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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동적광산란법을 이용한 SiO2 입자의 크기 측정

울 산 대 학 교 대 학 원

물 리 학 과

김 현 기

공초점 현미경은 시료를 비파괴, 비접촉식으로 z위치 정보를 이용한 3차원 구조로 

이미지화 할 수 있으며, 형광물질을 이용하여 세포 내부 단면을 관찰할 수 있기 때

문에 생명과학, 의학 등 다양한 분야에 널리 이용될 수 있는 유용한 장치이지만 회

절한계로 인해 그 측정이 제한된다. 본 연구에서는 공초점 현미경의 분해능 이하의 

영역인 수백 nm 이하를 분석하기 위해 공초점 현미경과 더불어 입자의 크기와 수

에 따라 광 신호의 상관함수 변화를 측정하는 동적광산란법을 이용해 SiO2 입자의 

크기를 분석하였다.

레이저 주사 공초점 현미경의 시료 표면 주사 기술과 신호의 시간에 따른 상관성

을 분석하는 상관함수 분석기술을 결합한 DLS 장치를 구성하고, TEOS의 농도 0.1 

M, 0.2 M, 0.3 M에서 제작한 박막 시료롸 액체 시료 표면의 SiO2에 대한 상관함수 

데이터를 얻은 후, 입자의 크기를 측정하였다. 

SEM으로 측정한 SiO2입자의 크기는 0.1 M, 0.2 M, 0.3 M의 TEOS의 농도에 대

해 각각 262.0 ± 15.2 nm, 320.3 ± 11.5 nm, 454.5 ± 13.5 nm로 측정이 되어, 

TEOS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입자의 성장을 일으키는 monomer의 양이 증가하여 

생성되는 SiO2입자의 크기는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박막 시료에서  SiO2입자

의 크기는 0.1 M, 0.2 M, 0.3 M에서 각각 263.1 ± 21.7 nm, 309.3 ± 28.2, 0 425.4 

± 14.6 nm로 측정되었으며, 액체시료에서 입자의 크기는 0.1 M에서 252.5 ± 8.0 

nm, 0.2 M에서 322.8 ± 23.1 nm, 0.3에서 423.2 ± 12.2 nm로 측정되었다. 액체 시

료의 상관함수 데이터에서 액체시료가 가지는 변수의 문제로 박막 시료에 비해 데

이터의 분산이 크게 나타났지만, 액체 시료, 박막 시료의 DLS의 결과와 SEM 결과

는 ±9%의 편차범위 내에서 일치하였다.

본 연구에서 레이저 주사 공초점 현미경 장치를 기반으로 한 DLS 장치를 구성

하여 SiO2입자의 크기를 박막 시료와 액체 시료에서 빠르고 간단하게 측정할 수 있

었다. 이러한 결과로 박막과 같은 고체 시료에서도 상관함수를 응용하여 표면 상태

에 관하여 연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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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레이저주사공초점 현미경은 가시광선 영역 현미경 중에서 분해능이 높고 3차원 

이미징이 용이하여 바이오 및 산업분야에서 활용되는 장치로 알려져 있다[1-3]. 그

러나 가시광의 회절한계로 인하여 수십나노 이하의 표면을 분석하기에는 부적절하

여 주사전자현미경(SEM)이나 투과전자현미경(TEM), 원자간력현미경(AFM)에 비

해 표면 분석에 사용되는 경우는 드물다. 구체적으로, SEM은 광학현미경과 비교해 

초점심도가 2배 이상 깊고, 입체적인 상을 얻을 수 있으며, 높은 배율과 해상도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SEM 측정을 위해서는 표면 처

리가 필요하고 진공 속에서 측정해야 하므로 측정에 제한이 있다[4].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동적광산란법을 고정된 표면에 적용하였다.

동적광산란법은 시료에서 산란되는 광의 세기 변화를 측정하여 Poisson 분포에 

따른 통계적 처리를 통해 콜로이드 상태에 있는 수 나노미터에서 수 마이크론 크기

의 입자를 분석하는 기술로서, Photon correlation spectroscopy (PCS)또는 

Quasi-elastic light scattering (QELS)이라고도 불린다[5,6]. Rayleigh 경에 의한 이

론적 뒷받침으로 많은 실험과 연구가 진행되어 왔고[7-9], 1990년대에 들어 발달된 

공초점 시스템, 고효율의 광검출기, 고분해능 상관기들에 의해 성능이 향상되면서 

콜로이드상태의 분석에서는 유용한 기술로 자기 매김하고 있다.

DLS를 박막 표면에 적용하게 되면, 입자의 구성에 대한 정보가 필요 없는 절대적 

측정이 가능하여, 광학적 특성이나 물리적 특성이 다른 입자들이 섞여 있는 경우에

도 유용하다. 그리고, 1 nm이하의 입자 분석이 가능하여 바이오, 화학과 물리분야에 

모두 적용이 가능하다[10-13]. 

