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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Au와 Ag 콜로이드 단일막 표면위에 흡착된 4-biphenylcarboxylic acid(BPCA)의 유도체 인 4'-cyano- 
BPCA(c-BPCA), 4'-mercapto-BPCA(m-BPCA), 그리고 4'-amino-BPCA(a-BPCA)가 어떠한 배향을 하는지 알아/기 

위해 표면증강라만(SER)분광법을 이용하여 연구하였다. 체계적인 분석을 위해 benzoic acid, biphenyl, 그리고 BPCA 
의 분자 배향에 대한 정보를 기본£로 위 분자들에 대한 흡착정보를 유추해내었다. 배향에 대한 정보를 위해 벤젠고 

리 모드, C-H 신축진동모드, carboxylate 음이온의 신축진동모드, 그리고 각각의 주요 작용기에 해당되는 모드들의 거 

동변화를 살펴보았으며 이로부터 m-BPCA는 thiol 그룹이 금속에 흡착되고 biphenyl 그룹이 기울어 서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고 나머지 분자들은 금속표면에 편평한 형태로 흡착됨을 알아내었다.

주제어: SERS, 단일막, BPCA, 흡착배향, Au, Ag

ABSTRACT. Surface-enhanced Raman(SER) spectroscopy was utilized to investigate the adorption orientation of the 
4-biphenylcarboxylic acid(BPCA) derivatives, such as 4'-cyano-BPCA(c-BPCA), 4'-mercapto-BPCA(m-BPCA), and 4'- 
amino-BPCA(a-BPCA), which were adsorbed on Au and Ag colloid monolayers. For the systematic approach, infor
mation regarding the adsorption behavior of benzoic acid, biphenyl, and BPCA was applied to the target molecules. From 
the spectral behaviors of benzene ring, C-H stretching, carboxylate anion, and the other finger printing vibrational modes, 
it was concluded that only the m-BPCA was adsorbed tilt with thiol group being adsorbed on Au surface, whereas the 
other molecules were adsorbed flat on both Au and Ag surfaces.

Keywords: SERS, Monolayer, BPCA, Adsorption Orientation, Au, Ag

서 론

최근 10여 년간, 나노란 접두어를 갖는 많은 용어, 즉, 
나노 입자, 나노 재료, 나노 상 그리고, 나노 구조물들 

이 등장했으며 이러한 용어와 아울러 나노산업기술도 

날로 발전해가고 있다.1 과거의 기술은 대부분이 눈으 

로 관찰되고 그 차이가 구분되는 게적 영역 이였으나 

현재 주목받고 있고 차세대 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은 초미세적 영역이다. 나노 물질들의 독특 

한 특성은 어떤 물질이 나노 미터 크기가 되면 입자의 

크기가 자외선이나 가시광의 파장에 비해 훨씬 작아 우 

리가 일상생활에서 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여러 가지 

양자역학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양자크기 효과 때문에 나노 물질은 기계적, 역학적,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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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전기적, 자기적, 그리고 광학적인 면에서 특이성을 

나타낸다. 현재 나노기술의 성과물은 일상 생활용품에 

서부터 하이테크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되고있 

다. 이중에서도 표면을 나노 두께로 처리하는 기술은 

부식이나 마모방지, 고분자나 플라스틱의 표면처리, 접 

착, 촉매기능 촉진등에 활용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연 

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2
표면의 특성은 계면에서의 분자의 배향에 의해 그 위 

층들의 배향이 결정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계면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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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들이 사용되고 있다. 주사형 턴넬링 현미경 (scanning 
tunneling microscopy), 원자간 힘 현미경 (atomic force 
microscopy), 그리고 근접장광학현미경 (near field optical 
microscope) 등의 출현은 단 분자의 배향］ 대한 정보 

