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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CuCl2로부터 용액합성법에 의해 CuO를 제조하였다. CuCl2를 용액에 첨가하기 전에 용액내에 anatase형 TiO2 입자를

분산시켜 CuO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TiO2/CuO 결합입자를 합성하였다. 얻어진 TiO2/CuO에 적당량의 글루코스를 가하여 반

응시켜 CuO의 일부를 Cu2O로 환원시켰다. 얻어진 시료 TiO2/CuxO (1<x<2) 복합체의 광특성, 광촉매 활성 및 항균작용에 대

하여 실험하였다. 얻어진 TiO2/CuxO 복합체는 anatase와는 다르게 가시광선 전 영역에서 흡광이 발생했으며 당연한 결과로 태

양광선에서 TiO2/CuxO 복합체의 광촉매 활성은 anatase TiO2에 비하여 매우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TiO2/CuxO 복합체

의 항균성이 대단히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Cu2O, 복합체, 광촉매, 항균성, 용액합성법

ABSTRACT. Copper oxide (CuO) was synthesized from CuCl2 by solution method. Anatase TiO2 particle was dispersed into

the solution before preparing CuO, so that TiO2/CuO heterojunction was created through the nucleation of CuO onto the TiO2

surface. Some amount of CuO was reduced to Cu2O by treating glucose into the solution, thereby preparing TiO2/CuxO com-

plex. The obtained TiO2/CuxO complex showed advanced phtocatalytic activity under the sun light compared with the P-25

sample. In addition, the the TiO2/CuxO complex showed excellent antipathogenic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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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이산화티탄(TiO2)은 우수한 광촉매 특성을 가지면서도

가격이 싸고 화학적 내구성이 뛰어난 금속산화물이다.

1972년 후지시마-혼다 연구팀에 의해 광촉매 효과가 알

려진 이후로1 일반적인 백색안료로만 사용되었던 TiO2는

현재에는 자외선 차단제, 광촉매 재료, 그리고 태양전지

재료 분야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재료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화합물은 상대적으로 큰 띠 간격을 나

타내기 때문에 (anatase의 경우 띠 간격이 3.2 eV) 광촉매

활성을 나타내거나 태양전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자외

선을 흡수해야 한다. 태양광 에너지 중에서 자외선에 의

해 나타나는 에너지의 양은 고작 5% 이하이다. 또한 TiO2

의 양자효율이 낮기 때문에 자외선의 에너지마저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실제 TiO2를 통하여 이용

할 수 있는 태양광 에너지의 양은 전체적으로 매우 적어

태양광을 이용하기 위한 이 화합물의 응용에는 한계가

있다. 당연한 결과로서 높은 양자효율로 태양광 에너지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가시광선 및 근적외선 영역에서 작

동하는 광촉매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들이 경주되어지고

있다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다. 물이나 공기를 오

염시키는 해로운 유기물질들을 분해하여 제거하고 태양

광을 우리의 생활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에너

지로 변환시키는 능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TiO2가 높은 양자효율로 가시광선 및 근적외선 영

역에서 작동하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개조시키는

것이다. TiO2가 광촉매 활성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진 이

후로 TiO2를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도록 개조시키는 방법

으로는 지금까지 주로 세 가지가 알려져 있다. 첫 번째 방

법은 TiO2의 금속 또는 비금속을 다른 금속이나 비금속으

로 치환시켜 TiO2의 띠 간격을 변화시키는 방법이다. 예

를 들면 탄소,2−4 질소,5,6 황,7 붕소8 등과 같은 비금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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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의 일부를 치환시키거나 이 중 두 가지를 함께 산소

위치에 치환시키는 것이다.9 산소의 위치에 다른 비금속

을 치환하는 경우 TiO2의 띠 간격이 좁아져 가시광선 영

역의 에너지로도 전자가 원자가띠에서 전도띠로 전이할

수 있다. 또한 이와는 다르게 여러 가지의 전이금속으로

티타늄의 일부를 치환하거나10−15 란타늄 계열의 원고로

티타늄을 도핑하는16,17 많은 연구들도 보고되어 있다. 최

근에는 TiO2의 띠 간격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금속과 비금

속 원소들을 동시에 티타늄과 산소 위치에 도핑하는 연

구결과들도 역시 보고되고 있다.18,19 두 번째 방법은 TiO2

의 표면이나 전체적인 구조를 변화시켜 양자효율을 증가

시키는 방법이다. TiO2 결정의 크기, 입자의 형태 그리고

표면적의 크기가 TiO2의 광촉매 활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

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최근에는 TiO2 입자를 속이 비

어있는 구형의 형태로 제조한 결과가 보고되었는데 이

입자를 광촉매로 사용한 경우 빛의 반사를 줄여 궁극적

으로 흡수되는 빛의 양이 늘어나게 되어 광촉매 활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20 또한 표면에 히드록실기

