 비초점 이미지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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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Pt-AuNR 단일 입자의 비초점 산란 패턴 이미지, (A, B, C) 비초점 

산란 패턴 이미지의 시뮬레이션 데이터 (D, E, F) Pt-AuNR의 삼차원 공간 

상에서의 배향 (G, H,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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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단일 입자 수준에서의 AuNU 의 광 특성 분석.

100-nm AuNU 의 짧고 뾰족한 팁에 의해 변하는 광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100-nm AuNS 를 대조군으로 사용하여 비교하면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AuNS 와 AuNU 의 구조는 먼저 투과 전자 현미경을 통해서

얻은 그림 8A, B 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AuNS 는 매끄러운 표면을

보여주는 것과 반대로 AuNU 는 매우 거친 표면을 가지고 있다. AuNU 의

거친 표면은 표면에 붙어있는 짧고 뾰족한 팁 때문에 생긴다. 그림 8C 는

AuNS 와 AuNU 의 UV-Vis 스펙트럼으로 크기가 비슷한 나노 입자임에도

AuNS 는 LSPR 파장이 570 nm 정도에 위치하는 반면에, AuNU 는 690 nm 

정도에 위치하여, 표면의 짧고 뾰족한 팁이 붙음으로써 AuNS 보다

장파장에서 LSPR 피크가 나오는 것을 확인했다.

나노 입자의 모양에 의해 변하는 광 특성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하여 두 나노 입자에 대하여 단일 입자 레벨에서의 분석을 실시했다. 

그림 9A 와 B 에서 각각 AuNS 와 AuNU 의 DF 단일 입자 산란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각 이미지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나노 입자로부터 그림

9C 에서 볼 수 있는 단일 입자 산란 스펙트럼을 얻었다. AuNS1 의 LSPR 

피크는 약 576 nm 에서 나타났고, AuNU1 의 LSPR 피크는 약 700 nm 에서

나타나 UV-Vis 스펙트럼에서 확인 한 것 과 같이 red-shift 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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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별 모양 금 나노 입자의 투과 전자 현미경 이미지와 DF 

산란 스펙트럼을 얻었다. 그림 10A 에서 보이는 것처럼 AuNU 보다 더

길고 적은 수의 팁을 가지고 있다. 단일 별 모양 금 나노 입자의 단일

입자 산란 스펙트럼은 그림 10B 에 나와있다. AuNU 가 700 nm 근처에서

단일 피크를 나타내는 것과 다르게, 별 모양 금 나노 입자는 765 nm 와

873 nm 에서 2 개의 LSPR 피크를 가진다. 별 모양 금 나노 입자는 팁의

길이가 제각기 달라서 LSPR 효과에 의해서 생기는 다중의 쌍극자가 서로

다른 LSPR 파장을 가져서 분리되는 반면에, AuNU 는 팁의 길이의 편차가

크지 않아서 LSPR 파장이 분리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비초점 상태에서의 AuNU 의 광학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초점 평면 (그림 11A)부터 천천히 초점을

흐리면서, 비초점 산란 패턴 (그림 11B)이 나오는 것을 관찰했다. 초점

평면 상에서는 배향에 대한 정보를 거의 가지고 있지 않은 밝은 점으로

관찰되다가 1 μm 를 이동했을 때, 도넛 형태의 산란 패턴이 나오는 것이

보였다. 그러나 AuNU 의 특징적인 비초점 산란 패턴 이미지는 1.5 μm 를

이동하였을 때 나타났다. 그림 11C 의 1.5 μm 비초점 거리의 산란 패턴

상에서 불규칙적으로 나타나는 밝고 어두운 패턴의 반복은 AuNU 의

뾰족한 팁에 의하여 생성된 다중의 단일 쌍극자의 공간 상에서의 분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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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준다. 이러한 비초점 산란 패턴 이미지는 단순한 모양의 AuNR 와는

다른 점을 보인다.

