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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산화티탄을 전극 재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수용액에 안정한 재료가 필요하다. 아세틸 

아세톤 티탄(IV)으로부터 분사 방법을 이용하여 산화티탄의 안정한 박막을 얻었다. 결정 모양은 구형을 나타 

내었으며, 결정의 크기는 온도가 증가함에따라 증가하였고 두께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XRD 데이타 

로부터 아나타제 결정이 400。(3에서부터 얻어지기 시작함을 관찰하였다. 440P에서 만들어진 산화티탄이 •고 

유 광전류가 최대값을 나타냈으며 가시광 영역에서 광전류가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가시광 영역에서의 

광전류는 프탈로시아닌의 흡수 스펙트럼과 같은 入皿, 위치에서 얻어졌고 이와 같은 결과는 프탈로시아닌의 

결정 특성 에 따른 광전류 특성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itanium dioxide (TiO2) thin film samples were prepared by using spray pyrolysis metho
dology and were characterized by using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and X-ray diffraction analysis. It was 
found that anatase prepared by the hydrolysis of titanium(IV) oxyacetylacetonate exhibited the largest specific sur
face area. The particle size increased with increasing temperature, while the thickness decreased. Titanium diox
ide (TiO2) in the anatase form was prepared at 400 °C and the photoconductivity was determined using pho
tocunent measurements. Photoelectrochemical properties of the TiO2-phthalocyanine system were measured in a 
three-electrode system. The photocurrent action spectrum in the visible region coincided with intrinsic absorption 
spectrum of phthalocyanine. The crystal structure of phthalocyanine is considered to be a very important property 
in the photogeneration phenomena.

서 론

나노결정 반도체 재료에 관한 연구는 재료과학에 

서 넓은 범위로 발전하고 있다.心 이러한 재료들의 

화학적, 물리적 특징들은 표면의 구조 결함에 의해 

연구 설명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전하 운 

반체는 양자역 학적으로 "particle in a box” 로 취급되 

며 상자의 크기가 결정체의 차원으로 주어진다. 크 

기 (size)의 양자화는 표면을 산화-환원쌍과 증감제에 

의하여 쉽게 조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연구 

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광유도된 전하 분리는 다 

른 에너지 준위를 갖는 2가지의 반도체 입자들을 혼 

합시킴으로써.증진시킬 수 있다.心 또한 얇은 막의 

응용성은 태양 에너지의 전환과 광촉매를 이용한 물 

정제에6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반도체와 용액 계면 

에서 일어나는 은염사진7 및 전자사진8의 광증감 메 

카니즘의 구명 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광증감된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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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반도체로 주입되는 현상은 띠 간격 에너지보다 

작은 빛으로 효과적인 전하 분리를 하기 위하여 사 

용된다. 전하 분리에 대한 반응 메카니즘은 아주 흥 

미있는 분야이며 Gr tzel 등은 이러한 얇은 반도체 

막의 광전기 화학적 성질을 쇼트키 접합 모델로 설 

명하고 있다.9 태양 에너지를 전기적 화학적 에너지 

로 전환시키기 위한 방법은 가시 영역 혹은 자외부 

영 역 에서의 전하의 분자내 발생을 기본으로 하며 이 

렇게 여기된 분자들로부터 분자간 전자 전달은 직접 

혹은 전기 화학 전지에서 외부의 회로를 통하여 일 

어난다. 빛 에너지는 광 발생된 전자■정공쌍을 분리 

시키며 이것은 반도체와 전해질 용액 사이에서 형성 

되는 전기장에서 아주 효과적으로 발생한다고 밝혀 

졌다. 금속 산화물인 산화티탄은 금지대 폭이 3.2 

eV이며 빛이 쪼여지면 자외부 영역에서 감광되며 n 

형 반도체로서 작용한다. 금속 산화물의 박막 제조 

기술은 주로 스퍼터법,w 진공 증발법,” 증착법” 등 

으로 장비에 제한성이 있다. 이 중에서 분무 열분해 

법은 큰 면적을 짧은 시간 내에 손쉽게 만들 수 있고 

합성 조건에 따라 금속 산화물의 성질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반응 조건의 변수들을 적정화시킬 수 있 

