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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o-science

원자 또는 분자단위 수준, 100 nm 이하
의 크기를 갖는 물질과 소자를 다루는
과학의 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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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o? - size of nature

• 나노란 10 억분의 1(10-9)을 나타내는 접두사

• 1 나노미터(nm)는 10억분의 1미터로 한국인 머리카락 굵기의 5만 분의 1 

e.g.) 탄소원자 : 0.1 nm, DNA : 10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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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ling down to Nano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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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o science (or technology)

• 나노과학 or 나노기술은 원자 또는 분자단위 수준(1～100 nm) 의

크기를 갖는 물질과 소자를 다루는 과학(기술)의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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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ioneer of Nano technology

• 리처드 필립스 파인만(Richard Phillips Feynman), 미국 물리학자

- 1918년 5월 11일 ~ 1988년 2월 15일

- 아인슈타인과 함께 20세기 최고의 물리학자

• 1959, 캘리포니아공대(칼텍)에서 “바닥에는 아직도 더 넣을 여지가

많이 있다”라는 강연을 통해 나노시대의 시작을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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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ginning of N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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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cuum tube (진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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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cuum tube computer

• ABC (Atanasoff-Berry Computer), 1937 ~ 1942

- 세계 최초의 전자식 디지털 컴퓨터, 300 VT

• ENIAC (Electrical Numerical Integrator And Calculator), 1946

- 탄도 계산 목적(30 톤, 150 kW), 프로그래밍 가능, 17,468 VT

• EDSAC (Electronic Delay Storage Automatic Computer), 1951

- 메모리 기능 추가(12 kW), 3000 VT

ABC ENIAC EDS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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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istor

• 진공관 단점 : 큰 부피, 필라멘트 단선(빛과 열)

• 1947 벨연구소 : 윌리엄 쇼클리, 존바딘, 월터 브래튼

• Switching speed : >20 times compared to vacuum tube

최초의 IC(집적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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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cu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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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grated circuit (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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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electro mechanical system (MEMS)

• MEMS on silicon chips is machines - sensors, switches, & 

actuators - that operate on the micro-scale. 

• This reduction in size translates into less energy requirements, 

less materials, less production cost, and less visibility. 

MEMS gear spider mite 
(거미진드기)

MEMS actu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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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 한 개씩을 조작하는 기술(STM, AFM, ...)

Fe atoms on a Cooper base Moving vacancy in Germanium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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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N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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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re’s law (무어의 법칙, 경험)

• 24 (18)개월마다 반도체 성능이 2배씩 향상

• 2016년, 반도체업체에 의해 종결 발표

인텔 공동 창업자
고든 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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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re’s law in memory device

• 2014년  2016년 : 128GB  256 GB

• 2005년  2014년 : 128MB  3 GB (24.5=23배) 실제 100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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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istor physical gate length trend

• MOSFET의 채널 길이 : 3년마다 절반 수준으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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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o materials

나노 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과
대표적인 나노물질을 이해

합성(인공)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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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물리화학적 특성 - 기계강도

• 결정립 크기에 따른 기계적 성질의 변화

• 결정립 (grain)과 결정립계(grain boundary)

• 결정립이 작을수록 결정립계(결정립이 만나는 경계) 면적이 증가

→ 외부 변형에 대한 저항력이 증가

→ 재료의 강도가 현저히 증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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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물리화학적 특성 - 반도체 발광

• 전자(electron)의 에너지 준위(level)의 변화

 양자크기효과(quantum size effect)

• 반도체 나노입자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에너지 간격이 커지게 되어

붉은색에서 푸른색까지 다양한 파장의 빛을 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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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 band (에너지 띠)

•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원자들의 전자들은 각각의 에너지를

가지는데 에너지가 비슷한 전자들이 모인 공간 혹은 방

• 이러한 band는 2개의 공간으로 나누어짐

- 충만대(valence band) vs. 전도대(conduction band)

• Band gap : 충만대와 전도대 사이에 전자들이 존재할 수 없는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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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 band (에너지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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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 band (에너지 띠)