를 제공해주었으며 그로 인하여 지금까지는 불가능하 

였던 분자 크기에서 물질들의 전기적, 기계적, 그리고 

광학적인 특성을 연구할 수 있게 되었다.3,4 그러나 이 

러한 분석법들도 소자들을 구성하는 분자들의 배향이 

나 구조적인 특성 등을 정량적으로 연구하는 데는 한계 

를 지니고 있다. IR이나 Raman과 같은 진동분광법은 

분자 작용기의 지문영역을 조사함으로써 분자의 배향 

이나 구조적인 특성등을 비파괴적인 방법으로 알아보 

기에 적합한 방법들인데 이러한 방법들 중 특히 뛰어난 

감도를 가지고 있는 방법이 표면증강라만 분광법, 즉 

SERS(surface-enhanced Raman spectroscopy)이다. 라만 

분광법은 빛과 물질과의 상호작용 후 산란되는 빛으로 

부터 분자수준의 정보를 얻어내는 분광법 중 하나이며 

IR과 함께 진동 분광법에 속한다. 라만 분광법의 가장 

큰 장점은 시료의 변형 없이 어떠한 상태에서도 스펙트 

럼을 얻어 시료의 상태에 대한 분자수준의 정보를 얻어 

낼 수 있다는 데 있으나 시그널의 세기가 강하지 못하 

여 극미량의 시료로부터 스펙트럼을 얻어내는데 어려 

움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Fleischman5 등에 의해서 

최초로 발견된 표면증강 라만 현상에 의해 이러한 문제 

는 해결될 수가 있었고 그 후 급속히 발전하여 의 •약 

학 및 고분자, 촉매 등 많은 분야에 활용되고 있으며 급 

기야는 분자 한 개의 존재를 확인하는 정도까지 응용되 

고 있다.6-8
최근에 바이페닐에 작용기가 달라붙은 화합물의 자 

기조립체에 대한 연구가 몇몇 그룹세 의해 진행되어왔 

다 이 화합물은 상당히 경직 (rigid)해서 안정된 자기조 

립체로 단일막층을 적조하는데 유용한 물질로 알려져 

있다.9-11 그 동안 본 연구실에서도 4-biphenylcarboxylic 

acid(BPCA)가 Au와 Ag 콜로이드표면에서 어떠한 흡 

착배향 및 흡착강도를 가지는 지에 대해 SERS를 이용 

해 연구해 왔으며12,13 몇 개의 특징적인 밴드의 거동으 

로부터 BPCA의 흡착 배향을 유추해냈다. 실험결과에 

의하면 BPCA는 카르복시산이 carboxylate 음이온으로 

되어야 비로서 금속에 흡착되기 때문에 카르복시산을 

흡착시키기 위해서는 염기성용액으로 염을 만들어야만 

흡착시킬 수가 있었다.13 그러나 코팅제, 접착제 및 페 

인트등 많은 고분자 화합물들은 카르복시산 자체를 함 

유하고 있거나 카르복시산이 반응물로서 작용해 ester 
화합물이 생성되기 때문에 이것들이 적절한 조건에서 

금속표면이나 다른 기질에 흡착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BPCA 
에 전자 주게, 받게 및 금속과의 결합력등이 각각 다른 

특징을 가지는 -CN, -SH, 그리고 -NF% 직용기들을 BPCA 
의 para 위치에 치환시킴으로써 BPCA가 염이 아닌 상 

태에서도 금속표면에 흡착 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알아 

보고자 하였다.

실 험

합성

실험에 사용된 시약들은 Aldrich 회사로부터 구입하 

였으며, 합성한 화합물들의 구조는 1H NMR에 의하여 

확인하였다.
4'-Cyanobiphenyl4carboxylic acid(c-BPCA): 4-Bromo- 

benzonitrile을 ethylene glycol dimethylether(DME)에 용 

해시킨 후 4-carboxyphenylboronic acid, Pd(pph3)4, 그 

리고 2M-Na2CO를 첨가하였다.14 반응 혼합물을 약 5 
분동안 N2 가스 하에서 으약하게 교반 시킨 후 85 oC에서 

12시간 동안 가열 환류 시킨 후 아세톤으로 재결정 하 

여 화합물 c-BPCA를 얻었다.
4'-Mercaptobiphenyl-4-carboxylic acid(m-BPCA): 

