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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나노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21세기 과학기술 

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 주고 있으며 미래 사회의 

혁신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현재 나노기술의 성과 

물은 일상 생활용품에서부터 하이테크에 이르기까지 광 

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중에서도 표면을 나노두께 

로 처리하는 기술은 부식이나 마모방지, 고분자나 플라 

스틱의 표면처리, 접착, 촉매기능 촉진등에 활용하고 있 

으며 그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 표면 

의 특성은 계면에서의 분자의 배향에 의해 그 위층들의 

배향이 결정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계면에서의 분자배 

향에 대한 연구가 선결조건이라 할 수 있겠다.
계면에서의 분자배향을 연구하는데 여러 분광학적 방 

법들이 사용되고 있다. 주사형 턴넬링 현미경 (scanning 
tunneling microscopy), 원자간힘 현미경 (atomic force 
microscopy), 그리고 근접장 광학현미경 (near field optical 
microscope) 등의 출현은 단 분자의 배향에 대한 정보 

를 제공해주었으며 그로 인하여 지금까지는 불가능하 

였던 분자 크기에서 물질들의 전기적, 기계적, 그리고 

광학적인 특성을 연구할 수 있게 되었다2,3 그러나 이 

러한 분석법들도 소자들을 구성하는 분자들의 배향이 

나 구조적인 특성 등을 정량적으로 연구하는데는 한계 

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분자 작용기의 지문영역을 조 

사함으로써 분자의 배향이나 구조적인 특성등을 알아 

보기에 적합한 방법들이 있는데 이러한 방법들 중의 하 

나가 표면증강라만 분광법이다.
표면증깅라만 분광법, 즉 SERS(surface-enhanced Raman 

spectroscopy)란 라만 분광법의 일종이다. 라만 분광법 

은 빛과 물질과의 상호작용 후 산란되는 빛으로부터 분 

자수준의 정보를 얻어내는 분광법 중 하나이며 IR과 함 

께 진동 분광법에 속한다. 라만 분광법의 가장 큰 장점 

은 시료의 변형 없이 어떠한 상태에서도 스펙트럼을 얻 

어 시료의 상태에 대한 분자수준의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는데 있으나 시그널의 세기가 강하지 못하여 극미 

량의 시료로부터 스펙트럼을 얻어내는데 어려움을 가 

지고 있었다. 하지만, Fleischman 등4에 의해서 최초로 

발견된 표면증강 라만 현상에 의해 이러한 문제는 해결 

될 수가 있었고 그 후 급속히 발전하여 의 • 약학 및 고 

분자, 촉매 등 많은 분야에 활용되고 있으며 급기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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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자 한 개의 존재를 확인하는 정도까지 응용되고 있다.5-7 
최근에 바이페닐에 작용기가 달라붙은 화합물의 자 

기조립체에 대한 연구가 몇몇 그룹에 의해 진행되어왔 

다.8-10 이 화합물은 상당히 경직 (rigid)해서 안정된 자기 

조립체로 단일막층을 적조하는데 유용한 물질로 알려 

져 있다. 그 동안 본 연구실에서도 바이페닐 카르복시 

산과 그의 유도체가 Au와 Ag 콜로이드표면에서 어떠 

한 배향을 하는지를 연구해 왔다.11」2 바이오 기술의 발 

달로 바이오 센서나 바이오 촉매등에 있어서 생화학물 

질이 표면에 결합되는 방법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연구를 바이페닐그룹에 아마이드작 

용기가 붙어있는 화합물들을 연구하는데 확장시켰다. 
바이페닐 그룹중 아마이드가 붙어있는 화합물은 생체 

내의 아미노산, 단백질등과 유사하여 생체내에서 다른 

기질과 물리 또는 화학적인 결합을 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들의 분자 배향에 대한 특성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 

요하며 금속표면에서의 흡착에 대한 연구는 모델연구로서 

가치가 크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biphenyl- 
4-carboxylic acid phenyl amide(BCAPA)를 선정하여 Au 
및 Ag 금속 콜로이드 단일층에 흡착시킨 뒤 그의 흡착 

배향을 SERS로 연구하였다.