는 장점 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프탈로시아닌의 결정구조에 따 

른 전자 전달 메카니즘을 밝히기 위하여 산화티탄이 

기존의 전자살, 스퍼터법 등은 장치의 거대화와 시 

료의 불안정으로 연구에 부적합하였으므로 수용액 

상에서도 안정할 수 있도록 분무법으로 제조하고 합 

성할 때의 반응 조건을 최적화하여 광학적, 전기적 

특성을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결정 

구조에 따른 프탈로시아닌을 사용하여 산화티탄-프 

탈로시아닌계의 광증감성을 전기 화학적으로 구명 

하고 이에 보고한다.

실 험

시약 및 기기. 아세틸아세톤 티탄(IV)은 동경화 

성 화학제(순도 98%)를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에탄 

올은 단순 증류하여 사용하였다. %형 프탈로시아닌 

은 Xerox Co제를 사용하였으며 &형 프탈로시아닌 

은 Aldrich제를 사용하였다. 2-프로판올, 염화벤젠은 

Aldrich제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흡광도 측정에는 자 

외-가시 분광기 (Hewlett Packard 8452A)를 사용하였

anatase
Fig. 1. The structure of TiOz in unit cell.

으며 입자의 결정성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X선 회절 

기 (Rigaku Geigerflex, D/Max-3C)를 사용하였다. X 

선의 파장은 0.15418 nm(Cu Ka)였고 35 kV, 20 mA 

의 조건을 유지하였다. SEM은 표면의 입자의 형태 

및 결정 크기, 두께를 관찰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다. 

원자간 결합 에너지를 알아보기위하여 X선 광전자 

분광기(SSI, 2803-SX 사용하였으며, 측정 시료는 

표면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험하였다. 탄소의 

1 s 봉우리가 284.6 eV에서 얻어지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 모든 값을 보정하였다. 산화티탄의 단위 세포 

에대한 원자의 배열은 Fig. 1과 같다. Fig. 2에 프탈 

로시아닌의 XRD 및 SEM 사진을 나타내었다.

산화티탄 박막의 제법. 산화티탄 박막은 Fig. 3과 

같은 분무 열분해 방법 ”으로 제조하였다. 가열판위 에 

유리판을 놓은 후 온도를 서서히 증가시킨 후 0.05 

M 아세틸아세톤 티탄(IV)을 360 °CY60 °C범위에서 

온도를 20 °C 간격으로 조절된 가열판위에 분사시켰 

다. 이 때의 운반 기체는 질소를 사용하였으며 질소 

기체의 분사 속도는 12mL/min 였다. 산화티탄을 만 

들기위하여 아세틸아세톤 티탄(TV)을 사용하였으며, 

기질로는 ITO(20 £2/cm2) 유리를 사용하였다“

광전기 화학적 성질. 광전류 측정은 3전극계로 

측정하였으며 전기화학 분석기(BAS 100BX- 사용 

하였다. 전해질 용액은 1.0 M 질산나트륨을 사용하 

였다. 합성한 산화티탄 박막을 작업 전극으로 하였 

으며 lXlO^M 농도의 프탈로시아닌 용액에 24시 

간 담근 후 흡착된 농도를 계산하였다. 보조 전극은 

백금선을 사용하였으며 기준 전극은 Ag/AgCl을 사 

용하였다. 광원은 1 kW 할로겐 램프를 사용하였으

1998, Vol. 42, No.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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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 30 40 50 60 70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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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XRD pattern and SEM photography of phthalocyanine, (a) X-H2Pc (b) P-H2Pc

Fig. 3. Experimental set-up of spray pyrolysis.

며 간섭 필터 (400nm~700nm) 및 차단 필터 (cut-off 

filter 43)를 사용하여 광량 및 조사 파장을 선택하였 

다. 광 전기화학 전지의 구성도는 Fig. 4와 같다.

결과 및 고찰

산화티탄의 합성의 여부에 대한 확인은 X선 회절 

법, X선 광전자 분광법, 라만 산란법을 이용하였으 

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구조적인 성질. X선 회절 결과는 격자의 회절각, 

결정성 변수, 결정의 크기와 격자의 균질성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Fig. 5에는 합성된 산화

Light source 
(IkW Halogen lamp)

H2Pc/TiO2/ITO

Fig. 4. Experimental set-up of photoelectrochemical cell.