AuNU 표면에서 단일 쌍극자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700 nm 파장의 빛을 편광으로 만들고, 10 도 간격으로 회전시켜, DF 

이미지를 얻었다. 그리고 각각의 이미지로부터 DF 산란 신호 세기를

측정하고, 얻어낸 신호 세기를 편광의 각도의 함수로서 그림 14 과 같이

그래프로 그렸다. 6 개의 입자를 선정하여 산란 신호의 세기를 확인 한

결과, 편광의 회전 각도에 따라 산란 신호도 주기적으로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편광 의존성 광 특성은 편광 각의 함수로서 단일

AuNU 의 DF 산란 신호의 주기적 변화를 이용하여 증명 할 수 있으며, 

SPR 이 단일 쌍극자 산란자처럼 행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간섭 현상을 이용한 DIC 현미경이 단일 입자의 관찰 및

분석에 강력한 방법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DIC 현미경을 이용하여 금

나노 입자의 광 특성을 분석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하다. AuNU 의 광 특성

또한 DIC 현미경을 이용하여 연구되지 않아서, AuNU 의 DIC 이미지 및

신호의 세기는 아직 알려져 있지않다. 이런 특성을 연구하기 위해 DIC 

현미경을 이용하여, 슬라이드 글라스에 고정 된 단일 AuNU 를 찾아

측정을 진행했다. 그림 13A 는 슬라이드 글라스에 고정된 단일 AuNU 의

700 nm 파장에서의 DIC 이미지를 보여준다. AuNU 의 특징적인 D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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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패턴은 3D 구조 및 팁이 뻗어있는 방향에 따라 다르게

관찰되었다. AuNU 의 간섭 특성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고정된

AuNU 를 rotational stage 를 회전시켜 편광에 따라 달라지는 DIC 이미지를

얻었다. 스테이지의 회전은 0°부터 360°까지 10° 간격으로 진행되었다. 

그림 13B 는 AuNU 11 의 밝기 신호와 어두움 신호를 측정하여, rotational 

stage 의 회전 각도에 대하여 그래프를 그린 것으로 DIC 신호의 세기가

AuNU 가 회전함에 따라 주기적으로 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밝기 신호와 어두움 신호가 서로 anti-correlate 관계에 있어 밝기

신호의 증가가 어두움 신호의 감소를 수반하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림 13C 는 AuNU11 의 회전에 따른 단일 입자

이미지 패턴으로, DIC 이미지 패턴이 회전 각도에 따라 주기적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단일 AuNU 의 DIC 신호는 3D 공간 상에서의 팁의 분포에 영향을

받는다. 특히, 그림 13B 와 그림 14A 에서 관찰 가능한 DIC 신호의

갑작스러운 변화는 무작위로 뻗어있는 AuNU 의 팁의 공간적 분포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림 14A 의 AuNU 입자의 모식도에서와 같이

AuNU 는 여러 개의 단일 쌍극자를 생성 할 수 있다. 이 결과는 DIC 

현미경을 이용하여 측정된 다른 AuNU 입자들에 의해서도 재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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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NU 의 대조 실험을 위해, 단일 AuNS 를 이용하여 같은 실험을

진행했다. 그림 15A 에서 AuNS 를 이용한 rotational study 의 모식도를 확인

할 수 있다. 실험 결과 그림 15B 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입자가

회전함에도 불구하고 단일 AuNU 의 경우와 달리 밝기 신호와 어두움

신호의 세기는 거의 일정했다. 따라서 AuNU 의 편광 감응성 광 특성은

짧고 뾰족한 팁에 의하여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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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100-nm AuNS의 투과 전자 현미경 이미지 (A) 100-nm AuNU의 투과 전

자 현미경 이미지 (B) 100-nm AuNS와 AuNU의 UV-Vis 흡수 스펙트럼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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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AuNS와 AuNU의 DF 이미지 (A, B) AuNS와 AuNU의 단일 입자 산란

스펙트럼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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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별 모양 금 나노 입자의 투과 전자 현미경 이미지 (A) 별 모양 금 나

노 입자의 단일 입자 산란 스펙트럼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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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AuNU의 DF 이미지 (A) 같은 영역에서의 비초점 DF 이미지 (B)

비초점 거리에 따른 AuNU의 비초점 산란 패턴 이미지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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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단일 AuNU의 DF 편광 의존 산란 세기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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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AuNU의 DIC 이미지 (A) AuNU11의 DIC 신호 세기의 변화 (B) 

AuNU11를 10° 간격으로 회전시켜 얻은 DIC 이미지 패턴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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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AuNU12을 10° 간격으로 회전시켜 얻은 DIC 이미지 패턴의 변화 (A) 

AuNU12의 DIC 신호 세기의 변화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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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AuNS의 rotational study 모식도 (A) AuNS의 회전 각에 따른 DIC 신호 

