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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voltage is applied on the metal layer of a surface plasmon resonance (SPR) sensor, electric field excitation causes charge 

accumulation on the metal surface. This alters not only the optical properties of the metal but also the SPR angle. In this study 

we investigate this effectby performing experiments using solutions of various pH values, and we obtain the relation between total 

surface charge and SPR angle. The curves for the various pH conditions become coincident. We compare our results to those 

from an earlier space charge layer (SCL) model, and suggest a modified SCL model which explains our result well. This result 

will be useful in applications of SPR sensors, and in studying the optical properties of thin metal layers.

Keywords: Surface plasmon resonance sensor, Optical property of metal

OCIS codes: (240.6680) Surface plasmons; (250.5403) Plasmonics; (260.3910) Metal op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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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 플라즈몬 공명 (SPR) 센서에서 금속 전극에 전압을 걸었을 경우, 표면에 여기 되는 전기장에 의해 전하가 쌓이게 된다. 

이는 금속 표면의 광학적 성질과 표면 플라즈몬 공명 각도의 변화를 야기시킨다. 본 논문에서는 그에 대한 검증을 위해 다양한 

산도 조건의 수용액 하에서 금속에 전압을 걸었을 때의SPR 각도 변화를 측정하였고, 누적 전하량과 공명 각도에 대한 의존성을 

그렸을 때 수용액의 산도에 관계없이 일치함을 확인 하였다. 이 관계를 설명하는 기존의 공간전하층(SCL) 모델과 비교해보고 

실험결과와 어긋나는 부분과도 잘 맞는 수정된 SCL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 결과는 표면 플라즈몬 공명 센서의 응용과 금속박막

의 광학적 성질에 대한 연구에 기여할 거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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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표면 플라즈몬(SP, surface plasmon)은 금속 표면과 유전체

의 경계면을 따라 전파해 나가는 전자기파 모드로써, 금속 

표면의 자유전자 플라즈마의 소밀파(plasmon)와 유전체 안에

서의 전자기파가 결합되어 전파돼 나가는 현상이다[1, 2]. SP

의 금속의 전하분포는 표피(skin depth) 두께 이상 침투해 들

어가지 못하고, 유전체 쪽의 전자기장 또한 멀리 뻗어나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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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diagram of a SPR sensor. Light ray of various 

incident angles from an external light source is incident to the 

metal surface. For the light component whose in-plane wave 

vector component coincides with SP mode, SPR occurs and this 

light component is absorbed. The angle of this light component 

(θ) is the SPR angle of the system. If biomolecules are attached 

to the metal surface, the change of permittivity above the metal 

surface alters the SPR angle. If we measure this SPR angle 

change, biomolecules can be sensed. This is the working principle 

of SPR sensors.

못하고 지수함수적으로 감수하는 표면에 구속된(bounded) 

근접장 전자기파 모드이다. 특히 이 모드는 금속표면 전하의 

소밀파가 유전체 표면에 파의 진행방향과 평행한 성분의 전

기장을 형성하고, 진행방향과 수직하고 표면에 평행한 자기

장을 형성하면서 진행해 나가는 TM 모드로써 존재하게 된

다. SP모드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금속부에 음의 유전상수를 

갖는 물질이 필요하다. 외부 광원의 빛의 파동벡터(wave vector)

의 수평방향 성분(in-plain wave vector, 금속-유전체 경계면 

방향의 성분)이 이 모드의 파동벡터와 일치하게 되면 운동량 

일치로 표면 플라즈몬 공명(SPR, surface plasmon resonance)

을 일으켜서 SP를 발생시키게 된다. SPR을 일으키는 외부광

원의 입사각도를 SPR 각이라고 하는데, 이 SPR 각은 금속과 

유전체의 굴절률 등 전체 시스템의 광학적 성질에 영향을 받

는다. 이 현상을 이용한 센서가 SPR 센서(그림 1)로, 이 장치

는 외부광원으로부터 다양한 각도의 빛을 입사 받아서, SPR

을 일으키는 방향(SPR 각)의 빛에 대해서는 공명을 일으키

고 흡수를 한다. 반사각과 CCD에서 측정된 반사광의 세기와

의 관계를 그린 것을 SPR 특성 곡선이라고 하며, 흡수가 최

대로 일어나는 방향, 즉 반사광의 세기가 최소인 방향이 

SPR 각도이다. 이렇게 측정한 SPR 각으로부터 바이오 분자 

등에 의한 경계면의 굴절률 변화를 측정할 수 있게 되어 바

이오센서로 사용할 수 있다[2-4]. 