(hydroxyl group)를 도입했을 때,21 그리고 구조 내에 산소

결핍(oxygen deficiency)이 생겼을 때22 TiO2의 광촉매 효율이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최근에 TiO2 또는 ZnO의 nanowire

(NW) 또는 nanotube (NT)를 이들의 기판위에 1차원으로

매우 잘 배향된 형태로 직접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

되었으며 이 방법을 이용하여 제작된 태양전지 및 광촉

매들이 보고되었다.23,24 세 번째 방법은 TiO2의 입자에 금

속나노입자를 부착하여 플라즈몬 효과를 나타내게 하거

나 띠 간격이 작은 무기반도체 나노입자를 부착하여 가

시광선 영역에서도 촉매활성을 나타내도록 하는 방법이

다. 최근에 TiO2에 플라즈몬 효과를 나타내는 금속나노입

자를 결합시켜 가시광선 영역에서도 보다 높은 효율로 작

동하는 광촉매 및 태양전지가 성공적으로 제조되었다.25−28

최근 1가의 산화수를 가지는 구리화합물, 예를 들면 copper

iodide (CuI), copper oxide (Cu2O) 및 copper chacogenides

(Cu2S, Cu2Se)들에서 아주 어두운 환경에서도 antibacterial

및 antiviral 특성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었다.29 또한

2가의 산화수를 가지는 구리화합물(CuS, CuSe 등)들은

그들의 좁은 띠 간격에 기인하여 가시광선 영역에서도

VOCs를 산화시켜 분해하는 광촉매 특성을 나타내는 결

과가 보고되었다.30−33 2가의 구리화합물 나노입자들은 이

미 TiO2에 결합하여 quantum dot 효과를 나타내는 물질로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구리화합물들의 특성을 토대로 CuxO

와 rutile TiO2를 혼합하여 제조한 입자를 실내의 녹색환

경을 위한 재료로 사용한 결과가 Hashimoto 연구팀에 의

해 제안되었다.34 본 연구에서는 anatase TiO2와 CuxO를

양파껍질처럼 겹층으로 제조하고 제조된 TiO2/CuxO 복합

체의 광특성, 광촉매 활성 및 항균성을 검사하였다. 

EXPERIMENTS

시약 및 기기

Anatase TiO2 (Aldrich, 99.8%), NaOH (OCI, 98%), CuCl2

(삼전순약(주), 99.5%), Glucose (OCI, anhydrous)의 시약들은

더 이상의 정제과정 없이 구입한 그대로 사용하였다. 시료의

흡광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UV-visible spectrophotometer

(Shimadtzu)를 사용하였으며 입자의 구조분석을 위하여

X-ray diffractometer (Rigaku)를 사용하였다.

 

TiO2/CuxO 복합체의 합성 및 분석

먼저 100 mL의 증류수가 채워진 삼각플라스크에 anatase

TiO2 입자를 분산시킨 후 5분간 잘 저어준다. TiO2가 분산

된 수용액에 CuCl2 0.1g을 가한 후 용액을 잘 교반하면서

90 oC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수용액에 CuCl2를 가

할 때 CuO의 형성을 확인할 수 있다. 반응이 완료된 후

1% NaOH 용액 8 mL를 가하여 전체 용액의 pH를 조절한

다. 적절한 pH를 유지하면서 이 용액에 1% glucose 용액

6−10 방울을 주사기를 이용하여 첨가하였다. 혼합용액을

교반하며 90−95 oC에서 1−2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이 때

검은색의 CuO 일부가 환원되어 Cu2O로 변화하면서 입자

들의 색깔이 옅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교반을 멈추고 플

라스크를 20분 방치한 후 용액을 원심분리기용 시험관에

옮기고 1차 원심분리를 행하였다. 원심분리 후 윗물을 제

거하고 새로운 증류수를 가한 후 2차 원심분리를 행하였

다. TiO2/CuxO 복합체를 제조하는 과정을 Fig. 1에 도식적

으로 나타냈다. 최종적으로 얻어진 입자들은 110 oC에서

12시간 동안 건조시켰다. 건조 후 얻어진 시료에 대하여

XRD 분석을 통하여 CuxO 형성 및 입자들의 결정성을 확

인하였다. XRD 분석은 sample holder에 입자를 부착시킨

후 2θ를 20−60 degree까지 변화시키며 진행하였다. 흡광도

분석을 위해서 UV-vis spectrophotometer를 사용하여 TiO2

및 TiO2/CuxO 복합체 입자 시료들을 KBr Cell에 부착한

후 반사흡광(Reflectance)을 측정하였다. 흡광분석은 200−

800 nm까지의 영역에서 진행하였다.

