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제목

적외선 분광법

목

FT-IR분광기를 이용하여 고체시료를 분석할 수 있다.

적

실험 기구 및 시약

1. 실험기구
FT-IR, glass mortar, pestle, 약숟가락, 압축기, 씻기병
2. 시

약

메탄올, KBr, Benzoic acid

실험방법
① KBr을 glass mortar에 넣고 아주 고운 입자가 되도록 pestle을 이용하여 잘게 갈아준다.
② 잘게 간 KBr을 압축기에 넣고 압축시킨다.
③ 압축시킨 KBr을 FT-IR 분광기에 넣고 분광한다.
④ 분광기에 연결된 컴퓨터를 통해 시료의 흡수스펙트럼을 관찰한다.
⑤ 위의 결과값을 기준치로 한다.
⑥ 벤조산을 도가니에 넣고 오븐에서 100℃로 약 30분간 건조시킨다.
⑦ 건조시킨 벤조산과 KBr을 혼합시킨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잘게 부순 다음 압축기에
넣고 압축시킨다.
⑧ 압축시킨 혼합물을 FT-IR 분광기에 넣고 분광한다.
⑨ 분광기에 연결된 컴퓨터를 통해 시료의 흡수스펙트럼을 관찰한다.
☆ 플로우 차트
시작

KBr 고체시료를 아주 고운
입자가 되도록 잘게 부순
다음 압축기에 넣어
압축시킨다.
압축시킨 KBr을 FT-IR에
넣고 분광을 시작한다.

스펙트럼 띠가
제대로 나타났는가?

끝

이

론

◈ 분자의 운동과 에너지 준위
E(분자의 위치에너지) =E전자+E진동+E회전
E전자: 결합상태
E진동: 분자의 진동에너지
E회전: 무게중심 주위를 회전하는 분자의
회전운동에너지

◈ 분광학의 기본원리
① 원자, 분자의 모든 에
너지 준위는 불연속적
이다. 즉, 양자화 되어
있다.
② 원자 혹은 분자는 복사
선으로부터 △E=E2-E1
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흡수하여 전이를 일으
킨다.
③ 물질마다 에너지 준위
가 다르다.

◈ 분자의 진동방식
① 신축진동 : 원자간 거리가 바뀌는 운동
➡ 대칭신축, 비대칭신축
② 굽힙진동 : 두 결합사이의 각도 변화에 의한 진동
➡ 가위질진동(Scissoring), 앞뒤 흔들림진동(Wagging), 좌우 흔들림진동(Rocking)
꼬임진동(Twisting)

◈ 적외선 분광학

◈ FT-IR 분광기의 구조

◈ FT-IR의 장점
① 측정시간이 신속, 짧은 시간에 여러 번 측정
② 낮은 농도의 시료도 분석가능
③ 정밀도 매우 우수
④ 거울속도를 일정하게 유지 → 분해능 일정하게 유지
⑤ 정성, 정량 분석의 정확도가 매우 높음
⑥ 시료의 열분해, 변질할 우려가 거의 없음

◈ 적외선 분광 분석장치
① 분자의 작용기에 의한 특성적 스펙트럼을 비교적 쉽게 얻을 수 있다.
②

광학 이성질체를 제외하고 모든 물질의 스펙트럼이 서로 차이가 있어 분자구조를 확인하는데 결

정적인 정보 제공.
③ 따라서 무기 및 유기 화학은 물론 화학의 모든 분야에 널리 이용.
④ 적외선은 파장에 따라 세 가지 영역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ⅰ) 근적외선 영역(Near IR)
- 0.78~2.5mm
ⅱ) 중간 정도의 적외선 영역(Mid-IR)
- 2.5~50 mm

R 분석에 가장 유용한 영역

ⅲ) 원적외선 영역(Far IR)
- 50~100 mm n분자에 중간영역 적외선의 2.5~15 mm 정도의 빛을 쬐어주면 이는 X-선 또
는 UV-VIS영역보다 에너지가 낮기 때문에 빛을 흡수하여 원자 내 전자의 전이 현상을 일으키지 못함.
⑤ 대신 분자의 진동(Vibration), 회전(Rotation)및 병진(Translation)등과 같은 여러 가지 분자 운동을
일으킴.
⑥ 주로 이 영역에서는 분자 진동에 의한 특성적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분자진동 스펙
트럼이라고 한다.

