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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compare the photocatalytic performances of titania for purification of waste water according to applied voltages

and doping, TiO2 films were prepared in a 1.0 M H2SO4 solution containing NH4F at different anodic voltages. Chemical

bonding states of F-N-codoped TiO2 were analyzed using surface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XPS). The photocatalytic

activity of the co-doped TiO2 films was analyzed by the degradation of aniline blue solution. Nanotubes were formed with

thicknesses of 200-300 nm for the films anodized at 30 V, but porous morphology was generated with pores of 1-2 µm for the

TiO2 anodized at 180 V. The phenomenon of spark discharge was initiated at about 98 V due to the breakdown of the oxide

films in both solutions. XPS analysis revealed the spectra of F1s at 684.3 eV and N1s at 399.8 eV for the TiO2 anodized in

the H2SO4 - NH4F solution at 180 V, suggesting the incorporation of F and N species during anodization. Dye removal rates

for the pure TiO2 anodized at 30 V and 180 V were found to be 14.0% and 38.9%, respectively, in the photocatalytic

degradation test of the aniline blue solution for 200 min irradiation; the rates for the F-N-codoped TiO2 anodized at 30 V and

180 V were found to be 21.2% and 65.6%, respectively. From the results of diffuse reflectance absorption spectroscopy (DRS),

it was found that the absorption edge of the F-N-codoped TiO2 films shifted toward the visible light region up to 412 nm,

indicating that the photocatalytic activity of TiO2 is improved by appropriate doping of F and N by the addition of NH4F.

Key words TiO2 morphology, photocatalytic activity, anodizing, N-F doping, dye degradation.

1. 서  론

광촉매(photocatalysis)는 촉매의 한 종류로서 촉매작용

이 빛 에너지를 받아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광촉매 재

료의 기본이 되는 이산화티탄(TiO2)은 반도체성 물질로써

촉매 표면에서 밴드 갭(band-gap) 이상의 에너지를 가진

광(light)을 조사하면, 마이너스 전하를 갖는 전자(e−)와 플

러스 전하를 갖는 정공(h+)이 생성되고 이것의 강한 환

원작용과 산화작용에 의해 독성 및 난분해성 유기화합

물을 산화 분해 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 또한 여기

전자(e−)의 환원력에 비하여 정공(h+)의 산화력이 훨씬 강

하기 때문에2-4) 이 산화력으로 살균, 항균, 탈취 등의 환

경적인 측면과 물을 광분해 시켜주는 수소와 산소를 생

성시킴으로써 가스센서, 수소저장 등의 에너지적 관점에

서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5) 

그러나 TiO2 광촉매는 밴드 갭 에너지가 3.2 eV(anatase)

로 자외선 대역의 빛에 대하여 촉매 활성을 나타나게 된

다. 지표에 도달하는 자외선은 태양광의 약 5%이기 때

문에 태양광 활용을 극대화 시키고 그 응용성을 확장하

기 위해서는 가시광 광촉매에 대한 연구개발이 요구된

다.6,8) 또한 서로 다른 양극전위와 전해질에 따라 산화

피막의 형태가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불소이온을 포함

하는 점액질의 유기전해질에서 높은 종횡비와 작은 기

공 직경을 가지는 나노튜브를 성장시키는 보고가 있으

나9) 이는 플라즈마 아크 방전이 형성되는 전압에서는 용

액이 분해되기 때문에 같은 전해질 조건에서 양극산화

전위에 따른 조직 형태 및 광촉매 활성의 비교에 대한

보고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무기전해질을 기본 용액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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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아크 방전 발생 여부에 따른 양극산화 전압에서 형

성되는 산화티탄 박막의 미세구조와 조성 원소들의 거

동이 밴드 갭 에너지와 광분해 효율에 미치는 영향을 알

아보기 위하여 황산(H2SO4) 수용액을 공통 전해질으로 사

용하고 30 V에서 NH4F의 첨가 여부에 따른 양극산화 피

막과 방전현상이 일어나는 180V에서 NH4F의 첨가 여

부에 따른 산화 피막의 형태 및 광촉매 특성을 조사하

였다.