4'-Hydroxy-biphenyl-4-carboxylic acic를 에탄올에 용해 

시켜 황산을 천천히 첨가한 후 가열 환류 시켜 4-hydroxy- 
biphenyl-4'-carboxylic acid ethyl ester를 합성하고 이 화 

합물과 dimethylthiocarbamoyl chloride를 건조한 THF 
에 용해시킨 후 sodium hydride를 첨가하고 교반하였다. 
반응 종결 후 work up 하고 CHzCb/Hexane에서 재결 

정하여 순수한 화합물 4-dimethylthiocarbamoylox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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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pheny l-4'-carboxylic acid ethyl ester를 분리 하였다. 
이 화합물을 dichlorobenzene에 용해시켜 180 oC에서 약 

72시간 동안 가열 환류 시킨 후 컬럼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하여 중간체인 4-dimethylthiocarbamoylsulfanyl- 
biphenyl 4'-carboxylic acid ethyl ester를 얻었다. 이 화 

합물을 메탄올에 용해시키고 Ar 가스로 30분 이상 bubble 
한 후 4N-LiOH를 가하고 상온에서 2시간동안 교반 하 

였다. 반응 혼합물에 염산 수용액을 가하여 산성으로 

만 든 뒤 에틸 아세테이트로 추출하여 m-BPCA를 얻었다.
4'-Aminobiphenyl-4-carboxylic acid(a-BPCA): Biphenyl- 

4-carboxylic acid를 acetic anhydride에 녹인 후 0 oC 에 

서 진한 황산과 진한 질산을 천천히 첨가 하였다. 상온 

에서 1시간 동안 교반 후 반응 혼합물에 메탄올을 첨가 

하여 acetic anhydride를 methyl acetate. acetic acid로 

분해 시켰다. 이 용액을 농축하여 얻어진 4'-ntro-biphenyl- 
4-carboxylic acid를 황산 및 알콜 존재 하에서 에스테 

르화 하였다. 컬럼 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해 para위치에 

nitration된 에틸 에스테르 화합물을 분리한 후 다시 가 

수분해 하여 카르복실산으로 전환하였다. Catalytic 
hydrogenation(H2, Pd/C)에 의해 nitro 그룹을 amine으 

로 전환시켜 a-BPCA를 얻었다.
라만 실험

실험에 사용된 시약들은 Aldrich 회사로부터 구입하 

였으며. 실험에 쓰이는 유리기구는 왕수 [HCl-HNQ 
(3:1)] 에 1시간 정도 담근 후 3차 증류수로 세척하여 오 

븐에서 말린 것을 사용하였다. SERS 기판을 만들기 위 

해 슬라이드 글라스를 적당한 크기 (9 mmX 9 mm)로 자 

르고 왕수에 한 시간 정도 담근 후 3차 증류수로 세척 

하고 오븐에서 말린 것을 사용하였다. Au 콜로이드 표 

면은 Silane화된 글라스에 Au에 대하여 높은 친화력을 

가지는 (3-aminopropyl)trimethoxysilane(APTMS) 단일 

막을 형성시킨 후 직경이 약 13nm인 Au 콜로이드 입 

자를 표면에 흡착 시킨다. 이러한 방법으로 제조된 Au 
콜로이드 표면은 균일하고 거친 표면을 가진다. Au 콜 

로이드 표면은 SEM과 UV-vis 분광법을 사용하여 확인 

흐！였다.15 Ag 콜로이드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Nanoprobes, 
Inc. 로부'! LI-Silver(Light-Intensity Silver Enhancement 
System)를 구입하여 문헌의 방법에 따랐다.16 Li-Silver 
는 증강제 용액과 개시제 용액으로 이루어져 있다. 바 

이얼 (vial)에 은 증강제와 개시제를 각각 1:1로 섞고 만 

들어진 Au 콜로이드 기판을 약 15분간 담궈 코팅시켰 

다. 각각의 SERS 기판은 3차 증류수에 담궈 보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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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기전 3차증류수로 여러 번 씻어 말린 후사용하였다.
라만 스펙트럼은 CCD(charge Coupled Device: 전하 

결합장치) 검출기가 장착되어 있고 현미경으로 시료를 

focus하여 측정할수있는 Renishaw 사의 Raman microscope 
system 2000을 사용하였다. 광원으로는 최대출력 25 mW 
를 내는 He/Ne laser로서, 632.8-nm의 들뜸 파장을 가지 

는 Spectra Physics사의 Model 127-75RP를 사용하였다.

