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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itania is widely used as an effective photocatalyst for the photodegradation of environmental pollutants in air. In 
this study, novel N-doped ZrO2/TiO2 photocatalysts were synthesized via sol-gel method and characterized by UV-Vis 
spectrophotometer,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and X-ray diffractometer. N-doped ZrO2/TiO2 photocatalysts were
nano-sized with an average particle size of about 20 nm. The XRD pattern of N-doped ZrO2/TiO2 photocatalysts showed 
both anatase and rutile phases. The photocatalytic activity of N-doped ZrO2/TiO2 photocatalysts was evaluated by degra-
dation of NO under UV and visible light irradiation at various parameters such as amount of photocatalyst, concentration
of NO, and intensity of light. The photocatalytic activity of N-doped ZrO2/TiO2 photocatalysts was effective for the
enhancement of the degradation of NO and higher  than that of TiO2 photocatlysts under UV and visible light 
ir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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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환경오염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태양광 등과 같은 광 에너지를 

이용하여 다양한 화학물질을 안전하고 용이하게 분

해할 수 있는 광촉매 연구가 미래의 오염원 처리기

술로 각광받고 있다. 환경정화의 측면에서 광촉매는 

환경 친화성 재료로 다양한 분야에 응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2차 오염원의 배출 없이 유기물을 분

해할 수 있으며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

이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연구

하고 있다. 실제 광촉매 활용에 있어서 가시광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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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Flow chart for the synthesis of  N-doped ZrO2/TiO2.

나 자외선 영역에서의 높은 광흡수성, 광학적 안정

성 등 여러 가지 조건이 요구되는데, 이러한 광촉매

로 사용될 수 있는 물질 중에서 TiO2는 가장 효과적

인 물질로 알려져 있다[1-3]. 그러나 TiO2 광촉매는 

3.2 eV(385㎚) 이상의 에너지를 가지는 빛이 조사되

어야 활성을 나타내므로 가시광을 사용할 수 없다

는 점에서 TiO2 광촉매의 다양한 응용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산업 현장에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현재 실내 공기정화 및 건물 외장 

방오용 자재로 TiO2 광촉매를 이용한 제품이 시판되

고 있지만, 실제 제품을 사용할 때 외부에서 자외선

을 조사해 줄 수 없으므로 실질적인 환경소재용 제

품의 TiO2 광촉매 효율은 5%에도 미치지 못한다[4]. 
따라서 가시광원(λ> 380㎚)에서 감응하는 환경소재 

물질 제조 기술이 확립된다면 외부 자외선 광원 없

이 태양광을 에너지원으로 하여 작동할 수 있는 친

환경 물질의 상용화가 가능할 것이다[5-6]. 
  가시광 감응형 TiO2 광촉매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

해서는 결정크기와 주성분인 TiO2 광촉매에 대한 첨

가제가 중요한 변수라고 알려져 있으며 입자의 크

기로 나타낼 수 있는 결정 크기는 작아질수록 입자 

표면 전하 전달 속도가 증가하여 TiO2 광촉매 효과

가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다[7]. 또한 첨가제의 역할

은 TiO2 광촉매에 자외선 조사 시 전자가 발생한 후 

존재하는 defect 부분에서 전자 운송체의 trapping으

로 인해 TiO2 광촉매 효과를 나타내는 지속시간을 

증가시켜 고효율 TiO2 광촉매를 제조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8-10]. 또한, 이러한 첨가제는 촉매의 

quantum efficiency를 개선하여 밴드간의 전하이동을 

통하여 높은 파장의 에너지 흡수를 유도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11]. 이로부터 첨가제의 주입에 의해 

TiO2 광촉매의 작용영역을 자외선영역에서 가시광

선 영역으로의 확장이 가능하다고 보고되고 있다

[11]. Sato 등은 TiO2 제조시에 HDTMA (hexadecyl 
trimethylammonium bromide) 첨가는 N1S와 O1S를 

혼합시키고 밴드갭 축소를 일으킴으로써 자외선영

역에서 가시광영역으로 광활성을 향상 시킬 수 있

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보고하였다[12-14]. 또한 지

르코늄(Zirconium)은 소량 첨가할 경우 입자의 기하

학적 직경을 감소시키고 표면적을 증가시킴으로써 

양자효율을 개선하며, 아나타제 상에서 루타일 상으

로의 전이를 방지함에 따라 촉매의 열적 안정성을 

증진시킨다고 하였다.[15-1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시광 감응형 TiO2 광촉매 

제조를 위해 전구물질에 PEG (polyethylene glycol), 
지르코늄, HDTMA 등을 첨가시켜 가시광 영역에서 

고활성을 갖는 N-doped ZrO2/TiO2 광촉매를 합성하

고 가시광에서 입자의 광활성 증대와 NO 분해 성능

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가시광 감응형 N- 
doped ZrO2/TiO2 분말의 화학적 특성 및 성능을 평

가하여 환경소재용 재료로서의 성능을 극대화하고

자 하였다.