2. 실험 방법

광촉매용 TiO2 산화 피막을 제조하기 위한 기지금속

으로서 일반상업용 순도(99.6%)를 갖는 티타늄 금속을 사

용하였으며 시편은 0.3 mm 두께의 판상(sheet)형태로 이

용하였다. 면적은 30 × 40 mm의 크기로 제작하였고 표면

의 유기물 등의 오염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HF : HNO3 :

H2SO4의 체적비를 1 : 4 : 32로 한 혼합용액에서 6분간 침

지시켜 화학세척(chemical cleaning)을 하고 증류수로 세

정 및 건조시킨 후 양극산화 피막 처리를 하였다. 또한

양극산화 피막 제작을 위한 전해액으로는 1.0 M H2SO4

용액 500 mL와 1.0 M H2SO4 용액 500 mL에 NH4F 4 g

을 첨가한 혼합용액의 두 종류를 사용하였으며 양극산화

는 30V와 180V의 전압을 인가하여 피막을 제작하고 각

각의 조건 별로 생성되는 피막의 거동을 관찰하였다. 이

때 전류밀도는 80 mA/cm2으로 정전류를 공급하여 일정

전압까지 도달 시킨 다음 정전압 방식으로 전환하여 각

60분간 양극산화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30V에서 양극산

화를 한 뒤 광촉매 반응을 활성화 시키는 anatase 결정

형의 TiO2 피막을 형성시키기 위해 550oC에서 60분 동

안 열처리를 하였다. 양극산화된 피막의 미세구조 분석

을 위해 FE-SEM을 이용하여 표면과 피막 두께 성장 변

화를 관찰하고, 피막의 결정상 식별은 XRD를 이용하였

으며, XPS 분석을 통해 N과 F의 도핑 유무를 확인하였

다. 제조된 TiO2 피막의 광촉매 특성은 염료(aniline blue)

의 분해효율을 통해 조사했으며 UV-Vis spectrometer를

사용하여 염료의 분해되는 양에 따라 투과도를 비교 측

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미세조직 관찰 및 XRD 분석

Fig. 1(a)와 (b)는 1.0 M H2SO4 용액에서 30V로 1시

간 동안 양극산화된 TiO2 표면과 단면의 조직이다. 사

진에서와 같이 비교적 평탄한 표면을 가지는 장벽형

(barrier type)의 약 200 nm 두께의 산화물 층이 형성되

었다. Fig. 1(c)와 (d)는 H2SO4 용액에 NH4F를 첨가하

여 양극산화를 한 경우이다. 초기의 산화물의 기저(cell

base) 부분에 국부적으로 분화구 모양의 홈들이 다양한

형태로 형성되고 이 분화구 모양의 홈들이 F− 이온으로

인해 둥근 형태로 더 작고 깊은 홈들이 생기면서 다공

성의 표면 형상을 만든다. 이러한 홈들은 전해질로부터

이온들의 침투를 더 쉽게 하는 통로 역할을 하게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성장하게 된다.10) 형성된 산화층의 기

공의 직경은 50~100 nm이고, 두께는 약 300 nm로 성장

하였다. 180V에서 양극산화를 하였을 경우 약 98V에 전

압이 도달하면 피막에서 break down 현상으로 인한 방

전(spark discharge)이 발생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때 일정

하게 유지되던 정전류는 피막의 국부적인 파괴로 인해

불안전한 거동을 나타내다가 피막의 생성과 함께 손상

된 부위를 복구시켜주면서 전류와 전압이 다시 안정하

Fig. 1. FE-SEM images of anodic TiO2 films: (a, b) pure TiO2 anodized at 30V, (c, d) F-N-codoped TiO2 anodized at 30V, (e, f) pure

TiO2 anodized at 180V and (g, h) F-N-codoped TiO2 anodized at 180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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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유지되었다. Fig. 1(e)~(h)의 표면조직은 상대적으로

큰 차이는 없으나, 분화구 형태의 기공을 가진 다공성의

피막이 생성되었고, 기공의 직경은 200~400 nm이고, 두

께는 1~2 µm로 성장하였다. 그리고 F와 N이 도핑된 피

막(Fig. 1(h))의 두께가 순수한 TiO2 피막(Fig. 1(f))의 두

께보다 500 nm 정도 더 두껍게 형성되었다.