본 연구에서는 공초점 현미경을 기반으로 한 DLS 장치를 구성하고, DLS 측정을 

표면에 균일하게 분산된 고정된 SiO2입자에 적용하였다. 그리고 이를 SEM 측정 결

과와 콜로이드 상태의 SiO2를 측정한 DLS 분석 결과를 비교하고 각각의 결과에 대

한 정확도와 표면 DLS 측정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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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

1. 공초점 현미경

공초점 현미경은 1957년에 Minsky에 의해 처음 고안되었고, 10년 후 Eggar와 

Petran이 시스템을 구현하면서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이후 1970년도에 레이저와 현

미경 렌즈와 컴퓨터 기술의 발전으로 레이저 스캐닝 공초점 현미경을 개발하였고, 

1985년에는 공초점 현미경의 우수한 성능에 대한 논문들이 출간되었으며, 2년 후에 

최초의 상업적인 공초점 현미경을 생산하였다.

공초점 현미경은 핀홀을 사용하므로 일반적인 광학현미경에 비해 높은 해상도를 

가지고 있어, 수백 nm의 분해능을 가지며, 넓은 영역의 정보를 비접촉, 비파괴적으

로 신속하게 얻을 수 있다는 장점에 의해 공학, 물리학, 재료과학 등 여러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 특히 높은 해상도의 3차원 이미지를 빠르게 구현할 수 있

어 DNA나 단백질 등의 세포 내 구성물질의 상호작용을 in vivo 상태에서 실시간으

로 관찰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생물학 분야에서 그 중요도가 강조되고 있

다[1-3].

그림 1은 공초점 현미경의 일반적인 개략도이다. 광원으로부터 나온 빔은 광분할

기에 의해서 대물렌즈 쪽으로 반사된다. 반사된 광은 대물렌즈를 통과한 후 시료의 

표면에 초점을 이루게 된다. 초점을 맺은 광은 핀홀의 위치에서 다시 초점을 이루

게 되는데 이 때 시료의 표면에 초점을 맺은 광만이 핀홀을 통과하여 광검출기에 

도달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초점영역의 광정보만이 광검출기에 도달하게 되어 광학

적 절편(optical sectioning)이 만들어진다. 이 초점의 위치를 x, y축으로 스캔하여 

평면에 대한 각 초점 위치의 정보를 모아 2차원 영상을 만들 수 있다.

광학계의 수평 분해능을 결정하는 것은 Rayleigh의 기준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

다. Rayleigh의 기준에 따르면 두 개의 점은, 하나의 점이 형성하는 원형회절무늬의 

첫 번째 극소점의 위치에 다른 하나의 점의 Airy disk 부분이 위치한다면 두 개의 

점은 구분이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조건에 따르면 분해 가능한 최소 거리는 다음과 같다.

 





                         (1)

그러나 공초점 현미경의 경우 FWHM(full width at half maximum)이 형광 현미

경에 비해 좁기 때문에 공초점 현미경이 가지는 수평 방향의 분해능은 다음과 같이 

이론적으로 나타낸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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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또한 깊이 방향의 분해능은 다음과 같다.

  


                              (3)

여기서 는 시료에서 산란되어 나오는 빛의 파장,  (numerical aperture)는 대

물렌즈의 개구수, 는 굴절률이다. 이를 통해 이론적으로 분해능은 산란되는 빛의 

파장과 대물렌즈의 의 값에 의해 결정되어짐을 알 수 있다. 즉, 가 높은 대

물렌즈를 사용하거나 짧은 영역대의 광원을 사용하면 분해능을 높일 수 있다. 그러

나 실제 공초점 현미경에서는 그 외의 요소들, 즉 픽셀의 크기, 핀홀의 크기와 렌즈

의 수차 등도 분해능에 영향을 끼치므로 이들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또한 회절한

계에 의해 광학현미경의 분해능은 일반적으로 파장 정도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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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공초점 현미경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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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적광산란

그림 2과 같이 빛은 물질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연현상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

를 제공한다. 빛과 물질의 상호작용에는 흡수, 복사 이외에도 산란이 있으며 이러한 

산란은 흡수나 복사에 비해 약한 상호작용이지만 항상 존재한다. 이러한 산란 현상

은 빛이 물질에 입사하였을 때 물질의 유전상수 (dielectric constant)의 비균질성

(inhomogeneity) 때문에 발생하며 이러한 물질내의 유전상수의 비균질성은 주로 구

조나 열적요동 때문에 나타나게 된다.

또한 빛은 표면의 구조에 의해 난반사되는데 산란된 빛의 세기를 밀도나 농도의 

평균제곱 요동으로부터 계산해 낼 수 있으며, 이 빛의 세기측정을 통해 매개 물질

의 세부적인 분자구조를 모르더라도 분자의 크기와 분자량 혹은 물질의 형태 등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광 산란에 대한 현상학적인 접근은 산란의 이론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DLS (Dynamic light scattering; 동적광산란법)은 오늘날 나노미터에서 수 마이크

론 크기의 입자를 수 분 정도의 측정시간으로 그 평균크기와 분포를 예측하고 분석

하는 방법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PCS (Photon correlation spectroscopy; 광자

상관분광법)과 QELS (Quasi-elastic light scattering; 준탄성 광 산란)이라고도 한

다. 이는 시료내의 입자에 의해 빛의 산란 강도를 측정하여 유체 내의 입자의 유동

을 관찰하는 방법이다.