◈ 적외선 분광장치의 원리

- 분자는 모두 화학적으로 결합한 원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화학적으로 결합된 원자들은 구슬을
용수철로 이어진 계와 비슷한 운동, 즉 신축 운동을 하거나 변각운동을 한다. 분자에 어던 진동수를 지
닌 적외선을 조사하면, 같은 진동수로 진동하고 있는 결합은 그 적외선을 흡수하지만, 해당하는 진동수
를 지닌 결합이 없으면 적외선은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분자를 통과한다. 따라서 시료에 적외선을 연속
적으로 진도수를 바꾸면서 조사하여 가면, 그 결합에 따른 특정의 진도수 적외선만이 흡수된다. 흡수된
영역의 적외선 투과 에너지는 감소하기 때문에, 시료를 투과한 적외선의 강도를 파수(파장)에 따라 분류
하여 나가면 적외선 흡수 스펙트럼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모든 분자의 진동이 적외선 파장으로 활성
된 것은 아니고, 쌍극자 모멘트의 변화를 일으켜 진동에 기인하는 것만으로 한정된다. 이와 같은 적외선
흡수 스펙트럼은 분자의 구조에 기초한 특유의 진동 스펙트럼이기 때문에, 다른 분자는 반드시 다른 스
펙트럼을 주게 되어 다른 분석법에서는 얻을 수 없는 분자의 구조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① 분자들은 여러 요인에 의하여 진동운동을 한다.
② 진동운동은 크게 신축운동(Stretching vibration), 굽힘 운동(Bending)으로 나눌 수 있다.
ⅰ) 신축운동: 원자들 사이의 결합 길이가 길어졌다 짧아졌다 하는 방식.
ⅱ) 굽힘 또는 변형 진동: 원자들 사이에 이루고 있는 결합 각이 변하는 방식.
③ 이러한 진동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결합의 종류 및 세기, 그리고 결합을 하고 있는 원자의 종
류에 따라 각각 고유한 진동 주파수에 해당하는 빛 에너지를 흡수해야 한다.
④ 분자에 IR을 쬐어 주면 이들이 진동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주파수의 빛을 흡수하여 이

에너

지에 대응하는 특성적인 적외선 스펙트럼을 나타내게 됨.
⑤ 그러므로 이를 분자 구조와 관련지어 해석하면 분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이와 같이 적외선 분광법의 기본 원리는 분자의 진동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들 특징적인 분자
진동은 적외선(파장범위:4000-40cm-1)이 통과할 때 분자간 원자내의 진동에너지와 일치하여 시료의 분
자구조에 따른 특성 흡수영역을 형성함으로 정보를 얻게 된다.

◈ 측정장치
-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적외선 분광광도계는 복광속형(double beam)으로서 광원부, 시료실, 분
광부, 단색화장치(monochromator), 검출부, 증폭부, 기록계로 구성되어 있다. 광원에서의 빛은 표준광
속 및 시료광속으로 분할되어 시료실로 들어간다. 시료실에서 나온 두 개의 광은 chopper에 의해 단색
화장치에 교대로 입사한다.
- 여기서 단색광으로 된 광속은 검출기에서 전기신호로 교환되고 검출기에 투사된 두 개의 광속강도
에 차이가 있으면, 이후의 증폭기에서 신호의 차가 증폭되고, 두 개의 광속강도에 차이가 있으면, 이후
의 증폭기에서 신호의 차가 증폭되고, 두 개의 신호가 동등하게 되도록 표준광속에 삽입된 광학빗이
servo 기구에 의해서 움직이게 된다. 동시에 광학빗은 기록계의 펜과 연결되어 있으며, 단색화 장치의
파장을 변화시켜 가면, 기록지상에 스펙트럼이 기록된다.

◈ 정성 및 정량분석
- 보통 사용되는 적외영역은 4000~400㎝-1의 범위로서 거의 모든 물질이 이 적외영역에서 고유의
흡수를 나타내기 때문에, 적외분석법은 비파괴분석이며, 시료제조가 용이하고 정성분석에 효과적이라는
잇점이 있다. 정성분석을 할 때에는 다수의 화합물 구조와 스펙트럼에 대한 관련 도표를 참고하여 시료
의 스펙트럼에서 특정의 원자단이나 골격구조등을 먼저 확인하고, 표준스펙트럼과 비교하여 실시하는
것이 보통이다. 정량분석은 가시자외흡광 광도법과 마찬가지로 Beer의 법칙에 의거하여 실시하며, 이
경우에는 발색시키지 않고 정량할 수 있고, 흡수 때의 수도 많기 때문에, 혼합물이나 구조가 유사한 화
합물들의 혼합물에서도 상호영향을 받지 않도록 각 화합물의 흡수띠를 선택할 수 있다.

◈ 퓨리에 변환 적외선 분광계(FT-IR)
- 분산식 적외선 분광계는 이미 한 세기의 긴 연륜을 가졌으나 미첼슨(michelson) 광도계를 이용한
FT-IR 분광 광도계의 역사는 약 25년정도에 불과하다. 분산식 IR에서는 광학계에 슬릿, 회절 격자,
필터, 광단속기등 부품들이 서로 연결되어 움직이면서 작동하고 있는데 FT-IR에서는 이와 같은 단색
광장치가 전혀 필요하지 않은 대신 미첼슨 간섭계가 그 구실을 하고 있다.