실험 및 실험방법

실험에 사용된 Fig. 1의 화합물은 biphenylester의 합 

성방법을 조금 변형시켜 합성한 뒤 NMR과 IR 분광기 

로 최종적으로 확인하였다.13 표면증강실험에 사용된 시 

약들은 Aldrich 회사로부터 구입하였으며, 실험에 쓰이 

는 유리 기구는 왕수 [HCl-HNO3(3:1)] 에 1시간 정도 담 

근 후 3차 증류수로 세척하여 오븐에서 말린 것을 사용 

하였다. SERS 재질을 만드는 물질로서 Au 콜로이드 용 

액이 사용되었고, Au 콜로이드 용액은 기존의 소개된 

제조 방법에 따라서 만들어졌다.14,15 각각의 SERS 기질 

은 실험에 사용하기 전에 3차 증류수로 여러 번 씻어 

말린 다음 적당한 크기 (9 mmX 9 mm)로 잘라 사용했다. 
기질의 확인은 1 mM BPE[trans-1,2-bis(4-pyridyl) ethylene]

Fig. 1. Molecular structure of BCAPA.

용액을 한 방울씩 각 기질에 떨어뜨린 후 ORS(Ordinary 
Raman Scattering)와 SER 스펙트럼을 비교함으로써 이 

루어 졌다. 각 기질이 시료의 SER 스펙트럼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 시료를 흡착시키기 전 항상 라만 

스펙트럼으로 확인하였다. 시료는 각각의 기질 위에 미 

량을 올려놓고 용매인 아세톤을 떨어뜨려 얇게 퍼지도 

록 한 다음 SER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부위를 찾아서 

스펙트럼을 얻었다.
라만 스펙트럼을 얻는데는 CCD 검출기가 장착되고 

현미경 (microscope)을 사용하여 시료의 원하는 부위를 

측정할 수 있는 Renishaw 사의 Raman microscope system 
2000을 사용하였다. 광원으로는 최대 출력 25 mW를 내 

는 HeNe laser로서, 632.8 nm의 들뜸 파장을 가지는 

Spectra Physics사의 Model 127-75RP을 사용하였는데 

본 실험에서는 약 5 mW의 출력을 사용하여 스펙트럼 

을 얻었다.

결과 및 고찰

BCAPA의 SER 스펙트럼을 해석하기 위해 먼저 벌크 

에서의 진동밴드들에 대한 지정 (assignment) 이 필요하 

다. Fig. 2는 BCAPA에 대한 IR과 Raman 스펙트럼들

I

1000 1500 2000

Wavenumber(cm-1)

Fig. 2. IR and Raman spectra of BCAPA in bu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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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ide I Amide U Amide HI

Fig. 3. Schematic diagram for amide vibrational modes.

이다. IR 스펙트럼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난 밴드들은 주 

로 Fig. 3에 나타낸 아마이드(amide) 그룹으로부터 나 

타난 밴드들이며, Raman에 특징적으로 나타난 밴드들 

은 벤젠고리 및 아마이드 그룹으로부터 나온 밴드들이 

다. SER 스펙트럼을 해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진 

동모드들과 그의 지정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아마이드 그룹에 소속되어있는 밴드들에 대한 정확 

한 지정을 위해 N-H의 수소원자를 -CH3 기로 치환한 

biphenyl-4-carboxylic acid methyl phenyl amide(BCAMPA) 
의 스펙트럼을 얻어 비교하였다(Fig. 4). BCAMPA의 

스펙트럼에 BCAPA에서 나타난 1324 cm-1 밴드가 그 

대로 남아있고 1532 cm-1 밴드가 없어진 것으로 보아 

1324 cm-1 밴드는 주로 N-C stretch로부터 기인됨을 알 

수 있고, 1532 cm-1 밴드는 아마이드 II 밴드에 해당됨 

을 알 수 있다. BCAPA에서 1262 cm-1 에 나타난 밴드 

는 BCAMPA 에세 1283 cm-1 에 나타났는데 이 밴드 

에 대한 지정은 아마이드 III로 생각되며 이것에 대한 

이유로서는 -CH3 기가 붙어서 전자를 밀어주기 때문에 

아마이드 C-N의 단일 결합선 주위에 전자밀도가 증가 

되어 결합차수 (bond order)가 증가함으로써 높은 진동

수로 이동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에 대한 도식은 Fig. 5 
와 같다.
지정된 밴드들을 중심으로 표면에 흡착될 때 어떠한 

배향을 하는지를 해석 하였다. SER스펙트럼에서 진동 

모드들의 변화는 금속표면에 가깝거나 (EM효과) 흡착 

되었을 때 (CT효과) 나타나므로 진동모드들의 변화를 살

Table 1. Assignment of vibrational modes lor BCAPA

IR (cm-1) Raman (cm-1) SERS (cm-1) Assignment

613 In-plane quadrant bending of mono-substituted benzene ring
756 In-plane quadrant stretching of para-substituted benzene ring
778

841 Vs(CON-)
1006 1001 997 Ring breathing

1140 C-H in plane bending
1179 1180 C-H in-plane bending(?)
1261 1262 1283 Amide III(trans)
1323 1324 N-C stretching

1378 vs(CON-)
1440 1442 N-H bending
1531 1532 Amide II
1599 1599

1607 1603 Aromatic C-C stretching
1647 1648 Amide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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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Resonance structure of BCAMPA.