본 연구에서는 SPR 센서의 금속 표면에 전압이 가해졌을 

때의 SPR 각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금속 표면

의 전위는 표면 전하를 여기 시키고 이는 금속 표면의 굴절

률을 변화시켜서, 결과적으로 SPR 각을 바꾸게 한다. 이 현

상에 대해 연구한 기존 논문들[5-7]에서는 공통적으로 같은 모

델로 이 현상을 설명을 하고 있다. 기존 연구들의 모델에 따

르면 금속과 수용액간의 전압은 전기이중층(EDL, electric 

double layer)을 형성시키고, 이는 축전기(EDL capacitor)로 

작용하여 금속에 전하를 쌓이게 한다. 이 금속 표면 전하는 

1Å 정도의 얇은 두께의 공간전하층(SCL, space charge layer) 

내의 공간전하밀도를 변화시켜서 금속 표면의 굴절률을 바

꾸게 된다[8]. 기존의 연구자들은 SCL 내부의 전하 변화를 금

속의 드루드 모델(Drude model)의 자유전하의 변화로 해석

하여서, 이에 따른 굴절률의 변화를 계산하고 실험결과와 비

교해보면 일치했다고 한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pH의 수

용액 하에서 SPR 센서의 금속 전극에 전압을 걸었을 때, 전

류의 과도 신호(transient current)를 적분하여 누적되는 전하

량을 구하였다. 이에 따른 SPR 각의 변화를 얻었으며, SPR 

각은 수용액 종류와 상관없이 표면 전하량에만 의존함을 확

인 하였다. 이는 기존의 SCL모델(SPR각이 금속의 전하에 의

해서만 변함)에서 예측은 가능하지만 하지 않았던 시도이다. 

이를 테면 [5]에서는 같읕 방법으로 누적 전하량을 구했으나 

다양한 수용액 조건 하에서 검증하지는 않았다. [6]에서는 

다양한 용액으로 실험을 하였으나 누적전류를 실험적으로 

구하지 못하였다. 또한 기존의 SCL 모델에 따르면 전하-SPR 

각의 관계가 선형이라고 하는데[5], 본 연구의 실험결과에 따

르면 이는 낮은 전압(0.7 V이하)에서는 성립하지만 높은 전

압(0.7 V이상)에서는 기존 모델과 부합하지 않고 기울기가 

감소하는 특성을 보인다. 또한 기존 모델을 적용할 경우 선

형이 성립하는 구간은 극히 짧아서 실험결과의 선형구간을 

설명하기 위해서도 모델의 수정이 필요함을 알게 되었다. 이

에 본 연구진은 기존 SCL 모델에서 가정하는 일정 두께(1 

Å)의 SCL이 틀린 가정이란 것을 확인 하였고, 선형구간에서 

SCL의 두께가 점점 더 두꺼워지는 수정된 모델을 제시하였

다. 또한 기울기가 작아지는 비선형구간에서는, 기존의 SCL 

모델로 설명했을 때의 SPR 각 변화보다 SPR 각의 변화는 

더 작고, 이는 EDL 축전기 뿐 아니라 다른 축전기 성분이 

생겨서 그런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이 성분은 전기화학적

으로 표면에서 일어나는 패러데이 과정(Faradaic process)에 

의한 의사축전기 (pseudocapacitor) 성분으로 금속이 완전히 

산화되거나 수용액에 녹기 전의 단계의 화학반응에 의한 것

이다[9]. 이 사항들을 고려한 수정된 SCL 모델로 계산한 SPR 

각도의 변화가 실험결과와 잘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는 향후 SPR 센서의 응용과 금속박막의 전기적 성질, 표면