결과 및 토의

BPCA 유도체들의 Au 및 Ag 콜로이드 표면에서의 

흡착 배향을 알아보기위해 그동안 본 연구실에서 연구 

해온 BPCA의 흡착거동을 참고로 하였다. 먼저 BPCA 
는 Fig. 1의 (a)와 (b)에 나타내 보인 것처럼 Au와 Ag 
콜로이드 표면에서 서로 다른 배향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12•13 Fig. 1의 (a)는 두개의 벤젠고리와 carboxylate 
음이온 그룹이 flat(편평 ) 한 형태로 흡착된 것을 나타 

내고 Fig. 1의 (b)는 carboxylate 음이온이 단일결합 산 

소의 비공유전자쌍을 통해 흡착됨으로써 이웃의 벤젠 

고리가 함께 들려서 tilt(기울어진) 형태로 흡착된 것을 

나타내고 있다. 두 가지의 흡착배향은 서로 다른 SER 
스펙트럼을 나타내었으며 SER 밴드를 해석하는데 전 

기장 (EM)과 전하이동 (CT) 이론을 따랐다.17-19
특징적인 밴드의 거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카르복시산에 해당되는 밴드이다. 카르복실산 그룹의 

대칭신축진동모드는 음이온, 즉 carboxylate로 존재할 

때 1440 cm-1 근처에 나타난다. Carboxylate 음이온이 

금속 표면에 흡착이 이루어지면 그에 해당되는 진동모 

드는 흡착의 강도에 따라 1370-1400 cm-1 근처에 나타 

나게 되는데12 Fig. 1의 (a) 처럼 n 전자들의 비편재화로 

금속표면과 明흡착이 이루어지면 진동모드는 1370 cm-1 
근처에 나타나고 Fig. 1의 (b)처럼 단일결합산소의 비 

공유전자쌍을 통해 흡착이 이루어지면 1400 cm-1 근처 

에 나타난다. 두 번째는 벤젠고리에 해당되는 모드들이 

다. 벤젠고리는 기하卜학적으로 carboxylate 음이온그룹의

Fig. 1. Two different orientations of carboxylate group adsorbed 
on metal surface. (a) flat form, (b) tilt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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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olecular structure of 4-BPCA derivatives.