세기 변화



40

3.4. 단일 금 나노 입자의 모양과 표적 물질의 Electrophilicity 에

따른 LSPR 피크 이동의 분석

도식 3A 의 p-ATP 의 아미노기는 강한 electron donating group 

(EDG)이고, 반면에 p-NTP 의 나이트로기는 강한 electron withdrawing group 

(EWG)이다. 싸이올 그룹은 도식 3B 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금과

강한 결합을 형성한다. 이 실험에서는 에탄올 매질의 AuNS 와 AuNU, p-

ATP-AuNS, p-ATP-AuNU, p-NTP-AuNS, p-NTP-AuNU 6 종류의 샘플이

사용되었고, p-ATP 와 p-NTP 가 나노 입자와 반응을 완전히 끝낼 수

있도록 싸이올 용액을 주입하고 30 분간 기다린 후에 측정을 진행하였다.

먼저 AuNS 와 AuNU 의 구조 확인을 위하여 주사 전자 현미경을

사용하여, 이미지를 얻었다. AuNS 는 그림 16A 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표면이 매끄러운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림 16B 에서 볼 수 있는

AuNS 는 표면에 짧고 뾰족한 팁이 붙어있어 표면이 거칠고 hot spot 이

생성될 수 있기 때문에, AuNS 보다 더 많은 양의 싸이올 분자와 빠른

속도로 결합을 형성한다.

그림 17 은 각 샘플에서 얻어진 DF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각

샘플에서 노란색으로 표시된 단일 나노 입자로부터 DF 산란 스펙트럼을

얻었고, 해당 입자로부터 얻은 DF 산란 스펙트럼은 그림 20A 와 B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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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할 수 있다. 각 AuNS 샘플 별로 무작위로 15 개의 단일 입자를

선택하여, DF 산란 스펙트럼을 얻은 후 그림 18 에 나타내었다. 보통의

AuNS 의 LSPR 파장은 평균 594 nm 에서 나타나고, p-ATP 와 p-NTP 가

붙은 경우 각각 598 nm 와 604nm 정도에서 나타난다.

AuNU 샘플 또한 마찬가지로 각 샘플에 대해 15 개씩 무작위로

선택하여 DF 산란 스펙트럼을 얻고, 평균 LSPR 피크 위치를 계산했다.

각각의 DF 산란 스펙트럼은 그림 19 에서 볼 수 있다. 보통의 AuNU 는

696 nm 에서 LSPR 피크가 나타나고 p-ATP 와 p-NTP 는 각각 769 nm 와

784 nm 에서 나타났다. AuNS 의 LSPR 피크는 나타나는 위치가 균일한

반면에, AuNU 는 나타나는 범위가 넓고, 스펙트럼의 모양도 불규칙했다.

그림 17 에서 노란색 사각형으로 표시된 나노 입자로부터 얻은

단일 입자 산란 스펙트럼을 그림 20A, B 에서 보여주고 있다. 보통 AuNS 

보다 싸이올 분자가 코팅되었을 때, 그리고 electrophilicity 가 더 높은

싸이올 분자가 코팅되었을 때 더 큰 red-shift 를 보임을 확인했다. 

AuNU 도 AuNS 와 같이 싸이올 코팅에 의해 red-shift 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싸이올의 흡착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AuNS 보다 더 큰 red-shift 를

보임을 그림 20C 에서 확인 할 수 있다. AuNS 와 AuNU 의 red-shift 정도는

그림 20D 에서 직접적으로 비교 할 수 있다. 이 결과는 단일 AuNU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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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물질을 검출하는 LSPR 센서로 사용 될 수 있는 잠재력을 뒷받침

한다.

단일 AuNU가 LSPR 바이오 센서로 사용될 수 있는 잠재력을

나타내기 위해, 싸이올 분자와 AuNU의 결합하여 발생하는 LSPR 피크의

red-shift를 실시간으로 관찰하여 그림 21A에 나타내었다. 측정이 진행

됨에 따라 AuNU의 LSPR 피크가 조금씩 red-shift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21B는 시간에 따라 LSPR 피크가 red-shift되는 거리를 보여주고 있다. 