의 전기화학 등 에 대한 연구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II. 실험 개요와 SCL 모델

본 실험에서는 MiCoBioMed 사의 SPR 센서를 이용하였다 

(그림 2(a))[10]. 광원으로는 685 nm파장의 레이저를 사용한

다. CCD에서 각도의 측정범위는 64.9°~69.0°이고 분해능은 

대략 0.01°이다. 이 장비의 기존의 실험용 샘플은 광원이 입

사해 들어오는 프리즘(BK7, n=1.51) 위에 5 nm의 크롬(Cr)

과 그 위에 40 nm의 금(Au)이 스퍼터(sputter)로 증착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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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xperimental setup. (a) SPR sensor from MiCoBioMed co.,ltd. The wavelength of the light source is a 685nm laser. (b) Schematic 

diagram of the experimental sample. Electrolyte layer is enveloped between two metal films (gold) which forms a capacitor structure. If we 

apply voltage (Va) between the metal layers, the SPR angle changes slightly from θ to θ’. The equivalent circuit is depicted. (c) When we 

apply step-function-like voltage, the transient responses of current are like these. (d) By integrating the transient response of current except 

constant current component, surface charge (Qs) and surface charge density (σs) can be obtained. (e) Experimental result of intensity diagram 

of reflected light. The SPR angle θ can be obtained by finding the angle of minimum reflection. The SPR angle shifts to θ’ when volage 

is applied. (pH11 solution and 1.2 V condition in this graph).

있는 구조이다. 그리고 금 층 위에 용액이 흐를 수 있고 금 

표면 위의 바이오 물질의 굴절률 변화를 SPR 각의 변화로 

측정 할 수 있다. 이 기본 샘플에 추가로 금 (40 nm)-용액

(0.5 mm)-금(40 nm) 축전기 구조를 만들고 양단에 전압을 

가하였다 (그림 2(b)). 축전기 구조는 기본 샘플에 약 0.5mm

두께의 절연 테이프 층을 수용액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을 사

방으로 둘러싼 형태로 비워두고 붙인다. 이 위에 같은 샘플

의 금속부분을 뒤집어서 붙여서 만든다. 실험용 샘플의 표면 

준비는 장비의 매뉴얼에 있는 표준적인 방법을 따랐고 다음

과 같다. 황산과 과산화수소를 3:1로 섞은 용액에 15분간 샘

플을 담궈 놓고, 흐르는 증류수로 세척을 한다. 그리고 1분간 

초음파 세척을 하고 다시 흐르는 증류수로 세척을 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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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 질소가스건으로 건조시킨다. 축전기의 중간층의 수용액

은 주사기를 이용해서 삽입하여 채운다. 이 시스템의 간단한 

등가회로를 살펴보면, 용액의 저항(Rsol)은 EDL 경계면의 저

항(REDL) 보다 훨씬 작아서, 용액에 걸리는 전압은 작다. 따

라서 금 양단의 전체 전압(Va)은 두 개의 금-용액간의 EDL 

축전기(CEDL)에 거의 똑같이 분배(Va/2) 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SPR 이 일어나는 금속 면에 양의 전압을 