Fig. 2는 TiO2 피막의 표면에서 EDS를 이용하여 area

analysis를 통한 결과이다. 순수한 TiO2 피막에는 Ti, O

등의 원소들이 분포하고 있으며 NH4F를 첨가한 전해질

에서 양극산화된 TiO2 피막에서는 Ti, O의 성분이 시료

전체에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을 뿐 아니라 F 및 N이 양

극산화와 더불어 그 양이 많지 않지만 피막에 분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30V에서 제작된 F와 N이 함유

된 TiO2 피막에서의 원소별 원자 농도(atomic %)는 N이

4.38%, F가 16.85% 였으며, 180V에서 제작된 TiO2 피

막은 N이 9.68%, F가 12.51%로 나타났다. 이는 180V에

서 양극산화가 진행되는 동안 방전이 발생하면서 산화

층 내부로 전해질 원소인 N의 혼입이 더 잘 되었으며,

광촉매 분해효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3은 생성된 산화 피막들의 XRD 분석 결과를 나

타낸 것이다. 주로 광촉매 물질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anatase와 rutile 상이며 특히 광 반응을 위한 촉매 물질

로는 anatase가 주로 사용된다.11,12) XRD 분석결과 1.0 M

H2SO4 전해질에서 30V 전압으로 양극산화된 TiO2 는

anatase, rutile 및 Ti 상이 나타났다. 30V에서는 방전 현

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550oC에서 열처리를 1시간

동안 해주었고, 그 결과 anatase와 rutile 상이 함께 나

타났다.13) 또한 Ti 회절 피크가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피

막의 두께가 너무 얇아 피막 아래 부분에 있는 Ti 기지

의 상이 검출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1.0 M H2SO4 전해질에서 180V로 제조된 양극산화 피

막은 Ti 상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났고, anatase 와

rutile 상이 크게 나타났다. 180V에서 제작된 산화 피막

은 방전현상이 표면의 거칠기뿐 만 아니라, 피막 전체에

분포된 기공크기와 기공의 성장 morphology를 불균일하

게 만들고, 또한 이때 발생되는 열이 TiO2의 결정화에 영

향을 미쳐14) 광촉매 효율이 높은 anatase 및 rutile 형

결정구조로 변화시키는 것으로 사료된다.

Fig. 4는 양극산화 후 생성된 F-N-codoped TiO2 피막

Fig. 2. EDS analyses of surfaces on TiO2 films: (a) pure TiO2 anodized at 30V, (b) F-N-codoped TiO2 anodized at 30V, (c) pure TiO2

anodized at 180V and (d) F-N-codoped TiO2 anodized at 180V.

Fig. 3.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TiO2 films: (a) pure TiO2

anodized at 30V, (b) F-N-codoped TiO2 anodized at 30V, (c) pure

TiO2 anodized at 180V and (d) F-N-codoped TiO2 anodized at

180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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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성 원소들의 화학적 결합 상태를 조사하기 위해 측

정한 XPS spectrum으로서 Ti2p, O1s, F1s, N1s 등의

peak들이 관찰되었다. Ti peak은 Ti2p3/2과 Ti2p1/2 에

서 강하게 나타난다. 순수한 Ti의 2p3/2 peak은 454 eV,

2p1/2 peak은 460 eV의 binding energy 값을 가지지만

H2SO4 용액에서 양극산화 시킨 피막의 XPS 결과는 각

각 458.8 eV, 464.5 eV를 나타내며 이는 피막이 TiO2 형

태의 산화물임을 뒷받침 해준다. O1s peak은 531.5 eV의

binding energy로 O 원소의 주 결합도 Ti에서와 같이

TiO2의 결합을 하고 있다. 또한 684.3 eV에서 나타난 F1s

및 399.8 eV에서 나타난 N1s의 peak으로부터 N을 포함

한 Ti-F 형태의 화합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기 보

고된 XRD 결과로부터 F-N-codoped TiO2 산화 피막 층

에 (NH4)2TiF6 화합물
15)이 생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3.2 광흡수 특성