흡착 배향에 따라 좌우된다. Carboxylate 음이온 그룹 

이 편평하게 흡착되면 이웃하는 벤젠고리 역시 편평하 

게 흡착이 이루에 수밖에 없으며 carboxylate 음이온 

그룹의 흡착강도에 따라 화학흡착이나 물리흡착을 일 

으킨다. 물리흡착만 일어날 경우에는 금속표면과 수직 

인 진동모드는 증강되는 반면 수평인 진동모드는 약하 

게 나타나거나 사라지게 되는 등의 밴드의 세기 변화를 

야기시키며, 화학흡착만 일어나 편평하게 될 경우에는 

진동수의 이동을 일으키게 된다. 그렇지만 적지 않게 

밴드세기 변화와 진동수이동이 동시에 관찰되기도 한 

다. BPCA 화합물에서 벤젠고리가 편평하게 흡착될 경 

우에 벤젠고리에 속하는 진동모드들 중 방향족 C=C 진 

동모드의 경우에 약 10 cm-1 정도의 장파장 이동이 관 

찰되었고 C-H 신축모드 및 벤젠고리 breathing 모드의 

경우 그들 밴드 세기가 현저히 감소되어 나타나 벤젠고 

리가 편평하게 흡착된 것으로 해석되었다. Fig. 2는 

BPCA에서 관찰된 정보를 토대로 흡착 배향을 연구한 

BPCA 유도체들의 분자 구조를 나타낸 그림 이다. Au 및 

Ag 표면에서 각각 다른 배향을 나타내고있다.
c-BPCA의 진동 스펙트럼

Fig. 3은 c-BPCA에 대한 OR 스펙트럼 (a)과 SERS 스 

펙트럼 (b, c)을 나타낸 것이다. 스펙트럼에서 나타난 밴 

드들 중 흡착여부를 알려줄 수 있는 특징적인 밴드들로 

서는 벤젠고리 C-H 신축진동, carboxylate 음이온의 대 

칭 신축진동, 그리고 C^N 신축진동 등으로부터 기인 

되는 것들을 들 수가 있다. Fig. 3(a)는 OR 스펙트럼으 

로써 3076 cm-1 에 벤젠고리 C-H 신축진동모드와 2235 
cm-1 에 C^N 모드들이 나타나 있다. 그러나 아직 음이 

온이 아니기 때문에 1370-1400 cm-1 근처에 나타나는 

carboxylate 음이온 밴드는 나타나지 않았다.
Fig. 3(b)는 Au 금속표면에서 얻은 스펙트럼이며 주 

목할 만한 밴드들로는 1006, 1378, 2228, 3077 cm-1 이 

다. 이 밴드들은 분자가 금속 표면에 흡착됨으로써 진 

동수가 이동되거나 밴드세기의 증감으로 나타난 진동

500 1000 1500
Raman Shift(cm'1)

Fig. 3. Raman spectrum of c-BPCA. (a) Ordinary Raman (OR) 
spectrum, (b) SER spectrum from Au surface, (c) SER spec
trum from Ag surface.

모드들이다. 1378 cm^에 나타난 밴드는 분자가 금속 

콜로이드 표면에 화학적 흡착을 일으킬 때 카르복시산 

에서 탈양성자반응 (deprotonation) 이 일어나 전자들이 

비편재화 된 carboxylate 음이온에 의해서 나타난 밴드 

이다. 이것은 이미 언급한 것처럼 이정도의 진동수 이 

동은 carboxylate 음이온이 편평한 배향으로 흡착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C^N 그룹은 약 7 cm-1 장파장 

이동된 2228 cm-1 에서 나타났다. C^N 그룹은 질소원 

자의 비공유 전자쌍이나 兀 전자를 통하여 흡착이 일어 

날 수 있다. 질소원자의 비공유전자쌍을 통해 일어나는 

흡착은。형의 결합을 이루기 때문에 금속표면으로부터 

들리게 되며 비공유전자쌍은 반결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파장이동을 일으킨다.20 하지만 兀형 결합을 할 

경우에는 금속으로부터 C=N 내의 n* 궤도로 전자밀 

도가 이동되어 결합차수가 낮아짐으로서 낮은 진동수 

로 이동된다.21 따라서 Au 표면에서 얻은 스펙트럼으로 

부터 C^N 그룹은 兀 시스템을 통해 편평하게 흡착되 

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3076 cm-1 밴드는 원래 그다지 

크지 않았기 때문에 밴드의 변화를 보고 벤젠고리의 흡 

착여부를 말하기가 어렵다. 대신에 1006 cm-1 에 크게 

증강되어 나타난 벤젠고리의 breathing mode의 변화를 

보면 벤젠고리의 흡착여부 및 그 강도를 알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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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밴드는 원래 1000 cm-1 근처에서 나오는 것으로 벤 

젠고리가 편평하게 흡착되면 진동모드의 방향이 표면 

과 수직방향이므로 진동 모드를 증강시켜 밴드의 상대 

적인 세기가 증가한다.20 Fig. 3(b) 스펙트럼에서도 이러 

한 현상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증거로 보아 벤젠고리들 

도 편평하게 흡착되어 결국 이 분자의 모든 부분이 Au 
금속 표면에 편평한 배향을 가지고 흡착되었음을 알 수 

가 있다.
Fig. 3(c)는 Ag 표면에서 얻은 스펙트럼이다. 3(b)와 

비교해 보면 밴드들의 위치에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 

다. carboxylate 음이온에 해당되는 밴드는 1390 cm-1 에 

나타났는데 이것은 Fig. 1의 (b)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산소의 비공유 전자쌍을 통해 carboxylate 음이온 그룹 

