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림 1. 실험 개념도

표면 라즈몬 공명의 상변화를 이용한 산소센서.

 Oxygen sensor using surface plasmon with phase 

de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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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face plasmon 상을 응용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1)

 한 surface plasmon 

resonance(SPR) 신호를 간섭계로 측정하려는 시도도 있었다.(6) 본 실험은 기체상태의 산소를 감지

하여 산소센서로의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한다.(2,3) 일반 으로 Surface plasmon resonance(SPR)은 

P편  빛살에 의해서만 일어난다. 코 된 속 에 물질들에 한 굴 률에 한 정보를 가지고 

반사를 하게 되므로, 반사되는 빛살의 세기와 상이 변화한다. S편  빛살이 입사되면 surface 

plasmon과는 무 하므로 속 의 물질들과도 무  하여 S편  빛살의 상을 기 으로 surface 

plasmon에 의한 P편  빛살의 상을 비교하면, 상의 변화만으로도 물질의 변화를 알 수 있다.

본 실험은 와 같은 원리를 이용한 방법으로 산소 농

도를 측정하고자 하는 실험이다. 측정시료는 

glass(n=1.514) 표면에 Au와의 adhesion을 높이기 하

여 Cr을 4nm 두께로 증착하고,  Au를 45nm 두께로 증

착을 한다. 그리고 산소와의 반응물질로 사용할 헤모

로빈 spin으로 50nm 정도 증착을 하 다. 헤모 로빈의 

경우 Heme 기반의 물질로 산소와 가역반응의 결합을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4,5) 제작된 시료는 리즘 반

사면의 소형 vacuum chamber 내에서 리즘 에 고정

된다. 측정방법으로는 common-path polarization 

interferometer를 사용하 다. 편 된 빛살은 QWP(λ/4 plate)를 지나면서 원형편 으로 된다. 원형

편 의 빛살은 리즘을 투과하여 시료 면에서 반사한다. 이때 시료표면에서 S편  방향의 빛살은 

surface plasmon에 의한 향 없이 그 로 반사를 하게 되고, P편  방향의 빛살은 surface 

plasmon에 의하여 시료의 굴 률 변화정보를 가진다. 따라서 리즘에서 반사되어 나온 빛살은 P

편  방향으로 이심률을 갖은 타원편 으로 변화하게 된다. 타원편 은 HWP(λ/4 plate)를 지나면

서 주축이 45도 회 한 선형편 으로 바 고 PBS(Polarized Beam Splitter)를 지나면서 P편 과 S

편 으로 나뉜다. 두 개의 Photo diode로 입사되는 빛살의 세기를 각각 얻고, 이를 차동 증폭하여 

P편 과 S편 의 상차를 얻는다.

우선 리즘에 입사되는 각도에 한 공명곡선과 상곡선을 아래의 그림2와  같이 구하고 상 

변화율이 가장 큰 치(phase=0)에 치시킨다. 그리고 소형 vacuum chamber의 압력을 10torr일 

때부터 650torr 일 때까지 변화를 시키면서, 실시간으로 상의 변화를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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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2. 각도변화에 따른 세기  상 변화     그림3. 압력에 다른 실시간 상변화

산소농도에 따른 phase 변화는 그림3 과 같다. 산소농도(0.263% ~ 17.105%)를 16.842% 변화시키

는 동안 상의 변화(16.38degree ~ -6.09degree)는 22.44degree의 변화를 보인다. 체구간에서 

략 1.33 degree per %의 계가 있음을 알 수 있지만, 산소농도 구간에 따라 다른  변화율을 보이

고 있으며, 그 변화율은 산소 농도가 낮을 때 더 높게 측정되고 있다. 

산소와 가역 결합을 하는 헤모 로빈을 사용한 surface plasmon 효과를 일으키며, 동일한 경로를 

갖는 편  된 두 빛살 간의 상차를 측정함으로써, 산소 농도에 따른 상 차이를 측정할 수 있었

으며 기체상태의 산소센서로 가능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은 2009년 서울시 산학연 력사

업(10816)에 의해 지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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