500 1000 1500 2000

Raman Shift (cm-1)

Fig. 6. Raman spectra of BCAPA obtained from bulk (a), 
Au-substrate (b), and Ag-substrate (c). Asterisk indicates the 
peak for Au-substrate.

펴 분자가 어떠한 배향을 이루는지 유추해 낼 수 있다. 
Fig. 6에 나타난 벌크, Au, 및 Ag는 각각 올리고머의 벌 

크 스펙트럼, Au에서의 SER 스펙트럼, 그리고 Ag에서 

의 SER 스펙트럼을 나타낸다. 전체적인 윤곽을 살펴보 

면 Au에세 거의 변화가 없으나 Ag 표면에세 여러 

밴드의 진동수에 변화가 나타났다. 이는 BCAPA는 Au 
표면과 상호작용이 없으나 Ag 표면과는 상호작용이 존 

재함을 의미한다.
Ag 표면과 상호작용으로 진동수가 이동되거나 세기 

가 감소되어 나타난 진동모드서는 BCAPA 벌크 스 

펙트럼에 나타난 615, 780, 1262, 1324, 1599, 1607, 그 

리고 1648 cm-1 밴드들이다. 615 cm-1 에 나타난 진동 

모드는 모노 (mono) 치환체를 가지는 벤젠고리의 in-plane 
quadrant bending mode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바깥쪽 벤 

젠고리가 금속 표면에 편평 (flat)하게 흡착될 때는 나타 

나지 않는 것으로 바깥쪽 벤젠고리의 흡착배향을 알려 

줄 수 있는 marker band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밴드의 거동을 살펴보면 Ag 표면에서 모두 소멸되 

었음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으로부터 바깥쪽 벤젠고리 

가 Ag 표면에 편평하게 흡착되었다고 해석할 수가 있 

다. 1262에 해당되는 진동모드는 아마이드 III 모드로 

서 Ag 표면에서 1283 cm-1 에 나타났다. 이는 이 진동 

에 관련된 결합선에 결합차수가 증가되었음을 의미하 

는데 Ag 표면에 흡착될 때 -C(=O)N- 사이에 공명구조 

가 형성되어 전자운이 비편재화 됨으로써 이루어진 것 

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현상은 BCAMPA 의 스펙트럼 

에서 H 대신에 전자주게 그룹인 -CH기로 치환했을 

때 1262 cm-1 밴드가 1283 cm-로 이동되는 것과 유사 

하다. 즉 -C-N 결합선에 전자운이 증가되면 -C(벤젠)CN 
의 진동모드는 높은 진동수로 이동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하여 공명구조의 兀 전자들을 통해 Ag 금속에 흡착 

이 이루어진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대한 증거로세 

아마이드 III의 N-C 모드(mode)에 속하는 1324 cm-1 오+ 

아마이드 I의I C=O 모드에 속하는 1648 cm-1 의 소멸을 

들 수가 있다. N-C 모드는 -C(=O)N의 공명에 의해 영 

향을 받기가 쉬워 결합차수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BCAPA 분자에 대한 기하학적 구조를 알아보기 위해 

Hartree-Fock 방법으로 6-31G* basis set을 사용하여 

Gausian 9816프로그램으로 계산하여 얻은 이들의 최적 

화 구조를 Fig. 7(a)에 나타내었다. Fig. 7(a)에 나타내보인 

계산결과에 의하면 -C(=O)N이 이루는 면과 N에 붙어 

있는 벤젠 링은 같은 평면에 있고 금속에 흡착이 이루 

어질 때 수소원자가 떨어져 나가므로 공명을 형성하기 

쉬운 형태로 되어있다. 따라서 이 모드는 1324 cm-1 보

Fig. 7. Structures of BCAPA (a) and BCAPE (b) obtained 
from HF/6-31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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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Raman spectra of BCAPE obtained from bulk(a), Au- 
substrate(b), and Ag-substrate(c).