◈ FT-IR의 특징
① 펠렛(Pellet)
- 분광을 하지 않으므로 사용광량이 크다. 따라서 전체 주파수를 한꺼번에 주사하는데 불과 1초 정
도의 시간이 걸리므로 측정 시간이 신속하여 짧은 시간에도 측정을 반복할 수 있다는 것과 감도가 높아
서 약한 신호의 검출도 가능하고 낮은 농도의 시료에 대해서도 측정 가능하다. 그리고 얇은 피막 또는
물체의 표면 관측 용이하고 흑색 시료나 흡수된 상태의 시료 분석이 용이하다.
② Conne
- 단색광인 He/Ne 레이저로 빛의 파장을 보정하므로서 파수에 대한 정밀도가 매우 높다. 기기 내에
서 자동적으로 계속 보정될 수 있으며 0.01까지 주파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③ 떠돌이 복사광(Stray light)
- 간섭광을 사용하므로 떠돌이 복사광은 아주 적다.
④ 트랙킹 오차(Tracking Error)
- FT-IR에서는 모든 분광학적 데이터가 컴퓨터에 디지털 형식으로 기억되었다가 다시 디지털 플로
터에 기록되므로 아날로그 기록계가 신속한 신호를 따르지 못해 생기는 에러가 없으며 트랙킹 오차로
흡수띠의 위치가 달라지거나 높이가 낮아지던가 모양이 일그러지는 일이 없고 흡수띠를 그대로 기억해
주기 때문에 정성 및 정량분석의 정확도가 훨씬 높아진다.
⑤ 기기의 단순화
- 분산식 IR의 단색광 장치가 간단한 간섭계로 대치되어 있어 기기가 간단하며 움직이는 부분은 거
울 하나밖에 없어 고장 날 확률도 비교적 낮고 기기 유지도 쉬운 편이다.
⑥ 전자계산기의 사용
- 여러 가지 결과를 전자계산기로 처리하므로 분석이 빠르다.

◈ 고체시료의 처리(KBr Pellets)
- 고체시료를 준비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KBr pellets이다. KBr은 적외선을 흡수하지 않기 때문에
spectrum을 찍으려는 시료의 고체용액(균일하게 섞여진 고체상의 혼합물)을 만들 수가 있다. 따라서 순
도가 좋은 KBr이 사용되어야 하고 또한 잘 건조되 있어야 할 것이다. KBr은 공기중에 방치하면 수분을
흡수하므로 oven 또는 desicator 속에 보관해야 한다. 보통시료 1～2mg과 KBr 약 100mg을 섞어
pestle를 써서 agate나 glass mortar에서 고운 분말로 잘 갈아 준다. 시료가 KBr과 잘 섞이도록 갈아
주고 난 후(3～ 5분) 이들 중 반 또는 그 이하의 양을 die 속에 넣어 압축기로 압축하여 투명하고 둥근
pellet으로 만든다. 이때 die 속에 KBr 및 시료 혼합 분말을 고루고루 퍼지도록 뿌려 주는 것이 요령이
다.
- 만들어진 KBr pellets이 맑고 투명해야 IR spectrum이 깨끗이 얻어진다. 그렇지 않으면 산란되어
spectrum이 broad하게 나타날 것이다. Pellet이 흐리게 되는 원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잘못이 있기 때문
이다.
① KBr 혼합물이 고운 가루로 잘 분쇄되지 않아 입자의 크기가 너무 큰 경우
② 시료에 수분이 너무 많아 충분히 건조되지 않았을 때
③ KBr의 양에 비해 시료 양이 너무 많을 경우 즉 시료를 너무 많이 섞었을 때

④ Pellet이 너무 두꺼운 경우 즉 die 속에 너무 많은 혼합물을 넣었을 때
⑤ KBr이 습기를 품고 있거나 pellet 제조시 공기로부터 너무 많은 수분을 흡수해버린 경우
⑥ Die를 충분히 죄주지 않았을 때(적당치 못한 torpue wrench를 사용한 경우)
⑦ 시료의 녹는점이 너무 낮은 경우 녹는점이 낮은 고체는 말리기가 어렵고 고압에서 녹아버린다.
- 때때로 불투명한 pellet으로밖에 만들어지지 않을 경우는 reference beam쪽에 광량조절기(wire
screen)를 설치해 줌으로써 pellet에 통과되는 빛의 양을 균형잡아 보정(적어도 부분적으로) 해 줄 수도
있다.
- Spectrum을 찍고 나면 pellet을 넣은 상장(block)로부터 꺼내어 pellet 제조에 사용된 무든 부품을
물로 씻은 후 aectone으로 다시 씻고 oven 또는 desicator속에 넣어 보관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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