제조된 시료와 비교군으로 사용된 P-25 시료의 광촉매

Figure 1. The preparation diagram of TiO2/CuxO heterojunction
comp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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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 실험은 태양광하에서 수용액 중의 methylene blue의

분해능을 살펴보는 것으로 진행하였다. 일정량의 시료입

자를 수용액에 분산시킨 후 이 용액에 methylene blue를

정해진 농도로 첨가한다. 어두운 곳에서 용액을 2시간 저

어주면서 방치하여 분산된 입자에 methylene blue가 충분

히 흡착되도록 한다. 이 후 용액 중의 methylene blue의 농

도를 측정한 후 용액에 태양광을 쪼이기 시작하여 120분

동안 용액에서의 methylene blue 농도변화를 측정하였다.

5월의 태양은 어느 정도 강렬하기 때문에 본 실험에서는

맑은 날(2013년 5월 23일 10−15시 사이) 태양광에 의한

광촉매 실험을 진행하였다. 용액을 계속 저어주면서 용액

에 태양광을 조사하여 용액 중의 methylene blue 농도의

변화를 30분 간격으로 120분 동안 측정하였다. Methylene

blue는 벤젠고리를 함유하는 유기화합물로서 660 nm 부

근에서 자외선(UV)을 강하게 흡수하는 물질로 광촉매 실

험에서 분해되는 유기물로 자주 이용되는 화합물이다.

660 nm에서의 흡광 peak 크기가 시료의 광촉매 활성에 기

인한 methylene blue의 분해되는 양에 반비례하여 감소하

는 정도를 살펴보는 것이다. 모든 실험은 실온에서 진행

하였으며 일정 시간 경과 후 용액시료를 채취하여 원심

분리한 후 이 용액에 함유된 methylene blue의 농도를 측

정하였다.

항균성 실험

TiO2/CuxO 복합체의 항균성을 테스트하기 위하여 진핵

생물인 A. nidulans wild type strain (A4)의 포자를 세포배

양기에 도말한 후 배양된 크기를 관찰하였다. 먼저 합성

한 TiO2/CuxO 입자를 각각 0.5 wt%, 1.0 wt%, 그리고 2.0

wt% 함유하는 배양액을 넣어 균주를 배양하였다. 또한

비교실험을 위하여 anatase TiO2 입자만을 각각 0.5 wt%,

1.0 wt%, 그리고 2.0 wt% 함유하는 배양액을 넣어 균주를

배양하였다. TiO2/CuxO 및 anatase TiO2입자를 전혀 함유

하지 않은 배양액만으로 역시 균주를 배양하였다. 균주의

배양은 37 oC, 완전배지(complete medium)에서 3일간 이

루어졌다.

RESULTS AND DISCUSSION

본 실험에서 채택한 제조법에 의해 얻어진 시료의 XRD

자료를 Fig. 2에 나타냈다. 나타난 결과는 이미 알려진 anatase

TiO2, CuO, 그리고 Cu2O의 XRD 자료와 완전히 일치하였

으며 어떠한 불순물도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CuO 및

Cu2O peak가 작게 나타난 이유는 TiO2/CuxO 복합화합물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Ti와 Cu의 몰비를 84:1로 조절하여 Cu

의 양이 상대적으로 매우 작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 실

험에서 채택한 방법으로 TiO2/CuxO 복합화합물이 성공적

으로 합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제조된 TiO2/CuxO 복합화합물과 비교군으로 채택한 anatase

TiO2 시료의 UV-vis 흡광스펙트럼을 Fig. 3에 나타냈다.

TiO2의 경우 400 nm 이상 가시광선 영역의 파장에서는 전

혀 흡수가 발생하지 않았고 400 nm 이하의 자외선 파장

에서는 거의 모든 빛을 흡수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의

결과와 같은 스펙트럼 모양을 나타내고 있다. TiO2/CuxO

복합화합물의 스펙트럼을 보면 TiO2 시료와 마찬가지로

400 nm 이하의 자외선 영역에서는 흡광이 강하게 발생했

으며 400 nm 이상의 파장을 가지는 가시광선의 전 영역

에서도 흡광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CuxO 화합물은 가시광선의 전 영역에서 빛을 흡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TiO2/CuxO 복합화합물은 기존의

TiO2에 기인한 자외선에서의 촉매활성은 물론 CuxO의 가

Figure 2. XRD pattern of TiO2/CuxO heterojunction compound.

Figure 3. UV-vis spectrum of TiO2/CuxO heterojunction comp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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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광선 흡광능력에 의해 가시광선 영역에서도 촉매역할

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었다. 