소에 붙어있는 벤젠 링과 한 평면에 존재함으로써 공 

명구조를 이루어 금속면에 흡착되기 좋은 구조를 가 

지고 있다.
BCAPA는 BCAPE와 비교해볼 때。원자 대신에 NH 

로 치환된 부분만 제외하고 모든 부분이 다 똑 같기 때 

문에 흡착이 이루어 질 경우에도 이 부분을 제외한 다 

른 부위들에 의해 나타나는 진동모드들은 거의 비슷하 

게 나타날 것이다. 단지 O원자 대신에 N 원자로 치환 

되어 단순히 질량변화에 의한 진동수의 변화가 식 (1) 
에 의해 0.96 정도 있을 따름이다.

vC - N —
vC - O

<x Jv-C-O 
加C - N

= 0.96 (1)

다 높은 진동수영역에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기가 어렵다. 아마도 1378 cm-1 근처의 

넓은 밴드 중에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C=O 
결합은 공명구조가 형성되면 이중 결합성을 잃기 때문 

에 원래의 위치인 1648 cm-에 나타날 수 가 없다. 금속 

표면에 흡착되었음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증거는 1378 
cm-1 에 나타난 밴드를 들 수가 있다. 이 밴드는 벌크에 

서 아마도 1442 cm-에 나타난 symmetric -C(=O)N 의 

진동모드에 공명구조가 형성되어 금속에 흡착됨으로써 

낮은 진동수쪽에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1370〜 1390 
cm-1 근처에서 나타나는 밴드들은 benzoic acid와 

biphenylcarboxylic acid에서도 발견되었으며17 -C(=O)O 
가 공명을 형성하여 흡착될 경우에 나타나는 것으로 해 

석되었다. 비교를 위해 BCAPA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 

는 BCAPE에 대한 스펙트럼을 Fig. 8에 나타내었다. 
Fig. 8에 나타낸 것처럼 벌크 스펙트럼은 많이 다르게 

나타났으나 Ag에서의 표면증강라만 스펙트럼은 거의 

같은모양으로나타났다. 이것은 -C(=O)N- 이나 -C(=O)O- 
가 거의 같은 공명구조를 이루어 흡착이 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에 대한 증거로서 앞의 계산 방 

법16으로 얻어 Fig. 7(b)에 나타낸 BCAPE의 구조를 

들 수가 있는데 이 구조를 보면 -C(=O)O-가 옆의 탄

2003, Vol. 47, No. 5

따라서 이 두 모드들은 질량 변화에 의한 진동수의 

변화만 살피자면 거의 진동수가 같은 곳에서 나타난다. 

BCAPA는 1378 cm-1 로서 BCAPE의 1382 cm-1 오+ 비교 

할 경우 4 cm-1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힘 상수의 변화 

도 고려해야 하므로 이 정도는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관심의 대상이 되고있는 모드는 1607 cm-1 에 

나타난 aromatic C-C stretching band이다. 이 밴드 역시 

Au에세 변화가 없으나 Ag에서 1603 cm-1 에 나타났 

다. 이것은 벤젠고리의 兀 전자들이 Ag 표면에 흡착되 

었음을 나타내는데 위에서 제안한 흡착구조를 뒷받침 

해 주고 있다.

결 론

BCAPA의 Au 및 Ag 콜로이드단일막에서 흡착배향 

을 SERS를 이용하여 연구하였다. 아마이드그룹의 흡착 

거동을 살펴보기위하여 BCAPA와 유사한 BCAMPA 및 

BCAPE의 스펙트럼과 비교하였으며 벌크상태에서 벤 

젠링과 아마이드그룹이 어떠한 각도를 가지는지 알아 

보기위하여 위해 Hartree-Fock 방법으로 6-31G* basis 
set을 사용하여 계산해보았다. 실험결과를 종합해보면 

BCAPA는 Au 표면에세 흡착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써 특별한 방향으로 배향을 이루지 못하는 것으로 관찰 

되었다. 그러나 Ag 표면에세 Fig. 9와 같이 -C(=O)NH-C 
(벤젠링)이 거의 한 평면을 이루어 편평하게 흡착되고 

biphenyl기의 벤젠 링 사이에는 약간 뒤틀린 (twist) 형 

태로 흡착된 것으로 해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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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Adsorption orientation of BCAPA on Ag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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