이 약간 기울어진 형태로 흡착되었다고 해석할 수가 있 

다. C^N은 약 4 cm-1 정도 낮은 진동수로 이동한 2231 
cm-1 에서 나타났고, 증감의 변화가 크지는 않지만 C-H 
진동모드가 사라진 것으로 보아 C^N 그룹이 붙어있 

는 벤젠고리가 Ag 표면에 편평하게 흡착된 것으로 해 

석된다. 그러나 C=N 밴드의 이동은 약 4 cm-1 로 Au 
에서 보다 더 작게 이동하였으며, 벤젠고리의 breathing 
모드 역시 작게 나타난 것으로 미루어 보아 Ag 표면에 

서는 Au에서와는 달리 두개의 벤젠고리가 동시에 편평 

하게 흡착되었다고 보기가 어렵다. Carboxylate 음이온 

이 음이온 산소의 비공유전자쌍을 통해 흡착되어있기 

때문에 아마도 두개의 벤젠고리중 바깥족 벤젠고리는 

비교적 편평하게 흡착되었으나 carboxylate 음이온 옆 

의 다른 하나는 약간 들려있다고 해석할 수가 있다.
m-BPCA의 진동 스펙트럼

Fig. 4는 t-BPCA에 대한 OR 스펙트럼과 SERS 스펙 

트럼을 나타내고 있다. 일반적으로 thiol 그룹은 Au 표 

면에 아주 강하게 흡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m-BPCA 
의 SERS 스펙트럼에서 주목할 만한 피크의 위치는 2564 
cm-1 인 S-H 신축진동모드이다. Fig. 4(a) OR 스펙트럼 

에서 나타난 2564 cm-1 의 밴드가 Au와 Ag SERS 스펙 

트럼에서는 사라진 것을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thi 이이 

금속에 흡착이 되면 proton이 떨어져 thiolate(S-)가 형 

성되어 금속과 흡착이 되기 때문이다. 이 스펙트럼에서 

또 다른 특징은 Au와 Ag에서 나타난 밴드가 c-BPCA 
의 경향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Fig. 4(b)에서는 carboxylate 
음이온의 밴드가 나타나지 않았고 방향족 C-H 신축진 

동모드 역시 세기의 변화가 없다. 이것은 카르복시산 

그룹이 흡착에 참여하지 않았고 벤젠고리 역시 금속과

2003, Vol. 47, No. 5

Fig. 4. Raman spectrum of m-BPCA. (a) OR spectrum, (b) 
SER spectrum from Au surface, (c) SER spectrum from Ag 
surface.

아무런 상호작용이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이유 

는 카르복시산 보다 thiol 그룹이 Au에 더 강한 선호도 

를 보이고 금속표면에 서서 흡착이 되기 때문이다. 
Laibinis 등22은 thi이과 같은 soft base는 카르복시산과 

같은 hard base 보다 Au와 같은 soft metal과 더 잘 결 

합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Ulman 등23은 외부반사 퓨 

리어적외선 연구에서 Au에 흡착된 biphenyl thiol 그룹 

은 금속표면에 대한 법선으로부터 흡착시 사용한 용매 

에 따라 대략 14-17。정도 기울어져 흡착된다고 보고한 

바 있다. 따라서 thiol 그룹과 카르복시산이 한 분자에 

같이 존재할 때 thiol 그룹이 먼저 Au에 달라붙고 법선 

으로부터 14-17o 정도 기울어진 상태로 흡착되기 때문 

에 carboxylate 음이온 모드나 벤젠고리의 C-H 신축진 

동모드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반면 Fig. 4(c)에 나타난 바와 같이 Ag 표면에서 얻 