Fig. 5는 제조된 피막의 파장에 따른 광 흡수율 스펙

트럼을 측정한 것이며, 광 흡수율은 박막의 투과율과 반

사율을 모두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측정 결과 30V에서 양

극산화된 순수한 TiO2 박막의 absorption edge 파장은

약 405 nm로 나타났고 F와 N이 도핑된 TiO2 박막의 경

우는 약 408 nm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180V에서 양

극산화된 순수한 TiO2 박막의 경우는 약 410 nm, F와 N

이 도핑된 TiO2 박막은 약 412 nm로 측정되었으며 이 결

과로 부터 밴드 갭 에너지는 식 (1)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16)

(1)E
g

hc

λ
------

1239.8

λ
----------------= =

Fig. 4. XPS spectra of the F-N-codoped TiO2 anodized at 180V: (a) wide scan, (b) F1s, (c) N1s, (d) Ti2p and (e) O1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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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Eg(eV)는 밴드 갭 에너지, λ(nm)는 스펙트럼

의 파장, h 은 플랑크 상수, c 는 빛의 속도이다. 위의

식으로 계산한 결과 30V에서 양극산화된 순수한 TiO2

박막의 에너지 밴드 갭은 약 3.06 eV이고, F와 N이 도

핑된 TiO2 박막의 에너지 밴드 갭은 약 3.04 eV로 나왔

다. 또한 180V에서 양극산화된 순수한 TiO2 박막의 에

너지 밴드 갭은 약 3.02 eV, F와 N이 도핑된 TiO2 박막

의 경우는 약 3.01 eV로 나타났다. 순수한 TiO2 박막보

다 F와 N이 도핑된 박막의 밴드 갭이 낮게 나오는 이

유는 N이 Ti-O 결합 사이에 도핑되어 치환됨으로써 일

부 밴드 갭 에너지의 감소 효과가 일어나 광 흡수 파

장이 자외선 영역에서 가시광영역(380~760 nm)17) 방향으

로 조금 더 이동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3.3 광분해 효율

제조된 TiO2 박막의 광촉매 특성을 염료(aniline blue)

의 분해 효율을 통하여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Fig. 6

과 같다. 시편의 표면적이 12 cm2인 TiO2 박막에 0.01

mM aniline blue용액(pH 4.0)을 첨가한 후 고압 수은등

(100 W)을 40분 간격으로 다섯 번 조사시킨 후 분해된

염료의 양을 UV-Vis. 분광계를 사용하여 600 nm에서의

흡광도를 비교 측정한 결과이다. 이러한 광분해 실험은

수은등의 에너지에 의한 효과와 자연적인 염료분해 효

과를 비교한 뒤 이를 보정하기 위하여 염료만 들어있는

용기를 동시에 조사시킨 후 그 차이를 계산하여 순수한

광촉매의 효과만을 계산하여 나타냈다. 30V에서 제작된

순수한 TiO2의 분해율은 200분 후 14.0%인 반면, F와

N이 도핑된 TiO2는 21.2%를 보였다. 또한 180V에서 제

작된 순수한 TiO2는 200분 후 38.9%를 분해시킨 반면,

F와 N이 도핑된 TiO2는 65.6%의 분해율을 보이며 크게

향상되었다. 이를 통하여 F와 N의 도핑은 TiO2의 밴드

갭을 낮춰 광촉매 분해 효율을 크게 증가 시켰음을 알

수 있다. 