▶도체(conductor)에서의 에너지 띠 구조

• 충만대에 전자가 반정도만 채워져 있음

- 전자가 자유롭게 돌아다님

- 전기 전도가 발생

▶부도체(insulator)에서의 에너지 띠 구조

• 충만대에 전자들이 꽉 채워져 있음

- 전자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없음

• 충만대에 있는 전자들이 자유롭게 돌아 다니기 위

해서는 위에서 다른 방, 즉 전도대로 이동해야 하

는데 밴드갭이 너무 커서 올라 갈 수 없는 상태

- 전기 전도가 발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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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 band (에너지 띠)

▶반도체(semiconductor)에서의 에너지 띠 구조

• 충만대에 전자들이 꽉 채워져 있음

- 전자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없음

• 빛 또는 열과 같은 외부로부터 자극(또는 에너

지)을 받거나 불순물들의 도입으로 이 작은 밴

드갭을 극복하여 위에 위치한 방(전도대)로 이

동

- 이동한 전자가 자유로이 이동

- 전기 전도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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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이 나오는 원리 (반도체)

• 외부 자극에 의해 충만대에 있던 전자(electron)가 전도대로 이동

• 전도대로 옮겨간 전자는 높은 에너지 상태를 갖음 →불안정 상태

• 충만대에 있던 전자의 빈 자리에 정공 (hole)이 남아 있음

• 전자와 정공의 친밀성(정전기적 인력) 때문에, 서로 합치려는 경향

 Electron-hole recombination : 전자-정공 재결합

• 이러한 재결합 과정에서 높은 에너지의 전자가 낮은 에너지 상태로

될때, 에너지를 방출하고 이때 방출된 에너지의 형태가 빛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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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ntum dot (Q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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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LED vs. O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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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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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LED vs. O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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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SUNG QLED vs. LG NanoCell L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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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NanoCell LCD vs. SAMSUNG Q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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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물리화학적 특성 - 골드나노입자

• SPR (surface plasmon resonance)이란 전도성 금속물질이 비전도

성 매질(물, 공기 등)과 계면을 형성하고 있을 때 전도성 금속물질의

표면이 대전되어 전기장이 형성되고 이를 통해 플라즈몬(plasmon)

들이 규칙적인 주기(frequency)를 가지고 이동하는 현상

• 특정파장의 빛이 금속표면에 도달할 경우, 금속표면의 플라즈몬의

진동주기와 빛의 파장이 일치할 경우 빛은 금속 표면에서 흡수 또는

산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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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물리화학적 특성 - 골드나노입자

• 흡수하는 파장은 자외선 영역인데 반하여 금의 경우 가시광선 영역

의 파장을 산란 또는 흡수하게 됨

• 금을 나노크기의 필름, wire, 입자형태로 제조할 경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금색이 아닌 구조 및 크기에 따라 다양한 색과 여

러 가지 우수한 물리적 성질이 발현됨

고대 로마시대에 제작되었던 리커르거스 (Lycurgus)컵

금, 은
나노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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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물리화학적 특성 - 골드나노입자

• 골드 및 실버 나노입자 크기와 모양에 따른 색 변화



37

나노물리화학적 특성 - examples

물질 Bulk (벌크) 물질 나노 물질

C
(탄소)

도전체
반금속

반도체
금속

Si
(실리콘)

반도체
발광하지 않는다 청색발광

SiO2

(이산화규소)
절연체

발광하지 않는다 청색발광

Au
(금)

화학적으로 불활성
노란색

촉매작용
적색

Fe
(철)

자성재료
보자력* 470θe

보자력이 약 5배로 향상

*강자성체(强磁性體)의 자화(磁化)를 0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반대 방
향의 외부 자기장의 세기  영구자석 높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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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나노물질 - 탄소 동소체 (~1985년)

• Graphite (흑연)

- 탄소원자들간의 6각형(hexagon) 구조를 이루는 층상 구조

- 같은 층 내 탄소원자간 공유결합 + 층간 약한 Van der Waals 결합

- 약한 기계적 성질 (←층간 Van der Waals 결합)

- 검은색을 띠며, 층 내에서 좋은 전기 전도도

- 공유결합에 참여하지 않은 전자에 의한 전기전도도

• Diamond

- 탄소원자들간 사면체(tetrahedron) 구조로 탄소원자들간 강한 공유결합

- 매우 강한 기계적 성질, 투명하고 전기적으로 부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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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llerene (C60, 플러렌), 1985년