어진 흡착된 분자의 스펙트럼은 Au 표면에서 얻은 것 

과는 조금 다르게 나타났다. 특이할 사항은 SH 진동모 

드가 사라지고 carboxylate 음이온 밴드가 1371 cm-1 에 

나타난 점이다. 이는 thi이과 carboxyl acid가 동시에 Ag 
표면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Ag가 Au 보다 더 hard 하기 때문에 thiol 그룹과 carboxy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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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이온 그룹의 선호도가 비슷해 동시에 흡착된 것으로 

여겨진다.24 한편 Zhamikov등25은 thiol 그룹의 황원자 

가 Au(111)에서는 SP3 혼성을 형성하고 Ag(111)에서 

는 SP 혼성궤도를 형성해서 서로 다른 흡착배향을 가 

진다고 보고한 바 있다. 물론 본 실험에 사용한 Au나 

Ag 콜로이드 표면은 Au(111)나 Ag(111)과는 상당히 다 

르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로부터 판단해보면 황 원자는 금속의 종류나 형태 

(morphology) 에 따라 다른 혼성궤도를 형성하여 흡착 

기질에 적합하게 배향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도 두개의 그룹이 동시에 흡착되기 위해 

thiolate 음이온의 황 원자가 기하학적으로 적합한 혼성 

을 취해 흡착이 일어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a-BPCA의 진동 스펙트럼

Fig. 5는 a-BPCA에 대한 스펙트럼을 나타내고 있다. 
아민류는 질소 원자에 있는 비 공유 전자쌍을 통해 Au 
및 Ag 금속콜로이가 아주 잘 흡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6,27 Natan 등은 이러한 아민의 특성을 이용하여 

유리에 APTMS 라는 분자를 커플링시킨 다음 아민의 

비공유전자쌍에 Au 및 Ag 콜로이드를 흡착시켜 SER 
재질을 만들었다.15,16 아민그룹이 금속에 흡착되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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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Raman spectrum of a-BPCA. (a) OR spectrum, (b) 
SER spectrum from Au surface, (c) SER spectrum from Ag 
surface.

를 알아보는 직접적인 방법으로는 보통 300 cm-1 이하 

에서 나타나는 N-금속 밴드를 확인하는 것이다. 불행스 

럽게도 본 스펙트럼에서는 400 cm-1 이상만 나타났기 

때문에 직접 확인할 수가 없다. 그러나 아민 그룹이 흡 

착되었음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아민그룹이 흡 

착될 때 나타나게 될 NH2 rocking mode(흔듬 모드)의 

진동수 이동을 확인하는 것이다. Kim 등28은 아민이 Ag 
졸에 흡착이 이루에 때 NH2의 흔듬 모드가 벌크스펙 

트럼으로부터 약 70 cm-1 정도 이동되어 980 cm-1 근 
처에 나타난다는 것을 보고한 바 있다. 실제로 Fig. 5의 

(c)에서 보듯이 Ag 콜로이드 표면위에서 얻은 스펙트럼 

에서도 980 cm-1 에 밴드를 관찰할 수가 있었다. 이러한 

실험적인 결과로부터 아민이 금속콜로이드에 흡착되었 

다고 말할 수 있다.
이제 흡착된 아민치환체가 반대편에 존재하는 카르 

복시산의 흡착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았다. Fig. 
5(a)와 (b)를 보면 흡착된 carboxylate 음이온에 해당되 

는 밴드가 1383 cm-1 과 1373 cm-1 에 나타나있다. 흡착 

되지 않을 때 1440 cm-1 근처에 나타난 밴드가 흡착됨 

으로써 1373 cm-로 이동한 것은 당연히 carboxylate 음 

이온의 비편재화된 n 전자가 흡착에 관여함으로써 편 

평한 형태로 흡착된 것을 나타낸다. 하지만 1383 cm-1 
정도로 이동한 것은 1390 cm-1 와 1373 cm-1 의 중간정 

도이므로 이 밴드 하나의 거동만을 관찰하여 판단하기 

가 쉽지가 않다. 벤젠고리의 breathing 모드나 방향족 

C-H 신축진동모드의 거동을 같이 분석하여 결론을 내 

려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 Carboxylate 음이온 그룹 

이 편평하게 흡착되면 기하학적으로 그 이웃의 벤젠고 

리도 편평하게 흡착되어야 한다. Fig. 5(b)에서 1007 cm-1 
에 크게 나타난 breathing 모드는 그러한 사실을 잘 뒷 

받침해주고 있다20 따라서 1383 cm-1 에 해당되는 밴드 

는 흡착강도는 약하지만 1373 cm-1 에 해당되는 밴드처 

럼 금속면에 편평하게 흡착되어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breathing 모드에 해당되는 밴드의 세기를 비교 