걸어줬을 때의 해석을 하였다. 수용액으로는 일반적인 바이

오 센싱 실험을 할 때 쓰는 완충용액(buffer solution)으로써 

삼전순약공업(주)의 완충용액을 사용하였다[11]. pH3(~2% 프

탈산 수소 칼륨(Potassium hydrogen phthalate, KHP)), pH7 

(~1% 인산이수소칼륨(Potassium phosphate monobasic), ~1% 

인산수소이나트륨(Sodium phosphate dibasic)), pH11(~1% 수

산화나트륨(Sodium hydroxide), ~1% 인산수소이나트륨)의 

완충용액들과증류수 (DIW)를 사용하였다. 이 시스템에 전압

을 걸지 않았을 때의 SPR 각 θ는 전압을 걸게 되면 θ’으로 

바뀌게 된다. 다양한 값의 일정한 전압을 인가하면, 매번 RC

회로와 유사한 과도 전류특성이 나온다 (그림 2(c)). 전압과 

SPR 각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전압을 걸고 충분한 

시간이 흐르고 과도 특성이 정상상태로 바뀔 때까지 기다리

고 θ’를 잰다. 그리고 전압을 끄면 SPR각도는 서서히 θ로 

변한다. 전하의 분포가 사라지는데도 시간이 걸리는 것이다. 

역시 충분한 시간이 지나서 SPR 각도가 θ로 복귀되어 유지

되면 다른 전압을 걸어주는 식으로 측정을 진행한다. 이 시

간은 이온의 확산특성과 관련이 있는 수치로 예상대고 대략 

수십초 이내에 원래대로 돌아온다. 이 때 과도특성의 경우 

EDL 축전기 성분뿐만 아니라 일정하게 전류가 흐르는 저항 

성분(REDL)도 있어서 충분히 시간(약 30 초 가량)이 지나야 

일정한 전류가 흐른다. 이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적분하여 

누적되는 표면 전하량(Qs) 또는 표면 전하 밀도(σs = Qs/A)를 

구할 수 있다 (그림 2(d)). 30초 이후에는 과도 전류 특성이 

사라지고 정상 상태가 되어 일정한 전류 (2×10-5 A/cm) 가 

흐르게 된다. 또한 EDL 축전기에 추가로 전하가 쌓이지 않

게 되어 변화된 SPR 각도 또한 θ’으로 일정하게 유지된다. 

금속 표면 전하 변화에 의한 SPR 각의 변화를 설명하는 

기존의 모델은 SCL 모델이다[5-9]. 이 모델에 따르면 EDL 축

전기 CEDL 에 쌓이는 면 전하 Qs는 실제로 무한히 얇은 층에 

쌓일 수 없고, 실제로는 d = 1 Å의 얇은 SCL(그림 2(b)의 Qs

가 쌓이는 전하층)에 고르게 분포한다. 이는 SCL의 자유전

자밀도를 변화시키고, 이를 드루드 모델의 유전률 식에 대입

하여 SCL층 내의 유전율의 변화량을 구할 수 있다. 다시 수

식으로 정리하자면, 표면전하 σs는 SCL의 전자 농도를 다음

의 식과 같이 Δn 만큼 변화시킨다.

s

0

n
de

σΔ = (1)

d는 SCL의 두께 (기존의 모델에서는 1 Å으로 일정), e0는 

전자의 전하량이다. 전자의 농도변화는 SCL의 유전률을 다

음과 같이 변화시킨다.

f

n
(1 )

n

ΔΔε = − ε (2)

여기서 n은 금속의 자유전자 농도(금의 경우 5.9×1020 m-3)이

고, εf는 드루드 모델에 의해 얻어지는 금속 유전률의 자유전

자에 의한 기여분이고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2

p

f 2
1

i /

ω
ε = −

ω − ω τ
(3)

여기서 ω는 빛의 주파수, τ는 자유전자의 이완시간(relaxation 

time, 9.3×10-15 s)이고 ωp는 플라즈마 주파수로 다음식으로 

주어진다.

2

0
p

0

ne

m

ω =
ε

(4)

여기서 ε0는 진공의 유전률, m은 전자의 질량이다. 이 얇은 

SCL 모델은 드루드 모델을 nm이하의 두께까지 다소 무리하

게 적용한 모델로써 이론 적용에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기

존의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계속 사용해 왔고, 실험결과와 

잘 일치한다는 점에서 아직까지는 이 현상을 설명하는 간단

한 모델로 의미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이 모델이 맞는 것이

라면 오히려 얇은 금속에 대한 이론에서 드루드 모델을 어디

까지 적용할수 있는 지, 어느부분의 변수들을 수정하면 적용

할 수 있다든지에 대한 연구에 적용가능하다.