티탄의 x선 회절 무늬를 나타내었다. 산화티탄은 

Fig.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40甘C부터 2。= 25.4°에서 

아나타제 구조인 [101] 회절면이 주축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온도에 따라 회절면이 크게 영향을 받지 

는 않았지만 봉우리의 서】기가 증가하는 경향이 관찰 

되었으며 .모든 시료에서 루틸의 가장 센 봉우리인 

2。= 275°에서의 [110]면을 관찰할 수 없었다. 이 박 

막은 아나타제 결정으로 구성되어 있음이 확인되었 

고 이러한 배향은 스퍼터법으로 만든 산화아연016의

Journal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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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X-ray diffraction spectra of TiOz films deposited 
on ITO glass, (a) anatase (TiOz powder) (b) 380 °C (c) 
400 °C (d) 420 °C (e) 440 °C (f) 460 °C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결정성도는 기질의 온도에 

의해 크게 영향을받는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

라만 스펙트라. 아세틸아세톤 티탄(IV)은 산화티 

탄으로 반응이 진행됨에따라 리간드인 아세틸아세톤 

이 열분해된다. Fig. 6에 산화티탄의 구조에 따른 라 

만 스펙트라를 보인다. 루틸 구조의 라만 띠는 612 
cm「'(Aig), 447cmT(Eig), 143cnL(Big)이 특성 봉

0 200 400 600 800 1000

Raman shift (cm'1)
Fig. 6. Raman spectra of TiOi. (a) TiOi powder (rutile) 
(b) TiOz films deposited on ITO glass

A

若百
4

点

1000 800 600 400 200 0

Binding energy (eV)
Fig. 7. XPS survey scans of as-deposited T1O2 surface.

우리이지만 실제로 합성된 박막에서는 639 cm_1(Eg), 

516 cm '(Aig-Big), 399 cm ~ '(Big), 197 cm '(Eg), 

144 cn「i(Eg)에서 라만 활성 봉우리가 나타나므로 결 

정의 구조가 루틸보다는 아나타제 형태가 만들어졌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20 이것은 Fig. 5의 X선 회절 

에서 나타난 구조가 아나타제임을 뒷받침해 주는 좋 

은 결과가 된다.

X선 광전자 분광. Fig. 7에는 X선 광전자 개관 

(survey) 스펙트럼을 보인다. X선 광전자 분광법은 

표면과 계면의 구성 원소 및 화학적 결합 상태를 밝 

혀낼 수 있는 유용한 분석 방법으로 전자의 결합 에 

너지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높아져 원소마다 특 

정한 값을 갖는다. 전자의 결합 에너지를 구하면 원 

소를 알아낼 수 있으므로 X선 광전자 분광의 광전자 

운동 에너지를 측정함으로써 구성 원소의 정성분석 

이 가능하게 된다. Fig. 8에는 산소와 티탄에대한 고 

분별능의 X선 광전자 분광 스펙트럼을 보인다. 산소 

의 1 s는 530 eV에서 얻어졌으며 이러한 값은 산화 

티탄의 벌크 시료와 일치한다” 티탄(2p3/2)의 결속 

에너지는 458.4 eV였고 티탄(2pm)은 464.1 eV였다. 

이것은 아나타제의 결속 에너지와 유사하며 X선 회 

절및 라만 산란 데이타와 일치한다. 두 값의 차이는 

5.60 eV이므로 티탄의 산화 상태는 +4가인 산화티탄 

임을 밝혀낼 수 있었으며 결정 구조는 아나타제로 

얻어졌다.

광전류 륵성. Fig. 9는 산화티탄의 고유 광전류를

1998, Vol. 42, No.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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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 464 460 456 536 532 528 524

Binding energy (eV) Binding energy (eV)

Fig. 8. Narrow scan XPS of TiOz surface, (a) Titanium 
2p level (b) oxygen Is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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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Cunent-potential characteristic of TiOz film.