DLS는 다른 레이저산란 방식에 비해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입자의 구성

에 대한 정보 없이 절대적으로 측정하는 실험이다. 이 장점은 입자의 광학 특성에 

대한 정보가 없거나 서로 다른 광학 특성을 지닌 입자들이 섞여 있는 경우 매우 유

용하다. 둘째, DLS는 1 nm이하의 입자 분석이 가능하므로 단백질이나 나노입자 응

용에 매우 이상적이다. 반면 레이저 회절 방식의 경우 약 100 nm까지의 분석이 가

능하다.

DLS는 고정된 영역에 있는 많은 입자들의 진동에 의해 일어나는 산란광의 요동을 

측정하는 기술이다. 이론 박막에 적용할 경우, 박막의 두께와 화학적 구성이 변하지 

않는다면, 산란광의 진폭을 측정하기 위해 표면 위에 유효초점 영역을 일정하게 유

지할 수 있다. 따라서 산란광의 진폭을 상관함수로 분석하여 표면 입자에 대한 정

보를 얻을 수 있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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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빛과 물질의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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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액체시료

매질 내 작은 영역에서 어떤 순간에 일부 분자는 그 부분으로 확산되어 들어가고 

다른 분자들은 빠져나온다. 만약 그 부피가 충분히 크거나 관찰 기간이 충분히 길

면 출입하는 분자의 수는 상쇄된다. 하지만 작은 부피에서 짧은 시간 동안 관찰하

면 항상 상쇄되지는 못하고 밀도나 농도가 요동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시료를 

통과하는 빛에 대해서 밀도나 농도의 요동은 굴절률의 요동으로 나타나고 빛은 산

란된다. 그 부피 안의 분자 수가 요동치게 되면 산란되는 빛은“깜박”거릴 것이다. 

이러한 깜박거림이 일어나는 정도는 분자가 용액 안에서 확산하는 정도에 의존하며 

이러한 튀는 형태의 모양과 횟수를 분석함으로써 분자의 확산상수()와 관련된 

“자체상관관계 시간(autocorrelation time, )”을 얻을 수 있다. 이 정보를 이용하여 

분자의 상대적인 질량과 거대분자 시료의 균질성을 결정할 수 있다.

장치를 구성하고 입사광을 이용해 관측영역을 만들면 미소한 관측영역을 만들 수 

있다. 이러한 미소영역에서 매질내 입자들은 유동하며 관측영역을 통과하여 상란광

을 만든다. 그림 3은 입자의 크기와 수에 따른 광세기를 비교한 것이다.

미소영역에 빛이 조사될 때, 그림3의 그래프와 같이 시간에 따른 광세기 요동을 

일으키는데, 분자의 크기가 작으면 (a)와 같이 변동의 주기 가 짧고, 분자의 크기

가 크다면 (b)와 같이 변동의 주기 가 길다. 그리고 관측 부피를 출입하는 분자의 

수가 적으면 (c)와 같이 평균 광세기 에 대해 변동의 진폭 가 크고, 개수가 많으

면 (d)와 같이 평균 광세기 에 대해 변동의 진폭 가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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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매질 속의 초점 영역의 입자의 차이와 거기에서 검출되는 광 강도의 흔들

림의 관계(입자의 크기와 수량) (a) 입자의 크기가 클 경우, (b) 입자의 크기가 작을 

경우, (c) 입자의 수가 적을 경우, (d) 입자의 수가 많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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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박막 시료

본 실험의 DLS는 갈바노 미러를 사용하여 광을 이동하여 2차원 영역을 스캔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DLS 장치를 구성하고 이동하는 광을 이용해 관측영역을 만들 수 있다. 이러한 관

측영역에서 광을 이동시켜가며 시료 표면에서 산란하는 광의 세기변화로 표면 입자

의 크기와 수량을 가늠할 수 있다. 그림 3은 입자의 크기와 수량에 따른 광의 세기

변화를 비교한 것으로, 왼쪽 그림은 미소영역의 표면입자의 크기와 수량이며, 오른

쪽 그래프는 시간에 따른 광의 세기변화 그래프이다.

그림 4 (a)와 (b)의 그림을 비교하여 보면 그림 4 (b)의 입자가 그림 4 (a)의 입자

보다 작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를 비교하면 표면입자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광의 세기변화가 완만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입자의 크기가 크

면 입자에 입사하는 광의 스캔 시간이 길어져 광 세기의 흔들림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입자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광의 강도가 빠르게 증가하였다가 감소

하고, 입자의 크기가 큰 경우에는 광의 강도가 천천히 증가해서 천천히 감소한다. 