2. 실험방법

2.1 N-doped ZrO2/TiO2 광촉매 제조

  가시광 감응형 광촉매 분말의 제조방법에 관한 계

략도를 Fig. 1에 나타내었다. 광촉매 제조를 위한 전

구물질로 TTIP(titanium isopropoxide)를 사용하였으

며 0.1 M을 정량하여 용매인 이소프로판올에 혼합

한 후 자석 교반기(corning stir)를 이용하여 약 1시간 

정도 stirring을 시켜주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일

정량의 이소프로판올에 지르코늄과 HDTMA를 혼합

하여 30분 정도 stirring을 시킨 후 PEG 2g을 주입하

고 다시 자석 교반기를 이용하여 30분 더 stirring을 

시켜주었다. 교반시킨 지르코늄, HDTMA, PEG 혼합 

용액을 전구물질인 TTIP가 담긴 비커에 옮겨 담은 

후 완전히 혼합될 때 까지 1시간 더 교반시켰다. 분
말 제조의 두 번째 단계는 교반시킨 혼합 용액을 화

염 분무법 입자 발생장치 및 분무건조법에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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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2. schematic diagram of the experimental 
           apparatus.

되는 초음파 분무기와 전기로에서 사용되는 알루미

나 재질의 도가니에 옮겨 담고 입자 발생장치의 제

조 공정에 따라 광촉매 나노분말을 합성하였다.

2.2  N-doped ZrO2/TiO2 광촉매의 특성 평가

  N-doped ZrO2/TiO2 광촉매 입자의 흡광도를 측정

하기위해 제조된 분말 그대로 분광분석을 할 수 있

는 광 다이오드 어레이(photo diode array, PDA) 방식

의 자외선-가시광선 분광광도계(UV-Vis spectropho- 
tometer, S-4100, Sinco)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120kV
에서 작동하는 투과전자현미경(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TEM, CM12, Philips)과 결정성 및 결정

크기를 확인하기 위하여 40 kV와 30 mA에서 작동

하는 CuKα target을 가진 X선 회절분석기(X-ray 
diffractometer, XRD, RTP 300 RC, Rigaku Co.)를 사

용하여 상온에서 8°/min 주사율로 20°에서 80°(2θ) 
영역까지 0.05° 간격으로 측정하였다. 

2.3 NO 저감실험

  제조한 N-doped ZrO2/TiO2 광촉매 분말을 이용하

여 NO 저감실험을 실시하였다. Fig. 2는 실험 장치

의 개략도를 나타낸 것으로 시험용 가스공급 장치, 
광조사용기, 분석장비로 구성되어 있다. NO제거실

험은 광조사 반응부에 분말을 20.25㎠의 Quartz 판 4
개에 코팅시키고 NO표준가스(100ppm)를 N2가스를 

이용하여 희석한 다음 550ml/min 유량으로 반응기 

내부로 공급한다. 유입가스를 일정시간 흘려보내어 

농도를 일정하게 한 후 광원의 안정화를 위하여 광

조사 반응부에 빛을 차단한 상태에서 램프를 켰다. 
광원이 안정된 후 가스를 흘려보내어 25℃에서 10
분마다 NOx analyzer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N-doped ZrO2/TiO2 광촉매의 특성 평가

  고효율의 N-doped ZrO2/TiO2 광촉매 제조를 위하

여 본 실험에서는 TTIP의 농도를 1 M, PEG의 주입

량을 2 g로 고정하고 지르코늄의 첨가량을 0.1 M로 

유지한 상태에서 HDTMA의 첨가량을 0.1 M에서 

0.2 M까지 변화시켜 HDTMA의 농도 변화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았다. Fig. 3은 제조된 N-doped ZrO2/ 
TiO2 광촉매 입자의 TEM사진이다. N이 0.1 M의 경