• 세상에서 가장 작은 축구공

• 플러렌은 축구공을 1억분의 1 정도로 축소시킨 모양

 Diameter : 0.7 nm

• 20개의 정육각형과 12개의 정오각형

• 다이아몬드보다 더 단단할 뿐 아니라 여러 독특한 성질을 지니고 있

어서 많은 과학자들의 관심을 끌었고, 나노 과학기술 발전의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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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bon nanotube (CNT)

• Graphite 구조에서 하나의 sheet (층)을 원통형 모양으로 둥글게 말고, 가

장자리에 이음새가 없도록 연결

• 그래핀은 반도체 소재의 주원료인 실리콘보다 100배 이상의 높은 전자이

동도와 구리보다 100배 이상의 전기전도도

• 인장강도는 강철의 200배 이상

• 10% 이상 면적을 늘리거나 구부려도 전기전도도가 감소하지 않음

• 현존하는 물질 중 가장 높은 열전도도를 가지는 다이아몬드 보다 2배 이상

높은 열전도성

•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

• 튜브지름: 1-50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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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와 노벨과학상

• Fullerene C60 (1996) 노벨화학상

- 미국 화학자 스몰리(Richard E. 

Smalley; 1943~2005)

- 로버트 컬 2세(Robert F. Curl 

Jr.; 1933~)

- 영국의 화학자 크로토(Harold 

W. K; 1939~)

• Graphene (2010) 노벨물리학상

- 흑연에서 가장 얇은 한 겹을 떼어낸 구조

- 0.2nm 두께, 2D 평면 구조

- 물리, 화학적 특성이 매우 우수, 안정적

- 러시아 물리학자 안드레 가임(Andre K. 

Geim; 1958~) & 콘스탄틴 노보셀로프

(Konstantin S. Novoselov; 1974~)

안드레 가임 구조스몰리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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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lth



43

대표적 나노물질 - 골드나노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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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나노입자의 생체적합성

• 뛰어난 생체적합성(biocompatibility 혹은 bioinertness)

• 표면 개질이 용이한 가공성(Au-thiol chemistry)

• 광열효과(photothermal effect)

• 골드나노입자의 광학적 성질(크기와 모양에 따른 다양한 색)

• Surface-enhanced Raman scattering (SERS)

구형 나노입자의 크기
에 따른 스펙트럼의 변화

Gold nanorod의 aspect ratio의
변화에 따른 스펙트럼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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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나노입자 - 바이오응용

X-ray CT 조영제로 사용하여
암세포 치료

(상) SERS를 이용한 tumor 진단
(하) Gold nanocage를 이용한 암세포 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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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나노입자 - 바이오응용

Photothermal effect를 활용한
암세포 사멸

gold nanocage의 빈 내부구조를 활용하여
약물을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담지하고
photothermal, heat, ultrasound등을

활용하여 gold nanocage 내부의 약물을
선택적으로 방출함으로써

drug delivery system에 활용 가능성을 제시한 예



47

Process method

나노 공정 기술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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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소재 공정방식

• 깍아가기(Top-Down) 방식

- 마이크로 단위의 구조체를 갖는 재료를 극심한

기계적 가공이나 열처리 또는 조합을 통해 나노

소재를 만드는 방법

- Slow and expensive process

- Well oriented configuration

• 쌓아가기(Bottom-Up) 방식

- 원자나 분자등과 같은 작은 단위체들의 화학적,

물리적 성질을 이용하여 나노소재를 만드는 방법

- Fast and cheap process

- Random oriented config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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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Down approach

• 광식각 기술로 현재까지 만들 수 있는 최소한의 크기

 ~0.1 μm (100 nm)

광식각 공정기술 (Photolith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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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Down approach

• 일본의 대 한국 수출규제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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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Down approach 한계

• Moore’s law  지속적인 고집적화  선폭 (feature) 크기 감소

• ~100 nm 이하의 feature 제작을 위해서, Top-Ddown 방식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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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tom-Up approach

• 쌓아가기 방식에 의한 여러 모양의 나노소재들 제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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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s

우수한 나노 기술을 응용할 수 있는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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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기술의 응용분야