즉, 광의 세기변화 속도로 시료의 표면 입자 크기를 알 수 있다. 그림의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에서 y축인 형광세기를 평균적인 형광세기 라고 하면 는 광의 

세기변화이다. 입자의 크기가 작을 때는 입사하는 광의 스캔시간이 짧아져 광의 세

기변화가 빠르게 나타난다. 반면 입자의 크기가 클 경우에는 광의 세기변화가 느리

게 나타난다.

그림 4 (b)와 (c)의 그림을 비교하여 보면 그림 4 (c)의 입자가 그림 4 (b)의 입자

보다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를 비교하면 표면입자의 수량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광의 세기변화가 작고 평균 광 세기가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

다. 입자의 수가 많으면 다음 입자의 스캔시간이 짧아져 광의 강도 변화가 달라지

는 것을 알 수 있다. 입자의 수량이 적은 경우에는 광의 강도 변화폭이 작고 평균 

광 세기가 높은 것을 알 수 있고, 입자의 수량이 많은 경우에는 광의 변화폭이 크

고 평균 광 세기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광의 강도 변화폭과 광 세기의 크기

고 시료의 표면 입자 수량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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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DLS의 표면 scan 영역의 입자의 차이와 거기에서 검출되는 광 강도의 흔

들림의 관계(입자의 크기와 수량) (a) 입자의 크기가 크고 수가 많을 경우, (b) 입자

의 크기가 작고 수가 적을 경우, (c) 입자의 크기가 작고 수가 적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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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관함수

상관함수란, 두 신호 사이에 유사성이 있는지 또는 어느 신호의 현재 시점에서의 

값이 과거의 값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척도를 정의한다. 광세기 

변화를 사용하여 상관함수를 나타낼 수 있으며, 상관함수는 자기상관 함수와 상호

상관함수로 구분한다. 자기상관함수 (ACF: autocorrelation function)는 시간 연속 

신호 수집에 의해 얻어진 시간 t일 때의 신포 X(t)들 사이의 상호 상관관계를 나타

내는 함수로서 식 (4)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4)

상호상관함수 (CCF: cross correlation fuction)는 서로 다른 시계열의 현재상태가 

과거와 미래의 상태와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척도를 정의한다. 상호

상관계수는 샘플된 신호 와 시간지연 후의 나타나는 신호 와의 유사성의 정도

를 나타낸다. 이 둘의 관계를 나타내는 상관계수들의 함수로서 식 (5)와 같이 나타

낼 수 있다.

                                                      (5)

3.1. 자기상관함수

광의 강도변화를 사용하여 식 (6)과 같이 자기상관함수를 나타낼 수 있다. 시간 t

의 함수로 둘 수 있는 의 값과 로부터의 값 시간 후의 강도 가 어느 정

도 같은가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이 두 함수의 곱을 적분을 구하고 더 동일한 조작

을 여러번 수행하여 전체평균을 의 함수로 구한다. 그림 5는 시간에 따른 광 강도

그래프를 나타낸다.

                              (6)

측정 된 평균 광강도를 라고 하면 시간  및 에 나타나는 광강도 와 

는 평균 강도로부터 벗어난 정도를 나타내는 와 를 이용하여 다

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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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이용하면, 다음과 같이 변형된다.

               (9)

이 식은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10)

그림 5에서 와 는 모두 강도의 평균에 대한 흔들림의 평균이

고, 모든 값은 0이다. 식을 다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1)

  즉 C()는 평균 광세기의 제곱과 의 자기상관함수의 식은 일정한 평균광

세기의 제곱과 시간에 의존하여 변하는 , 와 성립한다.

그림 6는 어떤 시간 의 광 강도와 그것으로부터 시간 가 지난 후의 광 강도의 

곱을 시간 평균한 값을 지연시간 의 함수로 보여주고 있다. 지연시간 가 길어지

면 입자들 사이의 관계가 작아져 상관성이 없어진다. 식(12)을 평균 강도의 제곱으

로 나누면 다음과 같은 규격화된 자기상관함수를 얻는다[16,17].

                  


 
  

               (12)



- 13 -

그림 5. 시간에 따른 광 강도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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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광의 강도와 자기상관계수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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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상관함수와 측정이론

이 연구에서는 SiO2 입자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 식 (12)로부터 얻어지는 데이터

를 식 (13)로 피팅했다[18].


∞



∙  ∙  ∙  ∙  ∙      (13)

여기서 은 백그라운드 상관세기이며, 은 입자수, 는 번째 확산영역의 진

폭비례상수, 그리고 는 확산계수이다. 식 (12)의 상관함수를 사용하여 얻은 상관

함수 그래프는 그림 3과 같이 SiO2 입자, 기판 등 산란광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로 

인해 감쇠곡선이 여러 부분에서 나타나게 된다. 이에 상관함수그래프에서 나타나는  

각 확산영역을 (1, 2, 3)로 지정하여 시료 표면에 존재하는 한 입자에 대한 산란

신호의 확산영역의 확산계수 로 피팅한다.