이 실험을 통하여 단일 AuNU 입자를 이용하여 싸이올 분자를 LSPR 

피크의 red-shift를 이용하여 검출해낼 수 있음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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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식 4. 실험에서 사용된 표적 물질 (A) AuNU에 흡착된 표적 물질의 모식도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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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100-nm AuNS의 주사 전자 현미경 이미지 (A) 100-nm AuNU의 주사

전자 현미경 이미지와 확대된 이미지(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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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AuNS와 표적 물질이 흡착된 AuNS의 DF 이미지 (A, B, C) AuNU와 

표적 물질이 흡착된 AuNU의 DF 이미지 (D, F,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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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15개 서로 다른 AuNS의 단일 입자 산란 스펙트럼 (A) p-ATP가 흡착

된 AuNS의 단일 입자 산란 스펙트럼 (B) p-NTP가 흡착된 AuNS의 단

일 입자 산란 스펙트럼(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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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15개 서로 다른 AuNU의 단일 입자 산란 스펙트럼 (A) p-ATP가 흡착

된 AuNU의 단일입자 산란 스펙트럼 (B) p-NTP가 흡착된 AuNU의 단일

입자 산란 스펙트럼(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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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표적 물질의 electrophilicity에 따른 LSPR 피크의 이동 (A, B) 각 나

노 입자의 LSPR 파장의 평균 (C) 각 나노 입자의 평균 LSPR 피크 이

동 거리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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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p-ATP 주입 후 시간에 따른 AuNU의 LSPR 파장의 이동 (A) AuNU의

LSPR 파장의 변화를 기반으로 한 LSPR 바이오 센서의 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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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결론

본 연구에서는 DIC 현미경과 DF 현미경을 이용하여, 금 나노

입자의 광학적 특성을 분석하고, 특히 비등방성 모양에 의해 발생하는

편광 의존성 광 특성을 규명하였다. Pt-AuNR은 백금 클러스터에 의한

코팅 때문에 발생하는 강한 플라즈몬 감쇄 현상 때문에, DF 현미경을

이용하여 광 특성을 분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간섭 기반의 DIC 

현미경을 이용하면 훨씬 높은 명암과 감도로 단일 Pt-AuNR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었다. 이어서, 단일 입자 회전 추적 기술을 이용하여 DIC 

현미경 하에서 Pt-AuNR가 신뢰 할만한 배향 탐침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증명했다. 뿐만 아니라 Pt-AuNR은 bimetallic nanoparticle로 촉매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다기능성 광학 탐침으로 사용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어지는 연구에서는 성게와 같이 표면에 뾰족한 팁이 다수

붙어있는 나노 입자를 구형의 나노 입자와 비교 분석하면서 뾰족한 팁에

의해 나타나는 광학적 특성을 밝혀내고자 하였다. 먼저 단일 입자 산란

스펙트럼에서 AuNU가 같은 크기의 AuNS보다 약 100 nm red-shift 되는

것을 확인했으며, 비초점 산란 이미지에서 짧은 팁의 공간상 배향에 따른

특징적인 패턴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어서 편광된 빛을 회전시키면서

DF 산란 이미지를 얻은 결과, AuNU가 편광 의존성 광 특성을 지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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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700 nm SPR 파장의 빛이 조사되었을 때, AuNU의 산란 신호가 매우

분극화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관찰된 산란 세기의 편광 의존성은 단일

AuNU의 표면 플라즈몬 공진이 단일 쌍극자 산란자로서 거동함을

나타낸다. 다음으로 DIC 현미경을 이용한 rotational study에서는 700 nm 

파장에서 AuNU 표면의 팁에 의해 여러 방향으로 단일 쌍극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DIC 신호의 세기가 불규칙하게 변하도록 영향을 받는다. 

이 결과는 DIC 현미경 검사에서 뾰족한 팁에 의해 나타나는 편광 의존성

간섭 특성을 더 명확하게 해준다.

마지막으로 AuNU 단일 입자를 DF 현미경 및 분광법을 이용해, 

LSPR 바이오센서로의 응용을 테스트 하였다. 뾰족한 팁을 갖는 AuNU는

비슷한 크기의 AuNS보다 더 높은 감도를 나타냈다. 금 나노 입자의

LSPR 피크는 나노 입자 표면에 부착된 싸이올 그룹의 electrophilicity에

영향을 받아, EWG 그룹이 더 큰 red-shift를 발생시켰다. 1 μM의 p-ATP를

주입한 이후로 실시간으로 측청된 LSPR 피크의 red-shift를 통해 AuNU가

매우 민감한 LSPR 센서로 사용될 수 있는 잠재력을 증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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