55

나노기술의 분류

대분류 소분류 핵심응용기술

나노
소자

실리콘계 • 메모리소자, SoC 소자, 디스플레이
*SoC : System on chip비실리콘계

나노
소재

나노입자

• 2차/연료전지, 벽결이 TV, 촉매, 생체 의료나노박막

나노벌크

나노
바이오

나노진단 • 나노바이오센서, 나노바이오칩, 나노바이오거동분석

나노치료 • 나노인공감각, 나노약물전달기술(DDS), 나노의약제형

나노바이오 • 나노바이오기능성소재, 나노생체모방소재(화장품)

나노장비 고정/측정 • Lithography, CVD, AFM, TEM

나노
환경·

에너지

연료전지
오염처리

• 연료전지, 미래자동차, 차세대휴대폰, 수소저장, 환경철, 
오염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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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바이오센서

• 나노입자, 나노와이어 및 나노패턴, 나노갭, 나노채널 같은 나노기

술을 이용하여 바이오센서의 성능을 개선하거나, 분자수준에서 물

질을 검출하는 센서

• 나노 물질 자체의 민감도, 넓은 표면적을 이용한 신호증폭

• 특징 : 초고감도, 빠른 감응시간(신속, 정확한 검출), 질병진단의 감

지 한계를 낮추어 조기진단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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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바이오칩

• 나노기술을 접목하여 기존 바이오칩을 소형화 하거나 감도를 향상

시키거나, 기존 기술로 불가능하였던 스마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

• 단백질칩은 단백질이 가지고 있는 3차원 구조를 유지하여야 고유의

기능을 가지게 되므로 분자 수준에서의 접근이 필요한 연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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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바이오이미징

• 세포(cell)나 조직(tissue)와 같은 생체 구성요소나 생체분자들 (바

이러스, DNA, 단백질 등)을 시각적으로 표시해 주는 역할

• 생체내 (in-vivo) 또는 생체외 (in-vitro) 실험

• 생체내로 투입된 나노클러스터를 모니터링

 생물학적 현상 규명, 치료용 목적으로 사용 (조기 암 발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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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감도 금 나노 센서 - 피 한방울로 초기암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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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크 단백질 이용한 고성능 나노 바이오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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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에 붙여 질병 치료하는 전자 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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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cal microscopy (광학현미경)

• 빛을 이용해서 물체를 관찰

• 빛의 파장보다 작은 물체는 관찰 불가

• ~0.2 μm 의 분해능(resolution) 한계 또는 최고 배율 ≈ 3000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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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nning electron microscopy (주사전자현미경)

• 음극에서 전자선(electron beam) 방출

• 전자 렌즈를 통과한 전자선이 시료(sample) 표면을 x-y 방향으로

주사(scanning)

• 전자선과 시료 표면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신호 중, 주로 이차 전

자(secondary electron)과 반사 전자(backscattered electron)를

신호원으로 하여 영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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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nning transmission microscopy

• SEM 보다 고에너지의 전자선을 사용

• 전자 렌즈를 지난 전자선이 시료를 통과

- 전자선이 통과하기 위해서, 아주 얇은 두께의 시료를 요구

• 시료를 통과한 전자선이 아래의 형광판에 상(image)을 형성

(투과전자현미경)



65

Scanning probe microscopy (원자현미경)

• 시료 내의 원자나 분자와 현미경의 미세 탐침의 상호 작용력을 이용

하여 원자나 분자단위까지 영상화하는 기술

• STM과 AFM을 통칭하여 부르는 용어로, 날카로운 탐침(probe 또

는 tip)이 시료 표면에 수 Å 이내로 접근하여 주사(scanning)하는

현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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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omic force microscopy (원자현미경)

• 전도성 물질만 가능한 STM과는 다르게, 시료

의 전기적인 특성과 무관하게, 도체, 반도체, 부

도체 등 모든 시료의 분석에 사용

• 기본 구성 : tip과 cantilever (켄틸레버, 판형

스프링)

• AFM tip의 원자와 시료표면의 원자와의 반발력(repulsive force)과

인력(attractive force)이 거리에 따른 변화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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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omic force microscopy images

미토콘드리아 머리카락 표면

셀 이미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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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omic force microscopy images

Collagen fibril (항암제 MMC 처리) 치아 : 유치 & 영구치 표면

collagen fibrils 
of rat Achilles tendons

재활치료 ESWT 치료 후
치료효과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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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nical examples