고정된 입자는 표면을 평면 스캔하여 데이터를 얻어내기 때문에 2차원 모델 식을 

사용하였다. 2차원 모델 식은 초점 영역의 광축에 수직한 단면을 출입하는 입자에 

대해 적용되는 식이다. 이 때, 수직한 단면에 대한 확산계수 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19].

    


                             (14)

식 (13)을 이용하여 표면 입자에 대한 확산시간 그래프에 대해 최적맞춤을 적용하

고, 식(14)로 각 확산영역에 대해 비선형 최소자승최적맞춤을 시행하면 확산영역에 

대한 특성시간 를 얻을 수 있다. DLS분석을 통해 특성시간을 구했다면, 스캔영역

과 레이저 빔의 속도로 구한 빔의 이동속도와 계산하여 입자의 지름 를 계산할 

수 있다. 

액체의 경우에는 조금 다르다. 일반적으로 상용화되어 있는 DLS장치는 원형용기 

전방으로 산란되어 나오는 광을 검출하고, 브라운 운동의 평균수명을 산란각도의 

함수로서 측정하는 식을 사용하여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초점 현미경 장치를 

기반으로 반사되어 나오는 산란광을 검출하는 장치를 구성하였다. 이에 일반적인 

DLS식과 달리 반사되어 나오는 광을 검출하여 입자들의 동역학적 특성을 분석하는 

fluorescence correlation spectroscopy(FCS)에 사용되는 입자의 3차원 확산모델식을 

사용하였다. 이는 식 (4)와 같이 나타내고, 입체타원체 형태의 초점 영역을 출입하

는 입자들에 적용된다[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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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여기서, s는 초점의 형태 상수, 는 확산 시간이다. 초점의 형태 상수라고 언급한 

는 정확하게는 초점에 대한 형태 상수로서 부피의 장축 방향 반지름 와 단축 방

향 반지름 의 길이 비   를 의미한다. 식 (15)를 이용해 최적맞춤에 적용하

여 파라미터 와 를 얻을 수 있고, 입자의 크기 를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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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상관함수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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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실험

1. 실험장치

그림 8은 본 연구에서 구성한 DLS의 장치도를 나타낸 것이다. DLS 장치로는 연

속발진 레이저를 광원으로 사용하는 one-photon excitation에 기초하여 레이저 주사 

공초점 현미경 장치에 소프트웨어 상관기를 결합시킨 광자상관분광법장치를 구성하

였다. 광원으로는 다중파장 아르곤이온 레이저(MODU-LASER, Stellar-Pro 

ML/100)를 사용하였다. 레이저에서 발진한 빔을 488nm 필터와 ND 필터를 사용하

여 조절하였으며, 두 개의 렌즈로 구성된 beam expander를 이용하여 빔 지름을 확

대하였다. 조리개를 통과한 빔은 대물렌즈로 입사시키기 전에 기판 위에 있는 시료

를 스캔하기 위해 갈바노 미러를 통과시켰으며, 광을 반사할 수 있도록 빔스플리터

를 삽입하여 반사된 광이 초점렌즈를 지나 대물렌즈(olympus, UPlanSApo, 60×, 

1.25 NA)로 향하게 하였다. 대물렌즈를 통과한 광은 두께가 0.14 mm인 cover 

glass 위에 있는 시료에 미소한 부피를 가지는 초점을 형성하였고, 갈바노 미러를 

사용하여 초점 영역의 광축에 수직한 단면이 표면에 광을 조사하는 형태가 되도록 

하였다. 초점영역 내 광은 레이저 빔의 움직임에 의해 산란되어 대물렌즈로 되돌아

간다. 대물렌즈로 되돌아간 빛들은 초점 렌즈, 갈바노 미러와 빔스플리터를 통과하

여 광검출부로 향하였다. 렌즈와 거울을 통과한 광은 렌즈의 초점 위치에 지름이 

62.5 mm인 광섬유를 두어 공초점 부피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빔은 광검출기

로 입사하여 single photon counting module (SPCM ; id Quantiqe id100-MMF50)

으로 들어간다. SPCM에서 전기적 신호로 변화된 광자신호들을 사용하여 Time 

correlated single photon counter (TCSPC; PicoQuant, TimeHarp 260)로써 상관함

수를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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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장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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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료 제작

본 실험에서 사용한 물질들을 표 1에 나타내었으며, SiO2 의 개략적인 제조과정을 

그림 9에 나타내었다. 구체적인 제조과정은 다음과 같다[21].