나타낸다. 온도가 증가할수록 광전류가 증가하다가 

440°C를 기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결 

과는 Minami 등이끄 보고한 결과와 다르며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필름의 결정성이 증진되어 전자의 이 

동도가 증가하지 만 어느 온도 이상에서는 전자의 이 

동도가 다시 감소되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 

한 440°C에서 광전도도가 최대인 것으로 보아 막이 

형성되기 가장 좋은 온도로 사료된다. 산화티탄의 

광전류 특성은 에너지 전환 효율에 큰 영향을 미친 

다. Fig. 10에 산화티탄의 광전류-전압 특성을 나타 

내었다. 개방 광전압은 - 0.75 V에서 얻어졌다. 온도

Temperature (°C)

Fig. 9. Intrinsic photocurrent of T1O2 by temperature de
pendence (no filter). 

변화에 따른 산화티탄의 입자의 크기는 Fig. 11에 보 

이며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결정의 크기가 변화됨을 

관찰할 수 있다. 결정의 크기는 440°C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조건이 결정화되는 가장 좋은 

온도라고 사료된다. 이것은 Eberspacher23의 결과와 

유사하며 성장 속도가 온도에 비례함을 알 수 있다. 

온도 변화에 따른 막의 두께는 온도가 증가함에 따 

라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증감된 전류를 측 

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프탈로시아닌은 결정 형태가 

다른 %와 0 form을 사용하였다. Fig. 12는 *와 0형 

의 흡수 스펙트럼을 나타내었다. Fig. 12(a)에 나타낸 

바와 같이 클로로나프탈렌에서의 프탈로시아닌은 

단일체의 특성 흡수 봉우리가 나타났지만 클로로벤 

젠에서는 프탈로시아닌의 결정형을 그대로 유지하 

는 상태의 스펙트럼이 나타났다. 이것은 프탈로시아 

닌이 단일체가 아닌 이합체 혹은 집합체 상태로 광 

증감에 작용하리라는 것을 예측 할 수 있다. 산화 티 

탄-프탈로시아닌계의 광전류 스펙트럼은 Fig. 13에 

보인다. 광증감된 산화티탄의 광전류 특성은 산화티 

탄의 막이 잘 만들어지고 입자 크기가 가장 큰 440 

°C보다는 420°C에서 최대 광전류가 얻어졌고 이것 

으로 지지체 역할을 하는 반도체 박막의 광전도성이 

광증감의 메카니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전위 변화에 따른 프탈로시아닌의 광전류 

특성은 Fig. 14에 보인다. *형이 0형 에 비 해 더 좋은 

광전도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탈로시아닌 

의 흡착 상태가 집합체의 형태를 유지하듯이 광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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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SEM photography of TiO2 film, (a) 360 °C (b) 380 °C (c) 400 °C (d) 420 °C (e) 440 °C (f) 460 °C

스펙트럼은 가시 영역에서의 흡수 스펙트럼과 동일 

한 영역에서 얻어졌다. %형이。형에 비해 빛이나 

전위 에 대해 구조에 따른 전자 전달이 달라지며 궤 

도 중첩 및 격자 결함 상태도 전도도에 영향을 미치 

리라 사료된다. X형 프탈로시아닌이。형 프탈로시 

아닌의 적층 배열보다 전자 전달이 잘 일어날 수 있 

는 구조라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산화티탄은 에 

너지 간격 이 3.2 eV이기 때문에 가시 광을 흡수하지 

않지만 들뜬 색소로부터 전자들을 모으고 전자를 

외부 회로까지 운반하게 된다. 프탈로시아닌의 역 

할은 가시광을 흡수하여 반도체까지 전자를 운반하 

고 전해질의 물을 산화한다. 그러므로 좋은 색소는 

여기되고 산화된 상태에서 광안전해야 하고 빠른 

속도로 환원되어야 한다. 이러한 반응은 에너지적 

으로 안정화되는 반웅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사료 

된다.