우, 입자는 비교적 균일한 구형의 단일분말들로 구

성되어 있으며, 입자의 크기는 약  20~30㎚의 직경

을 가짐을 알 수 있었다. N의 첨가량이 0.15 M로 증

가하여도 분말의 크기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그

러나 N의 양이 0.2 M로 증가하였을 때 큰 입자가 

형성되는 것이 관찰되었다. 그 이유는 지르코늄에 

비해 HDTMA의 첨가량이 과다하여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TTIP의 농도와 PEG의 

주입량을 일정하게하고 HDTMA의 주입량을 변화시

켰을 때 생성되는 TiO2 입자의 크기 변화에는 HDTMA
의 적정량 주입이 매우 중요한 인자로 작용하고 있

다고 사료된다. 
  Fig. 4는 생성된 입자의 UV-Visible 스펙트럼의 변

화를 측정한 그래프이다. x축은 자외선과 가시광선 

영역인 250~800㎚의 파장을 나타낸 것이고, y축은 

각 파장에 대한 흡수도의 강도(intensity)를 나타낸 

것이다. PEG만 첨가한 TiO2 입자는 빛을 흡수하는 

파장영역이 가장 낮았으며 자외선 영역의 파장에서

만 빛을 흡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반하여 

제조된 N-doped ZrO2/TiO2 입자는 지르코늄과 HDTMA
의 첨가량에 따라 순수한 PEG만 첨가한 TiO2 입자보

다 광흡수 영역이 증가하였으며 가시광 영역에서도 

흡수를 보였다. 보통 TiO2는 높은 밴드갭 에너지 때

문에 가시광 영역에서는 광흡수를 거의 나타내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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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XRD patterns of N-doped ZrO2/TiO2 powders at
N (HDTMA) of (a) 0 M, (b) 0.1 M, (c) 0.15 M, 
and (d) 0.2 M at TTIP of 1M and Zr of 0.1 M.

Figure 4. UV-Vis absorption spectra of N-doped
ZrO2/TiO2 powders at different N (HDTMA) 
mole fraction.

(a) (b) (c)

    Figure 3. TEM images of N-doped ZrO2/TiO2 powders at N (HDTMA) of (a) 0.1 M, (b) 0.15 M, 
             and (c) 0.2 M at Zr of 0.1 M.

지만 지르코늄과 HDTMA를 첨가함으로써 가시광에

서의 광흡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Fig. 5에는 HDTMA의 첨가량을 변화시켜 제조한 

N-doped ZrO2/TiO2 광촉매 입자들의 XRD 결과를 나

타내었다. 생성된 TiO2의 상(phase)은 주로 상대적으

로 광활성이 좋다고 알려진 아나타제상 (anatase 
phase)이었으며 그 외 약간의 루타일상 (rutile phase)
이 발견되었다. 지르코늄 0.1 M에서 아나타제/루타

일의 비율은 HDTMA가 0.1 M일 때 77% / 23%, 0.15 
M일 때 61% / 39% 그리고 0.2 M일 때 57% / 43%를 

나타내어 HDTMA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루타일의 

비율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지르

코늄의 농도가 적을 경우 두 변수간의 첨가량이 매

우 중요한 인자로 작용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3.2 가시광 감응형 광촉매의 NO 분해 특성

  TiO2 광촉매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조한 

N-doped ZrO2/TiO2 광촉매 입자의 NO 분해 특성을 

측정하였다. NO 저감 실험을 수행하기 전에 광원에 

의한 영향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TiO2 광촉매가 

코팅되지 않은 빈 반응기 내에 램프만 장착하여 NO 
  농도가 광원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실험을 위한 조건은 광원의 경우 BLB 
자외선 램프와 일반 형광램프를 각각 사용하였다. 
램프를 켜지 않은 상태에서 NO의 유입농도와 유출

농도가 같아질 때를 gas-solid 흡착 평형이 이루어 

졌다고 본다. 희석된 NO가스로 한 예비 실험에서는 

20분 이내에 안정화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본 실험

에서는 더욱 안정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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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6. Residual concentration of NO under irradiation of (a) UV lamp and (b) fluorescent lamp at 
             various N-doped ZrO2/TiO2 amounts (NO : 4 ppm, temperature : 25℃, lamp : 4 EA).

30분까지 반응기의 내부에 희석된 NO가스를 흘려

주어 모든 조건이 안정화 된 것을 확인한 후 램프의 

조사를 시작하였다.  