SiO2 입자는 물과 알코올의 균질용액에서 암모니아를 촉매로 하여 TEOS를 가수

분해 및 축합하여 단분산된 구형 실리카 분말을 제조하는 Stober process를 이용하

여 제조하였다. Stöber process는 시료가 저렴하며, 쉽고 간단하게 SiO2 입자를 제

조할 수 있어 많이 사용되는 방법중 하나이다. 시약은 TEOS(Tetraethyl 

orthosilicate 98%), NH3OH(28%NH3 in water), EtOH (99.9%)과 증류수를 사용하

였다. 상온에서 NH3OH의 몰농도는 0.7M, 증류수와 EtOH의 비율은 0.2로 고정하였

으며, TEOS의 몰농도를 0.1 M, 0.2 M 0.3 M로 변화시키면서 제작하였다. 비커에 

적정량의 NH3OH,에탄올과 물을 혼합하고, TEOS를 일정한 속도로 플라스크에 적

정하였다. 다음 상온에서 Magnetic stirrer(300rpm)로 교반시키면서 2시간동안 반응

시켰다. 반응 생성물은 24시간 숙성시켰고, 생성된 콜로이드 SiO2입자들은 10,000 

rpm으로 10분간 원심분리 후 증류수로 세척하고, 초음파 세척기로 분산시키는 과정

을 3회 반복하여 분말 표면에 남아있는 불순물을 제거하였다. 불순물을 제거한 

SiO2 분말은 증류수에 고르게 분산시켜 액상시료를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제조된 단분산 구형 SiO2입자를 유리기판 위에 자기조립 시키기 위해서 증발법

(Evaporation with Capillary Extraction)을 이용하였다. cover glass는 표면에 붙은 

유기물과 작은 먼지 입자를 제거하기 위해서 초음파 세척기를 이용하여 에탄올에서 

세척 후 건조시켜 사용하였다. 세척된 cover glass 위에 증류수에 균일하게 분산시

킨 SiO2액상시료를 드랍한 후, 건조기를 사용하여 100 ℃에서 증류수를 증발시켜 

cover glass 위에 자기조립시켰다. 자기조립시킨 박막 시료의 표면 상태는 SEM을 

사용하여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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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SiO2 입자 사용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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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TEOS를 사용한 단분산된 구형 SiO2 입자 제조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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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프트웨어 상관기

멀티-타우(multi-tau) 방법에 기초한 소프트웨어 상관기는 기본적으로 하드웨어 

상관기와 유사한 신호처리 방법으로 상관 함수를 구하는 프로그램으로서, 하드웨어 

상관기에서 복잡한 회로로 제작되는 선형 상관기들의 알고리즘을 프로그래밍하도록 

하여 FCS 장치 구축에 필요한 비용을 점감시키는 효과를 제공한다. 멀티-타우 방

법은 적분시간이 ∆인 s개의 선형 상관기들을 프로그램화하는 방법으로 하드웨어 

상관기보다 유연하게 적분시간 ∆와 선형 상관기의 개수를 조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2.7 GHz CPU, 2 Gb RAM인 PC, 카운터/타이머 보드 (NI 

PCI-6602)와 랩뷰 프로그램으로 소프트웨어 상관기를 구성하였다. 그림 10은 랩뷰 

프로그램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로서, 1개의 입자의 동역학적 운동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광세기와 ACF를 그래프에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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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소프트웨어 상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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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실험결과

1. SEM

DLS를 사용하여 입자의 크기를 측정하기에 앞서 커버글라스 기판 위에 자기조립

시킨 입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SEM으로 박막 시료 표면을 주사하였다. 

FE-SEM을 사용하였으며, 기판 위에 자기조립시킨 입자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 

측정 배율은 x 50,000로 고정하여 이미지를 얻어내었다. 그림 11은 0.1 M, 0.2 M, 

0.3 M 의 TEOS 농도로 제작된 단분산 구형 SiO2입자를 자기조립시킨 cover glass

의 표면을 SEM으로 주사하여 얻은 이미지이다. 그림에서 확인된 박막 시료들의 표

면에서 TEOS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SEM의 이미지가 흐릿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나, 모든 SiO2입자가 구에 가까운 형태로 크기가 균일하게 형성된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SEM으로 측정한 SiO2입자의 크기는 0.1 M, 0.2 M, 0.3 M의 

TEOS의 농도에 대해 각각 262.0 ± 15.2 nm, 320.3 ± 11.5 nm, 454.5 ± 13.5 nm

로 측정이 되어, TEOS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입자의 성장을 일으키는 monomer

의 양이 증가하여 생성되는 SiO2입자의 크기는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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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11. SiO2 박막 시료 표면 이미지 (a) 0.1 M, (b) 0.2 M, (c) 0.3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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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박막 시료 DLS 측정

박막 시료에서의 DLS 측정에 앞서 갈바노 미러의 스캔속도를 조절해가며 SiO2입

자의 상관함수 그래프가 가장 안정되어 나오는 최적시간을 확인하였다. 스캔속도를 

컴퓨터상의 속도로 1,000 Hz와 10,000 Hz로 조절하여 시간에 대한 상관함수 그래프

를 얻어 분석하였다. 그림 12은 스캔속도 1,000 Hz와 10,000 Hz에서 얻어낸 상관함

수 그래프이다. 스캔속도는 환산하여 스캔시간 10,000 Hz는 8.8 s, 1,000 Hz는 88 s

로 표현하였다. 그림에서 스캔속도가 증가하면 그래프가  시간축에서 약 10배의 비

율로 시프트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다른 스캔속도에서도 그래프가 동일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래프를 보면 스캔시간 8.8 s에서 상관함수 그래프가 