그렇게 SCL의 변화된 유전율 Δε을 SPR 센서 시스템에 적

용하면 SPR 각도 변화의 이론치를 계산할 수 있다. SPR 각 

θ는 전체 시스템(프리즘, Cr, Au, 수용액 으로 구성되는 다

중 층 시스템, multilayer system)의 반사도를 전달 행렬 방법

(transfer matrix method)로 구하고, 반사도의 최저값을 갖는 

빛의 입사 각도를 구하는 방법으로 얻을 수 있다[12]. 금속에 

전압을 걸어줬을 시의 SPR각도 θ’에 대해서는, SPR 센서의 

기존 다중 층 시스템에 SCL layer를 추가하고 Au층을 추가

한 SCL layer의 두께만큼 빼준다. 그리고 식(1)~(4)로 구한 

SCL의 유전률 변화를 SCL층에 적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구

한다. 그림 2(e)는 위의 실험방법을 적용해 금속을 전압을 걸

었을 때(pH11용액에 1.2V전압인가)의 전형적인 SPR 특성 

곡선과 SPR 각도 변화(θ=>θ’)의 전형적인 실험결과를 그린 

것이다. 여기서 이렇게 얻은 다양한 SPR 각도 변화의 이론

적인 예측값과 실험 결과를 비교하고 분석하도록 한다.

III. 실험 결과의 해석과 SCL 모델의 수정

그림 3(a)는 다양한 pH의 버퍼 용액에 대해, EDL 축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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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3. Experiment results (a) Voltage on the metal film vs. SPR 

angle shift for various pH buffer solution. The slope of each 

curve differs apparently. (b) Surface charge density vs. SPR angle 

shift. They become almost coincident compared to the above 

graph. For low value of σs (<120 μC/cm2), they appear to be linear. 

For higher value of σs (>120 μC/cm2), the slope decreases. The 

inset is showing a magnified graph near the origin (linear region).

(a)

(b)

FIG. 4. Experiment results and models (a) Experiment results 

and SPR angle shift obtained from theoretical model. Previous 

SCL model can only explain a part of linear region (σs <50 μC 

/cm2). A low peak emerges near σs =70 μC/cm2. Furthermore, in 

the non-linear region, the curve of previous SCL model diverges 

faster than curves from experimental data. The modified SCL model 

is well agreed with experiment result. (b) The pseudocapacitor 

model. Excessive surface charges (σs>120 μC/cm2) are accumulated 

in the oxide layer as protons, not in SCL.

에 걸린 전압에 따른 SPR 각도 변화(θ’-θ)를 측정한 것이다. 

대체로 전압이 증가함에 따라 SPR 각도 변화도 점점 커지게 

된다. 용액의 조건이 달라지면 수용액 내의 이온의 농도가 

달라져서 CEDL값이 달라지고, 따라서 같은 전압 조건 하에서 

다른 값의 표면 전하량을 가질 수 있어서 분산된 결과가 나

왔다. 특히 pH7인 용액의 경우의 이온조건이 DIW와 다르므

로 SPR각도의 변화관계도 다르게 다왔다. 그림 3(b)는 앞의 

결과를 전압이 아닌 누적 전류량인 표면 전하(그림 2(d))의 

의존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이번에는 분산이 컸던 

앞의 결과와 다르게 용액마다 거의 일치하는 결과를 얻었다. 

이는 SPR 각도가 금속 표면의 전하에 의해서만 변한다는 것

을 말해주고, 기존의 SCL 모델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래프

의 모양은 낮은 전압 (약 0.7 V이하, 수용액마다 조금씩 다

르다) 또는 표면 전하량(약 120 μC/cm2이하)에 대해서는 거

의 선형적으로 나타나는데, 더 고 전압과 더 큰 표면 전하량 

조건하에서는 기울기가 선형에서 벗어나서 점점 감소하는 

모양을 보인다. 이러한 경계가 생기는 이유는 전기화학반응

에 의한 현상으로써 나타나는 것이고, 0.7 V의 전압 보다 낮

을 때 REDL이 커서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다가 0.7 V전압 근

처에서 전류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는데, 이는 화학반응이 

없다가 산화 반응과 같은 화학반응과 패러데이 과정에 의해
[6,9] 다른 저항정분이 생기기 때문이다. 저항 뿐 아니라 축전

기 성분도 생기는데 이는 수정된 모델을 설명하는데 필수적

이고 뒤의 수정된 모델 제시 부분에서 설명하도록 한다.