광중감 메카니즘. 빛을 흡수한 감광체의 들뜬 상 

태는 바닥 상태에 비해 전자 상태, 구조가 달라 높은 

반응성을 갖게 되고 다른 반응성을 갖게 된다. 전기 

화학 반응계에 광에너지가 가해져서 전자 들뜬 상태 

가 관여하는 경우를 광전기 화학 흑은 광전극 반응 

이라 정의하고 있다. 광전극 반응은 광흡수에 의한 

들뜬 상태로 되는 모양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 

된다. 하나는 전극중의 전자를 들뜨게하는 경우이고

1998, V이. 42, No.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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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500 600 700 800

Wavelength (nm)
Fig. 12. Absorption spectra of metal free phthalocyanine 
in chlorobenzene, (a) H2PC (in 1-chloronaphthalene) (b) * 
H2PC (c) P-H2PC

1000

Initial potent侦(mV)

Fig. 14. Photocurrent of TiO2-phthalocyanine system by 
potential variation (at 420 °C), (a) x-HzPc (b) P-H2PC

델을 프탈로시아닌에 적용하면 산화티탄에 흡착된 

프탈로시아닌의 광증감 메카니즘은 Scheme 1과 같 

이 생각된다. 빛에 의해서 들뜬 프탈로시아닌의 광 

엑시톤은 표면까지 확산되며 표면에서 단일항 여기 

자의 소멸 (annihilation)은 들뜬 전하 운반 착체 (exci- 

plexe아를 만들게 된다. 그런 다음 산화티 탄의 결정 에 

전자를 전달하게 되면 ITO 표면에 전자가 모이게 되 

어 이것이 산화 전류를 발생시키게 된다. 광전도성 

에 미치는 영향은 에너지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결 

정성도, 입자 분포도, 입자 모양 등에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프탈로시아닌의 적층 배열은 Fig. 15에서 보 

듯이 준안정 상태인 X형은 이량체 구조로서 한분자

360 380 400 420 440 460 480

Temperature (*C)

Fig. 13. Photocurrent action spectra of TiCh-phthalocyan- 
ine system by temperature variation (cut-off filter 43). (a) 
X-HzPc (b) P-H2Pc

다른 하나는 용액 중의 화학종을 들뜨게하는 경우이 

다. 산화티탄에 광조사 할 경우 발생되는 광전류는 

물의 분해에 의한 산소 발생으로 판명되고 있다. 유 

기 화합물의 광기전력 효과는 금속 전극과의 쇼트키 

장벽이 형성되면서 생기게 된다. 유기 반도체의 •광 

전도성은 Onsanger model로 설명된다.저 이러한 모 Schem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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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Stacking model of phthalocyanine.

간격으로 회전하고 있으며 분자간 수소 결합의 교환 

이 8형에 비해 비교적 빨리 이루어진다고 사료된다. 

반면。형은 안정형으로서 결정축에대해 45.9° 기울 

어져 있으며 분자간 4.7 A의 간격을 유지하고 있다. 

즉 수소 결합이 일정한 결합을 이루면서 분포하고 있 

는 배열이다. 이러한 결정 구조의 차이는 전자전달의 

속도를 결정하게 되며 운반체의 생성 효율에도 영향 

을 미치게 될 것이다. 안정적이고 일정한 간격을 유 

지하고 있는 화합물보다는 에너지적으로 준안정 상 

태에 있는 화합물이 외부의 효과에 의해 궤도함수의 

겹침, 격자 결함 등이 잘 일어나 광전도성이 증가된 

다고 사료된다. 결정 모양은 %형의 과립(granular)형이 

8형의 침상형보다 더 좋은 광전도성을 갖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광증감 효과가 결정 모양에 

도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었다.

결 론

무금속 프탈로시아닌에 의한 반도체 전극의 광증 

감성의 메카니즘을 밝히기 위하여 실험한 결과 다 

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투명한 산화티탄 

을 합성할 경우의 최적 온도는 440°C임을 알 수 있 

었으며 입자의 크기는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광전류는 440 °C에서 

나타났으며 이것은 표면적과 입자의 거칠음 정도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산화티탄의 

프탈로시아닌에 의한 광증감 전류는 가시부 영역에 

서 증가된 광전류가 얻어졌으며 %형 프탈로시아닌 

이 &형 프탈로시아닌보다 더 좋은 광전류 발생제였 

다. 광전류 특성은 프탈로시아닌의 결정구조와 결 

정모양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결과임을 증명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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