스캔시간 88 s의 상관함수 그래프보다 안정된 형태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본 연구에서는 10,000Hz의 속도에서 박막 시료 표면에 대한 상관함수 그래프를 

얻고 비교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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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스캔속도에 대한 박막 시료 상관함수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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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은 박막 시료 표면을 레이저 스캔에 의해 발생하는 광세기의 변화를 상관

함수로 나타낸 것이다. 그래프의 x축은 로그 스케일로 나타낸 상관지연시간 이고, 

y축은 각 지연시간에 대한 상관계수이다. 전체 Delay time ()의 범위 1 × 10-5 ~ 

3 × 10 s에서 그래프의 영역이 SiO2 입자, 기판, 다른 광학 장치들로부터 산란된 

광에 의해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레이저 광이 기판 상태, 레

이저 자체의 간섭 등의 이유로 산란을 일으켜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진다. 이 중 

SiO2입자에서 산란된 광의 감소 영역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10-5 ~ 10-2s구간

에서 최적맞춤 하였다. 그리고 각 농도별 데이터의 비교 분석을 위해 규격화를 하

여 하나의 그래프로 표현하였다.

박막 시료에서 입자의 크기는 특성시간을 측정하여 다음의 식(16)으로 구한 속도와 

계산하여 구하였다. 

  


                                 (16)

위 식에서 는 스캔속도, 는 스캔 영역, 는 총 스캔시간이다. 스캔영역은 구성된 

장치의 공초점 현미경 이미지로 구하였으며, 그 영역을 스캔한 총 시간을 나누어 

속도를 계산하였다. 공초점 현미경의 이미지로 전체 스캔영역의 크기는 20.6 μm × 

30 μm 로 측정되었으며, 갈바노 미러 스캔 속도 10,000 Hz에서 레이저 빔의 스캔

속도는 1.05 mm/s로 계산되었다. 이 속도는 상관함수 그래프에서 측정한 각 확산

구간의 특성시간과 함께 SiO2 박막 시료 표면 입자의 크기를 결정하는데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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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SiO2 박막 시료의 상관함수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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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은 최적맞춤하여 하나의 그래프로 나타낸 각 농도별 상관함수 그래프이다. 

그림 13에서 TEOS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1×10-3s이하에서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이

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D 모델에 대한 피팅 식(3)으로 특성 시간을 얻어내

었으며, 얻어진 특성 시간은 0.1 M, 0.2 M, 0.3 M의 TEOS 농도에 대해 각각 250.5 

± 20.7 μs, 294.5 ± 26.9 μs, 405.2 ± 13.9 μs로 측정되었다. TEOS의 농도가 

증가하면서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시프트하여 SiO2 입자의 특성시간은 증가하는 것

을 확인하였으며, 이 특성시간과 앞서 얻은 레이저 빔의 이동속도를 이용하여 SiO2

입자의 크기를 측정하였다. SiO2입자의 크기는 0.1 M, 0.2 M, 0.3 M에서 각각 263.1 

± 21.7 nm, 309.3 ± 28.2, 0 425.4 ± 14.6 nm로 측정되었다. SEM의 결과와 같이 

TEOS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입자의 크기가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편차 

범위 내에서 SEM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를 통해 기판 표면

에 고정된 입자의 크기는 DLS를 사용하여 측정되었으며, 이 결과와 비교, 분석하기 

위해 SiO2분말을 증류수에 분산시켜 SiO2액체시료를 제작하고, DLS를 사용하여 액

체시료 내부 SiO2입자들의 유동에 대한 상관함수 그래프를 얻어 비교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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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최적 맞춤된 SiO2 박막 시료의 상관함수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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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액체시료 측정

그림 15는 액체 시료내에서 유동하는 입자에 의해 발생하는 광세기의 변화를 상

관함수로 나타낸 것이다. 박막 시료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x-축은 로그 스케일로 나

타낸 상관지연시간이고, y축은 각 지연시간에 대한 상관계수이다. 얻어낸 데이터는 

분산이 더 크게 나타나 300 s동안 얻어낸 데이터를 5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하였다. 

그림 15의 그래프를 보면, 전체 Delay time의 범위에서 그래프의 확산시간이 박막 

시료의 경우와 같이 SiO2, 증류수, 레이저의 간섭 등에 의해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관함수 그래프 전체 범위에서 확산영역들은 앞의 박막 

시료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박막시료와 액체시료는 실험

방법과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초점이 맺히는 영역에서 광세기의 변화에 영향을 주

는 요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SiO2입자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 입자의 확산영역 

10-4 ~ 10-2부분에서 최적맞춤을 시작하고 그래프를 표현하였다. 