위의 실험 결과를 기존의 SCL 모델로 계산한 SPR 각도 

변화와 비교하였다. (그림 4(a)) 기존의 연구들에 따르면 이 

관계는 선형이여야[5] 하는데 표면 전하 밀도 약 σs = 100 μC/cm2 

근처에서 SCL 모델의 예측치가 최소값을 갖는 극점이 존재

함을 확인하였다. 표면 전하 밀도가 50 μC/cm2 보다 작은 영

역에서는 (걸어준 전압은 0.4 V이하) 기존의 연구들과 같이 

실험 결과와 잘 맞았지만, 전체 실험구간 중 극히 짧은 구간

에서 성립할 뿐이다. 또한 σs = 120 μC/cm2 이상의 비선형 

구간에서는 기존의 SCL 모델의 예측값이 기울기가 줄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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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발산함을 보인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기존의 SCL 모델

의 수정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먼저 기존모델이 최소 극점을 갖는 이유는 SCL의 두께를 

1 Å으로 일정하다고 가정했기 때문이다. σs = 70 μC/cm2 근

처에서 식 (1)에서 주어지는 SCL안에서의 자유 전자의 농도

의 변화량 Δn은 금의 자유전자의 농도 n 초과하게 되고, 식 

(2)의 유전율 변화 Δε는 금의 유전율(685 nm 파장에서 -13.9 

+ 1.19i)의 실수부를 양의 값으로 만들게 된다. 또한 드루드 

모델로 구한 유전율의 변화는 자유전자만을 고려한 것이라

서 실제와 차이가 있게 된다. SCL내의 자유전자가 완전히 

공핍 시키기(depleted, Δn = n인 시점) 이전, 더 작은 Δn의 

값에서 SCL의 유전율을 양의 값으로 변한다. 즉 기존의 모

델에 따르면 d = 1 Å의 SCL의 자유전자가 완전히 공핍 되

고 더 나아가 양의 전하가 더 쌓이게 되며, 이러한 일이 일

어나기 이전부터 이미 금속의 성질을 완전히 잃게 된다. 이

는 물리적으로 맞지 않으므로 일정한 두께의 SCL 모델은 수

정되어야 한다. 자유전자가 완전히 공핍 된다거나 양전하가 

전자농도 이상 쌓이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SCL의 두께 d가 

점점 늘어나도록 모델을 수정하였다. d = 1 Å로 일정한 기

존 가정 하에서, Δn이 n을 완전히 없애기 전, 즉 자유전자의 

20%정도가 빠졌을 때 이미 Δε은 유전율을 0에 가깝게 만든

다. 이것을 SCL의 Δn의 최대값으로 잡는다. 금속표면 전자

밀도가 차츰 증가함에 따라, 처음에는 d = 1 Å로 일정하다

가 Δn이 최대값에 다다르면 d는 이 Δn이 일정히 유지되도록 

점차 증가시켜준다(식 (1)). 이렇게 하면 변경된 모델로 얻은 

예상 SPR 각도가 σs가 120 μC/cm2 이하의 선형구간의 실험 

결과와 잘 부합시키게 할 수 있다. 이 시점의 SCL의 두께는 

약 5 Å으로 커지게 된다.