SERS 나노바이오센서



Raman spectroscopy (라만분광법) 

Raman received the Nobel Prize in 1930

찬드라세카라 벵카타 라만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최초의 아시아인

비유학파

알프레드 노벨

@ 노벨상 시상 분야

• 노벨 평화상 (노르웨이 오슬로)

• 노벨 물리학상 (스웨덴 스톡홀름)

• 노벨 문학상 (스웨덴)

• 노벨 화학상 (스웨덴)

• 노벨 생리학·의학상 (스웨덴)

• 노벨 경제학상(스웨덴)



wavelength

what is wavelength?

@ wave

• amplitude is the height of a 

wave

• wavelength refers to the 

length of a wave 

light

longer

shorter
분산굴절



light waves

spectrum

@ light wavelength

• our experience of red is associated with longer wavelengths, greens 

are intermediate, and blues and violets are shorter in wavelength

• longer wavelengths will have lower frequencies (or 에너지), 

and shorter wavelengths will have higher frequencies



wavelength vs. penetration depths

파장 증가  침투 깊이 증가

@ typical ranges

• UV : 190 – 400 nm 

• VIS : 400 – 765 nm

• NIR: 765 – 3200 nm



light waves

electromagnetic spectrum (전자스펙트럼, 電磁)

장파장 단파장

주파수↓ 주파수 ↑

에너지↓ 에너지 ↑



scattering (산란)

elastic scattering (탄성산란)

@ 레일리 산란(Rayleigh, 파란하늘)

• 산란을 유발하는 입자의 크기가

매우 작아 빛의 파장보다도 작을

때 일어나는 산란

• 파란색(400nm)이 빨간색

(700nm)보다 9배 산란이 잘 됨

@ 미 산란(Mie scattering, 뿌연하늘)

• 입자의 크기가 빛의 파장과 비슷

할 경우에 일어나는 산란

• 파장과 거의 무관하며 수증기 얼

음 알갱이 매연 등이 빛과 충돌, 

부유물질(먼지)에 의한 태양광의

산란으로 하늘이 뿌옇게 보임



what is Raman scattering?

scattering of light by molecules

@ Raman scattering

• inelastic scattering based on quantum mechanics

J. Nanosci. Nanotechnol., 14, 71 (2014)



critical problem in Raman

two critical issues in Raman-based applications 

sensitivity
(low signal-to-noise ratio)

reproducibility
(high variation)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0ahUKEwihvtLena_QAhVEnpQKHXjbDAUQjRwIBw&url=http://www.intechopen.com/books/stem-cells-in-clinic-and-research/raman-spectroscopy-for-noninvasive-monitoring-of-umbilical-cord-mesenchymal-stem-cells-viability-tra&bvm=bv.139138859,d.dGo&psig=AFQjCNEnHvDxprgMdQpsbisuxIXPYsVM1w&ust=1479452859658567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0ahUKEwihvtLena_QAhVEnpQKHXjbDAUQjRwIBw&url=http://www.intechopen.com/books/stem-cells-in-clinic-and-research/raman-spectroscopy-for-noninvasive-monitoring-of-umbilical-cord-mesenchymal-stem-cells-viability-tra&bvm=bv.139138859,d.dGo&psig=AFQjCNEnHvDxprgMdQpsbisuxIXPYsVM1w&ust=1479452859658567
https://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0ahUKEwjYn77Wnq_QAhWEkZQKHaE1Aw8QjRwIBw&url=https://www.researchgate.net/figure/283981313_fig4_Figure-7-Raman-spectra-of-4-ATP-110-6-molL-on-different-substrates-A-mesoporous&bvm=bv.139138859,d.dGo&psig=AFQjCNG7c5AnFRP8UMmW8arbAXIRu5n_5w&ust=1479453129360642
https://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0ahUKEwjYn77Wnq_QAhWEkZQKHaE1Aw8QjRwIBw&url=https://www.researchgate.net/figure/283981313_fig4_Figure-7-Raman-spectra-of-4-ATP-110-6-molL-on-different-substrates-A-mesoporous&bvm=bv.139138859,d.dGo&psig=AFQjCNG7c5AnFRP8UMmW8arbAXIRu5n_5w&ust=1479453129360642


surface-enhanced Raman scattering

signal amplification technique

@ surface plasmon resonance (SPR, 표면 플라스몬 공명)