30V에서 양극산화된 TiO2 피막은 첨가된 NH4F의 F−

이온으로 인해 둥근 형태로 더 작고 깊은 홈들이 생기

면서 다공성의 표면 형태를 만들고 시간이 지날수록 전

해질로부터 이온들이 산화층 내부로 침투하여 튜브모양

으로 성장하게 된다. 만약 전해질에 F− 이온이 존재하

지 않는다면 Ti 기지의 Ti4+와 물에 함유된 O2−이온이 반

응하여 산화층을 형성하지만 [TiF6]
2−가 생성되지 않기 때

문에 다공성의 구조가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순수한

TiO2와 F와 N이 도핑된 TiO2의 광촉매 특성은 표면적

이 상대적으로 넓은 F-N-codoped TiO2에서 큰 효율을

나타낸다. 180V에서 양극산화를 하였을 경우 산화 피막

의 표면은 break down 현상으로 인한 방전이 발생하여

비록 불균일하지만 기공과 기공벽(pore wall)의 형태를 갖

는 셀 구조가 비교적 확실하게 나타났다. 서로 다른 인

가 전압에서의 F-N-codoped TiO2 산화층의 두께는 각각

약 300 nm, 2 µm로 관찰되었으며 염료 분해 실험결과

180V에서 제작된 산화 피막의 광촉매 특성이 현저히 개

선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전해질에

포함된 NH4F의 F에 의해 비표면적(specific surface)이

넓어지고 N에 의해 밴드 갭 에너지의 감소효과가 더해

져 광촉매 효율이 증가함을 알 수 있고 또한 양극산화

전압에 따라 산화 피막의 형태가 달라지며, 산화층의 형

태와 두께, 비표면적 또한 TiO2의 광촉매 분해효율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6. Photocatalytic activity of TiO2 films: (a) pure TiO2 anodized

at 30V, (b) F-N-codoped TiO2 anodized at 30V, (c) pure TiO2

anodized at 180V and (d) F-N-codoped TiO2 anodized at 180V.

Fig. 5. UV-Vis diffuse reflectance spectra of TiO2 films: (a) pure

TiO2 anodized at 30V, (b) F-N-codoped TiO2 anodized at 30V, (c)

pure TiO2 anodized at 180V and (d) F-N-codoped TiO2 anodized

at 180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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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양극산화 전압(applied voltage)과 F와

N의 도핑에 따른 TiO2의 광촉매 효과를 조사하기 위해

30V에서 NH4F의 첨가 여부와 방전 현상이 발생되는

180V에서 NH4F의 첨가 여부에 따른 피막의 형태를 분

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0 M H2SO4에서 30V로 제작된 순수한 TiO2 산화 피

막은 장벽(barrier) 형태를 보였으며 여기에 NH4F를 첨

가할 경우 산화층에 nano pore가 형성되었고 두께는 약

300 nm로 성장하였다. 1.0 M H2SO4에서 180V로 제작된

순수한 TiO2 산화 피막과 F와 N이 도핑된 TiO2 피막의

표면조직은 상대적으로 큰 차이는 없었으며 분화구 형

태의 기공을 가진 다공성의 산화층이 생성되었고, 기공

의 직경은 200~400 nm, 두께는 1~2 µm로 성장하였다.

30V와 180V에서 양극산화 제조된 순수한 TiO2 피막

의 염료분해 효율은 각각 14.0%와 38.9%로 나타났고 F

및 N이 도핑된 TiO2 피막의 경우에는 각각 21.2%와

65.6%의 효율을 보였다. 이를 통해 산화층의 비표면적과

두께가 광촉매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또한 30V에서 양극산화된 순수한 TiO2와 F와 N이

도핑된 TiO2 피막의 염료분해 효율은 14%와 21.2%로 나

타났고, 180V에서 제작된 두 피막은 38.9%와 65.6%로

F와 N이 도핑된 피막이 높은 효율을 보였다. 이는 N과

F의 도핑에 의해 일부 밴드 갭 에너지의 감소 효과가 일

어나 광 흡수가 가시광 영역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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