TiO2/CuxO 복합화합물과 비교군으로 채택한 anatase

TiO2 시료의 광촉매 활성을 나타내는 결과를 Fig. 4에 나

타냈다. Fig. 4(a)에서는 anatase 시료를 광촉매로 사용한

경우 태양광을 120분 동안 조사하는 동안 30분 간격으로

methylene blue의 농도감소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

서 나타난 바와 같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methylene

blue의 농도가 감소하며 120분 후에 최종적으로 용액중의

methylene blue 농도가 28% 감소하였다. 같은 양의 TiO2/

CuxO 복합화합물 입자를 분산시킨 용액에 태양광을 120

분 동안 조사한 후 용액에서의 methylene blue 농도의 변

화가 Fig. 4(b)에 나타나 있다. 그림을 살펴보면 anatase를

사용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methylene

blue의 농도가 감소하였으며 120분 후에는 최종적으로

44%의 농도 감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 두 시료 모두 anatse

TiO2를 함유하기 때문에 태양광에 포함된 자외선에 의한

광촉매 활성은 비슷하겠으나 TiO2/CuxO 복합화합물 입자를

분산시킨 용액에서 전체적인 광촉매 활성이 높게 나타난

것은 태양광 내의 가시광선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결국 가시광선에 의한 유기물 분해능에서 TiO2/CuxO

복합화합물이 anatase에 비하여 높은 활성을 나타내는 것

으로 결론지을 수 있었다. 

진핵 생물인 A. nidulans wild type strain (A4)의 포자를

세포배양기에 도말한 후 배양된 크기의 사진이 Fig. 5에

나타나 있다. Fig. 5(a)의 사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아무

런 입자를 첨가하지 않은 비교군 시료에서는 균의 성장

이 많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TiO2를 0.5 wt%

(Fig. 5(b)), 1.0 wt% (Fig. 5(c)), 그리고 2.0 wt% (Fig. 5(d))

함유하는 배양액에서도 균의 성장이 활발히 진행되어 입

자를 첨가하지 않은 시료와 거의 차이가 없었다. 이로부

터 TiO2 입자는 첨가되는 양에 관계없이 항균성이 전혀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는 반대로 TiO2/CuxO

복합화합물 입자를 약간씩 첨가한 시료에서는 균들이 거

의 성장하지 않았다. Fig. 6(a)는 Fig. 5(a)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시료도 첨가하지 않은 배양액에서 자란 균주를

보여주는 것이며 따라서 균들이 많이 성장했음을 보여주

고 있다. 그러나 TiO2/CuxO 복합체 입자를 0.5 wt% (Fig.

6(b)), 1.0 wt% (Fig. 6(c)), 그리고 2.0 wt% (Fig. 6(d)) 함유

하는 배양액에서는 균의 성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1.0 wt% 이상의 입자를 첨가한 경우에는 균들이 완전히 사

멸되어 오직 배양액만 보여지고 있다. 나타난 결과로부터

TiO2/CuxO 복합화합물 입자의 항균성이 매우 뛰어남을

알 수 있었다. 앞서 anatase TiO2에서 항균성이 전혀 나타

Figure 4. Photodegradation of methylene blue under sun light for 0, 30, 60, 90 and 120 min. with (a) anatase and (b) TiO2/CuxO.

Figure 5. The results of cell culture depending upon the amount
of anatase with (a) 0 wt%, (b) 0.5 wt%, (c) 1.0 wt%, and (d) 2.0 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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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지 않았음을 감안할 때 이러한 TiO2/CuxO 복합화합물

입자의 항균성은 복합체에 포함된 CuxO의 역할로 여겨진

다. 다만 이들 TiO2/CuxO 복합체에서 CuxO의 항균성이 TiO2

에 의해 시너지 효과를 발생하는 가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CONCLUSIONS

수용액 중에 anatase TiO2를 분산시킨 후 CuCl2를 가수

분해하고 glucose를 가하여 TiO2/CuxO 복합체를 제조하였

다. 제조된 TiO2/CuxO 복합체는 기존의 TiO2에 비하여 가

시광선 영역에서의 흡광도가 현저히 증가하였으며 결과

적으로 가시광선에 의한 광촉매 활성이 anatase TiO2에 비

하여 매우 뛰어났다. 항균성 실험에서 anatase TiO2만을

첨가한 시료에서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균주가 매우 왕성

하게 성장하여 이 시료는 입자의 첨가한 양에 관계없이

항균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TiO2/CuxO 복합

체를 첨가한 시료에서는 균의 성장이 전혀 일어나지 않

았다. 시료를 1 wt% 이상 첨가한 시료에서는 균주들이 완

전히 사멸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로부터 TiO2/

CuxO 복합체의 항균성이 뛰어남을 알 수 있었다. anatase

TiO2에서는 항균성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항균성은

CuxO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TiO2/CuxO

복합체는 가시광선에서도 뛰어난 광촉매 활성을 나타내

며 항균성을 겸하고 있어 이러한 복합체를 사용할 경우

실내의 유기화합물을 쉽게 분해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공기 중의 균을 살균하는 작용까지

하기 때문에 실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재료로 여겨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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