@ surface-enhanced Raman scattering (SERS, 표면증강라만산란, >104)

• to analyze & quantify specific biological and chemical molecules

Materials, 8, 2015, 3024-3052

@ plasmonic materials : Ag > Au >> Cu

@ nanostructures : rod > cube > particle, wire and etc.



surface-enhanced Raman scattering

sensitivity vs. amplification

one molecule
(high sensitivity)

DNA analysis
(high amplification)



ultimate target

labelling vs. label-free

@ label-free (무표지자)



ultimate target

labelling vs. label-free

@ label-free (무표지자)



Raman spectroscopy

apparatus (Bruker, Germany)

@ one laser source for biological specimen

• 785 nm

1



Raman spectroscopy

apparatus (Uni-Nanotech, South Korea)

@ three laser sources for various applications

• 533 nm, 632 nm, 785 nm

2



Raman spectroscopy

apparatus 

@ endoscopic Raman probe for in-vivo gastric cancer

• 785 nm (max. 300 mW), 1.5 W/cm2, spot size 200 mm

• fiber core 200 mm, excitation 1 ea, collection 32 ea, outer dia. 1.8 mm

3



Raman spectroscopy

apparatus 

@ 생화학전

• 미군 탄저균 국내반입  미군에서 선정한 라만 장비(REBS) 실험

'탄저균' 오산기지 첫韓美합동조사
생물식별검사실 공개

4



Raman spectroscopy

handheld Raman spectrometer (Metrohm AG, Switzerland)

@ Mira handheld Raman analyzers

identify illicit and hazardous materialsraw material verification

5



two selected studies

최근 연구

@ label-free cellulose SERS biosensor for neurosurgical diagnosis

• 경희의대 신경외과 공동연구

• Biosensors & Bioelectronics (JCR: 1.19%, IF: 9.518)

@ label-free cellulose SERS biosensor for prenatal diseases 

• 카톨릭의대 산부인과 공동연구

• ACS Nano (JCR: 6.1%, IF: 13.903)



study 1

신경외과 공동연구

@ Biosensors & Bioelectronics (JCR: 1.19%, IF: 9.518)



subarachnoid hemorrhage (SAH)

stroke (뇌졸중)

@ 뇌의 혈관에 장애가 생겨 일어나는 몇 가지 질환의 총칭

@ 우리나라 장, 노년 사망률 1위 질환

@ 뇌출혈

• 뇌졸중의 원인이며, 갑자기 발생

• 뇌실질내수택 (intracerebral hemorrhage: 뇌출혈)

• 지주막하출혈 (subarachnoid hemorrhage)

cerebral vasospasm

hydrocephalus

subarachnoid hemorrhage



complications of subarachnoid hemorrhage

vasospasm vs. hydrocephalus 

@ vasospasm 

• 뇌혈관연축(~수축)

@ hydrocephalus 

• 수두증

cerebral vasospasm hydrocephalus



study 1

label-free cellulose SERS biosensor for neurosurgical diagnosis



study 1

electric field distribution for the AuNP model using SEM image



study 1

label-free cellulose SERS biosensor for neurosurgical diagnosis



study 2

산부인과 공동연구

@ ACS Nano (JCR: 6.1%, IF: 13.903)



prenatal diseases 

amniotic fluids (양수)

@ preterm delivery (PTD)

• the second largest direct 

cause of death in children 

under 5 yr of age

@ intraamniotic infection (IAI)

• infection that causes 

inflammation and present in 

<50% of all pregnancies 

that result in PTD

preterm delivery hydrocephalus



study 2

label-free cellulose SERS biosensor for prenatal diseases 

@ scheme



study 2

label-free cellulose SERS biosensor for prenatal diseases 

@ pH control

• pH 중성화를 통한 ZnO에 나

노입자의 deposition 최적화

@ chemical 분석

• AuNPs/ZnONRs/C 잘 만들어

졌는지 검증



study 2

label-free cellulose SERS biosensor for prenatal diseases 

@ machine-learning (ML)-judged AuNPs/ZnONRs/C sensor

• sensitivity of >94%, specificity of >92%, >93% accu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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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