- 34 -

그림 15. SiO2 액체시료의 상관함수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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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은 액체시료에서 얻어낸 상관함수 데이터를 최적맞춤하고 나타낸 상관함

수 그래프이다. 박막 시료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농도가 증가할수록 1 × 10-3 s 아

래에서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입자의 확산영역에 대

해 3D 초점영역에서 입자 확산에 대한 식 (2)로 피팅하였고, 입자의 확산시간을 얻

어내었다. 얻어진 확산시간은 각 TEOS농도 0.1 M, 0.2 M, 0.3 M에서 1.79 ± 

0.057 ms, 2.29 ± 0.164 ms, 3.00 ± 0.086 ms이었으며, 입자의 농도가 증가하면서 

그래프의 확산영역이 오른쪽으로 시프트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측정된 확산시간

을 사용하여 입자의 크기를 계산하였다. 입자의 크기는 0.1 M에서 252.5 ± 8.0 nm, 

0.2 M에서 322.8 ± 23.1 nm, 0.3에서 423.2 ± 12.2 nm로 측정되었다. 이 결과는 

박막 시료표면에서 측정한 DLS의 결과, SEM의 결과와 9 %내에서 일치하였다. 결

과는 표2에 나타내었다.



- 36 -

그림 16. 최적 맞춤된 SiO2 액체시료의 상관함수 그래프



- 37 -

Sample

Diameter   (nm)

SEM
DLS

Solid Liquid

0.1   M 262.0   ± 15.2 263.1   ± 21.7 252.5   ± 8.0

0.2   M 320.3   ± 11.5 309.3   ± 28.2 322.8   ± 23.1

0.3   M 454.5   ± 13.5 425.4   ± 14.6 423.2   ±12.2

표 2. SE 과 액체, 박막 시료에서 얻어진 SiO2 입자의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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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레이저 주사 공초점 현미경의 시료 표면 주사 기술과 신호의 

시간에 따른 상관성을 분석하는 상관함수 분석기술을 결합한 DLS 장치를 

구성하고, TEOS 의 농도 0.1 M, 0.2 M, 0.3 M 에서 제작한 SiO2 박막, 액체 시료에 

대한 상관함수 데이터를 얻은 후, 입자의 크기를 측정하였다. TEOS 의 농도가 0.1 

M 에서 0.3 M 로 증가함에 따라 상관함수 데이터에서 얻어지는 고정된 입자의 특성 

시간과 유동하는 입자의 확산시간이 증가하였으며, 이 데이터를 사용하여 측정한 

입자의 크기 또한 증가하였다. 액체 시료의 상관함수 데이터에서 액체시료가 

가지는 변수의 문제로 박막 시료에 비해 데이터의 분산이 크게 나타났지만, 

액체시료와 박막시료의 DLS 결과들과 박막시료에 대한 SEM 의 결과는 편차범위 

내에서 일치하였다. 본 연구에서 레이저 주사 공초점 현미경 장치를 기반으로 한 

DLS 장치를 구성하여 SiO2 입자의 크기를 박막 시료와 액체 시료에서 빠르고 

간단하게 측정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 박막과 같은 고체 시료에서도 분자 

크기를 상관함수를 응용하여 연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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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of SiO2 Particle's Size Using Dynamic Light 

Scattering

Hyunki Kim

Department of Physics, University of Ulsan 680-749, Korea

  

Laser scanning confocal microscopy (LSCM) is used in biotechnology and industrial 

applications by their high resolution and ease of 3D imaging in visible light microscopy. 

However, it is not suitable for analyzing particles on a surface with sizes of several 

tens of nanometers due to the diffraction limit of visible light.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we designed a dynamic light scattering (DLS) system based on confocal 

microscopy and analyzed the size of SiO2 particles

We developed a DLS system by combining LSCM and a correlation function analysis 

technique, and we measured the size of SiO2 particles made using TEOS concentrations 

of 0.1 M, 0.2 M, and 0.3 M. The particle sizes were measured by obtaining the 

characteristic time of fixed particles and the diffusion time of diffusing particles in a 

liquid colloidal sample.

The particle sizes were measured by SEM as 262.0 ± 15.2 nm, 320.3 ± 11.5 nm, and 

454.5 ± 13.5 nm for TEOS concentrations of 0.1 M, 0.2 M, and 0.3 M, respectively. 

With increasing TEOS concentration, the size of the SiO2 increases because the 

monomer-induced growth of SiO2 increases with the concentration. fixed particle sizes 

on the surface were measured by DLS as 263.1 ± 21.7 nm, 309.3 ± 28.2 nm, and 

425.4 ± 14.6 nm for TEOS concentrations of 0.1 M, 0.2 M, 0.3 M respectively. The 

corresponding liquid colloidal particle sizes were measured as 252.5 ± 8.0 nm, 322.8 ± 

23.1 nm, and 423.2 ± 12.2 nm. The DLS show agreement with SEM images within ±9 

%.

In this research, DLS system based on LSCM can measure the size of SiO2 particles 

quickly and simply in solid and liquid states. Thus, the system can be applied to 

measure the size of particles on g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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