3.2.1 촉매량에 따른

  HDTMA의 첨가량을 0.15 M에 고정하여 N-doped 
ZrO2/TiO2 광촉매를 제조한 후, 촉매 코팅 양에 따른 

NO 저감 효율 결과를 Fig. 6에 나타내었다. 주입된 

NO의 농도는 4 ppm이며 반응기의 온도는 25℃로 

설정하였다. 촉매량에 따른 NO 분해 실험 결과 가

시광 영역에서는 0.8g 일 때 자외선 영역에서는 1.2g 
일 때 가장 높은 저감효율을 나타내었다. TiO2 광촉

매 반응에서의 초기 활성은 일정한 정도까지는 촉

매량에 비례하고 그 이상의 촉매량에서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또한 촉매량이 지나치게 많은 경

우 촉매 입자 자체가 다른 입자들을 빛으로부터 차

단하여 활성감소를 초래하므로 NO 저감 효율 평가

시 최적의 촉매량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17].

3.2.2 NO 농도에 따른 분해 효율

  NO 농도에 따른 N-doped ZrO2/TiO2 광촉매 분해

효율을 살펴보기 위하여 광촉매 반응기의 운전인자

들 중에 HDTMA의 첨가량, 촉매량, 온도를 고정하

고 NO 농도 조건을 4, 6, 8, 10 ppm으로 변화시켜 

분해효율을 측정하였다. 제조한 N-doped ZrO2/TiO2 
광촉매의 NO 농도에 따른 분해효율을 Fig. 7에 나타

내었다. 자외선 및 가시광 영역 모두 희석된 NO의 

농도가 높을수록 저감효율이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가시광 영역에서는 NO의 농도가 4 
ppm 이상일 경우 저감 효율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유기오염 물질의 초기 유입농도가 

증가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유기물 분해 효율이 감

소하게 된다. 이는 광촉매 표면의 높은 흡착능과 연

관이 있다. 초기 높은 농도하에서 모든 촉매는 site
들이 점유되며, 농도가 계속 증가하게 되면 더 이상 

촉매 표면의 농도에 영향을 주기 못하고 유기물 분

해율의 감소를 가져온다. 또한 여기된 전자-전공쌍

의 발생과 이동은 전자-전공쌍과 유기화합물과의 반

응과 함께 연속적으로 발생한다. 저농도에서는 전자 

전공쌍과 유기화합물과의 반응이 지배적으로 발생

하게 되며 이는 농도에 따른 분해율이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고농도에서는 전자-전공

쌍의 발생 및 이동이 지배적인 반응으로 발생하여 

농도에 따른 분해율의 증가가 매우 느리게 진행된

다[18]. 
  또한 실험 조건에서 NO의 농도를 변화시킬 경우 

반응기 내부로 흐르는 유량도 변화하게 된다. 따라

서 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NO 분해 효율이 감소하는 

이유는 체류시간과도 관련이 있다. 유량이 증가 할

수록 반응기내의 NO의 체류시간이 짧아져서 OH·등
과 반응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아지며, 반응기 내

의 광촉매 코팅 박막에 NO의 흡착율이 낮아지기 때

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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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Residual concentration of NO under irradiation of (a) UV lamp and (b) fluorescent lamp of 
N-doped ZrO2/TiO2 powders with different NO concentration (temperature : 25℃, photocatalysts 
amount : 0.8 g, lamp : 4 EA). 

Figure 8. Residual concentration of NO under irradiation of (a) UV lamp and (b) fluorescent lamp with 
different light source number(NO : 4 ppm, temperature : 25℃, photocatalysts amount : 0.8 g).

3.2.3 광원의 세기에 따른 NO 분해 효율

  광촉매 반응의 운전인자 중 촉매량과 NO의 농도

를 고정한 상태에서 광원의 세기에 따른 NO 분해효

율을 Fig. 8에 나타내었다. 가시광 램프의 조사 강도

에 상관없이 N-doped ZrO2/TiO2 촉매 표면에서의 

gas-solid 흡착 평형과 반응기 내부의 안정화를 위해 

30분까지 NO를 흘려보내 주었으며 모든 조건이 안

정화 된 것을 확인한 후 램프의 조사를 시작하였다. 
광촉매양을 0.8g, NO 농도를 4 ppm으로 고정시키고 

자외선램프와 가시광선램프의 개수를 1개∼4개까지 

변화를 주어 실험한 결과, 자외선영역의 경우 램프

의수가 2∼4개에 따른 저감효과가 비슷했지만 가시

광선의 경우 램프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NO 저감효

과가 뚜렷하게 증가하였다. 모든 TiO2 광촉매 반응

에서 반응속도는 어느 정도까지는 광량에 비례하고, 
약 250W/㎡ 이상이 되면 광량의 제곱근에 비례하게 

된다. 이것은 광량이 지나치게 많으면, 전자-정공 재

결합 반응속도가 TiO2 광촉매 반응속도보다 커지기 

때문이다[19]. 따라서 반응속도가 광량에 비례하는 

영역의 적당한 광량을 설정해야 한다.
. 