σs가 120 μC/cm2 이상의 비선형구간을 설명하려면 추가적

인 설명이 필요하다. 이 구간에서는 기존모델과 앞의 수정모

델로 구한 예상보다 같은 SPR 각도변화를 추는 전하량이 훨

씬 커지게 된다. 이 부분은 금에 걸리는 전압이 높은 (수용액 

농도마다 다르지만 대략 0.7 V이상) 부분이다. 이 때는 금속 

표면에서의 전하가 EDL과 SCL에 더 이상 쌓이지 않고, 화

학반응이 일어나서 화학 반응물(산화막 AuO 또는 AuOH)을 

쌓는데 들어간다. 양전하는 H+의 형태(그림 4(b)의 반응식)로 

용액에 녹아 들어가지 않고 산화막 층에 약하게 결합되어 있

다. 이는 의사축전기 (전기용량 = Cps) 모델로 설명할 수 있

으며[9] (그림 4(b)), 쌓이는 표면 전하량에 대해 SPR 각도변

화가 과대평가 되는 것을 막아준다. 의사축전기는 전극에서 

산화환원 등의 각종 패러데이 과정에 의해 쌓이는 전하량을 

설명하는 모델로, σs가 120 μC/cm2 이상의 추가 표면 전하량

은 EDL 축전기에 의해 SCL에 쌓이지 않고 산화막 층에 쌓

아게 되며 이것이 바로 의사축전기 성분이다. 이는 동일 전

압하에서 EDL 축전기에 추가로 쌓이는 전하량이므로 병렬 

축전기 성분이다. 추가 표면 전하량 1 μC/cm2 당 0.01 Å의 

AuO층이 형성된다고 가정을 하여 예측을 하면 실험 결과와 

잘 부합하는 곡선을 얻을 수 있었다.

전술한 수정된 SCL 모델은 기존의 SCL 모델을 계승하여 

보완한 모델로써 기존 모델이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모두 

갖고 있다. 단점으로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현상을 간단하

게 설명하기 위해 시스템을 단순화하여 드루드 모델을 다소 

무리하게 적용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또한 실험결과를 잘 설

명한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단순한 모델이 장점이 되어 아직

까지는 현상을 설명하는 모델로써 쓸모가 있다고 여겨진다. 

만약 향후 연구에서 더 복잡하고 현실적인 모델을 제시한다

면 금속의 SCL내의 전하 변화량이 층 전체에 걸쳐 일정하지 

않게 전하량 변화의 분포까지 고려하고, 수용액층 내에서 이

온 분포까지 계산에 고려해 넣어야 할 것이다. (다만 이 부분

은 산도에 관계없이 일정한 전하량-SPR 각도 관계를 보면 

수용액의 물성변화에 의한 부분보다는 금속의 물성변화에 

주로 기인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드루드 모델보다 더 현

실적인, 얇은 금속에도 적용되는 모델을 써야 할 것이다. 이

렇게 예상 가능한 복잡한 모델이 옳을지, 본 논문과 이전의 

연구자들이 제시한 간단한 SCL 및 수정 SCL 모델이 더 실험

결과와 맞을지는 향후 중요한 연구 주제라고 할 수 있겠다.

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SPR 센서에서, 금속의 전위에 따른 금속 표

면전하와 SPR 각도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다

양한 산도의 용액에 대해 금속 표면전하와 SPR 각 간의 관

계는 일정함을 처음으로 확인 하였다. 기존의 SCL 모델로는 

실험 결과의 일부분만 설명할 수 있었기에 수정된 SCL 모델

을 제시 하였다. 이는 기존의 SCL 모델에서 실험에 맞는 부

분만 취하고 어긋나는 부분만 최소한으로 수정, 보완한 모델

이다. 선형구간에서는 EDL 축전기에 쌓이는 전하가 일정한 

두께의 SCL이 아닌 점점 두꺼워지는 SCL에 쌓인다고 가정

하고, 비선형구간에서는 금속표면의 화학반응으로 산화막이 

형성되고, 여기에 표면전하가 추가로 쌓인다고 가정하면, 이

렇게 수정된 모델은 이 두 가지 측면을 모두 반영하여 전체 

실험 결과를 모두 설명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향후 SPR 센

서의 다양한 응용 및 금속 표면 반응과 금속 박막의 광학적 

성질에 대한 연구에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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