해볼 때 5(b)에서는 크게 나타났지만 5(c)에서는 작게 

나타나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 즉 흡착력이 강한 5(c)에 

서 더 크게 나타나야 될 것으로 생각되나 결과는 반대 

로 나타났다. 이렇게 나타난 이유 중의 하나는 아마도 

밴드의 세기가 흡착력에 영향을 빋았다기 보다는 분자 

의 흡착밀도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 

다. 다시 말해, 분자의 흡착력은 5(c)가 5(b)보다 세지 

만 흡착밀도는 낮아서 밴드의 세기가 약하게 나타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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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Adsorption orientations of c-BPCA (a), m-BPCA (b), and a-BPCA (c) on Au and Ag colloid monolayers.

것으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3076 cm-1 에 나타난 C-H 신축진동모드 

의 거동 변화다. 이 진동모드는 크기가 매우 작지만 Au 
와 Ag 금속표면에서 완전히 사라졌음을 뚜렷이 알 수 

가 있다. 이 진동모드의 소멸은 벤젠고리가 편평하게 

흡착될 때 일어나므로 두 biphenyl 이 서로 편평한 구조 

로 금속표면에 흡착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 이러한 결 

과들로 미루어 보아, a-BPCA는 Au 및 Ag 금속표면에 

편평하게 흡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결 론

BPCA의 치환체인 CN, SH, 그리고 NH2 작용기들이 

중성인 카르복시산의 흡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금속표면으로서는 Au 및 Ag 콜 

로이드단일 막을 사용하였으며 분석방법으로서는 표면 

증강라만 분광법을 이용하였다. 먼저 주요 밴드들을 지 

정 한 후, OR 스펙트럼과 SERS 스펙트럼을 비교 분석 

하였다. 실험 결과에 의하면 카르복시산을 중성 인 상태 

로 흡착시켰을 때 흡착정도 및 배향은 작용기 및 금속 

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CN 이 치환된 분자 

에서는 흡착의 강도차이는 있었지만 Au와 Ag 두 표 

면에 흡착이 이루어져있음을 뚜렷하게 확인할 수가 있 

었다. Au에서는 CN 그룹과 carboxylate 음이온이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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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한 배향으로 흡착되어 있으며 Ag 표면에서는 약간 

기울어진 형태로 나타났다. SH 그룹으로 치환시킨 m- 
BPCA는 Au와 Ag에서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Au에 

서는 SH 그룹의 Au에 대한 높은 친화력으로 thiolate 
음이온을 통해 금속표면에 대한 법선으로부터 약간 틀 

어지게 흡착되었고, Ag에서는 thiolate 음이온과 

carboxylate 음이온이 양쪽 끝단에서 동시 에 흡착된 형 

태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민이 치환체로 작용 

한 a-BPCA 는 아민과 금속콜로이드간의 상호작용력 

이 강하여 Au와 Ag 두 금속 콜로이드 표면에 공히 흡 

착이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되었으며 carboxylate 음이 

온 그룹 역시 강도차이는 있지만 양 금속표면에 편평 

하게 흡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환체의 전자주게 

받게의 관점에서 보면 CN 그룹은 전자받게 그룹에 해 

당되고 NH나 SH는 전자주게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 

다. 그러나 carboxylate 음이온 그룹의 흡착배향 및 흡 

착세기를 살펴보면 두 그룹에 의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 결론적으로 세 가지 다른 치환체는 치환 

체의 전자 주게 받게 특성보다는 오히려 치환체의 금 

속표면과의 결합력에 의한 카르복시산의 유도 흡착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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