3.2.4 순수 TiO2와 N-doped ZrO2/TiO2의 광활성 비교

  Fig. 9는 순수 TiO2와 N-doped ZrO2/TiO2 광촉매 

분말의 NO분해효율을 비교한 결과이다. 자외선 영



고효율 가시광 반응형 광촉매를 이용한 NOx의 광저감율 평가   171

PAAR Vol. 6, No. 4(2010)

Figure 9. Residual concentration of NO under irradiation of (a) UV lamp and (b) fluorescent lamp of 
TiO2(PEG) and N-doped ZrO2/TiO2 powders (NO : 4 ppm, temperature : 37.5℃, photocatalyst 
amount : 0.8 g, lamp :4 EA).

역에서는 저감효율이 비슷하였지만 가시광 영역에

서는 지르코늄과 HDTMA를 첨가한 TiO2가 PEG만 

첨가한 TiO2보다 최저 8.8 %에서 최고 30.2 % 까지 

높은 저감효율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순수한 

TiO2에 지르코늄 및 HDTMA 첨가제를 도핑함으로

써 TiO2의 광촉매 효과를 나타내는 지속시간을 증가

시켰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러한 첨가

제는 촉매의 quantum efficiency를 개선하여 밴드간

의 전하이동을 통하여 높은 파장의 에너지 흡수를 

유도하기 때문에 TiO2 광촉매의 작용영역을 자외선

영역에서 가시광선 영역으로의 확장시키는 것으로 

여겨진다[11,20]. 따라서 지르코늄과 HDTMA의 첨

가는 N1S와 O1S를 혼합시키고 밴드갭 축소를 일으

킴으로써 자외선영역에서 가시광영역으로 광활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가시광 감응형 N-doped ZrO2/TiO2 

광촉매를 제조하여 입자의 성능평가를 실시하였으

며, 자외선 및 가시광에서 입자의 광활성 증대와 오

염물질 제거 성능을 알아보기 위해 NO 분해효율을 

측정하였다. 가시광원에서 광흡수 특성을 나타내는 

고활성 TiO2 광촉매를 제조하기 위해 지르코늄과 

HDTMA를 첨가하여 N-doped ZrO2/TiO2를 졸겔법을 

이용하여 합성하였다. 제조한 N-doped ZrO2/TiO2 광

촉매는 평균 20 ㎚의 크기를 가진 결정성 입자로 이

루어져 있었다. 합성된 광촉매 입자의 특성은 첨가

된 지르코늄과 HDTMA의 첨가량에 따라 변화하는 

경향을 보였다. 광촉매 입자의 크기는 HDTMA의 첨

가량이 증가할수록 입자의 크기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또한 생성된 광촉매 입자의 결정형은 

주로 아나타제였으나 HDTMA의 첨가량에 따라 루

타일의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또한 

지르코늄과 HDTMA를 모두 첨가한 N-doped ZrO2/ 
TiO2 광촉매만이 가시광 영역에서 광흡수를 나타내

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르코늄과 HDTMA의 첨가량

이 광촉매의 성능에 매우 중요한 인자로 작용한다

는 것을 시사한다. 제조된 N-doped ZrO2/TiO2 광촉매

는 자외선뿐만 아니라 가시광 영역에서도 높은 NO 
분해효율을 보였다. N-doped ZrO2/TiO2 광촉매는 순

수한 TiO2 입자보다 최저 8.8 %에서 최고 30.2 %까

지 높은 NO 분해효율을 보였다. NO 분해효율은 촉

매량, NO 농도, 광원의 세기 등의 다양한 변수에 따

라 다른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촉매의 광활성을 증

가시키기 위해서는 최적의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가시광 영역에서 광활성

에 관한 장기적인 평가와 광촉매 제조 및 합성에 대

한 연구를 위해서는 향후 광촉매의 코팅방법, 반응

기의 습도, 유량 등 새로운 변수들을 적용하여 실험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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