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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각종 산업에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는 유기용제는 대기 및 수질, 토

양에 순환하면서 심각한 환경 문제를 야기한다. 특히 산업 폐수와 농

업의 유출로 인해 많은 유기 오염원이 수질 속에 유입되면서 이들의 

독성과 분해 방법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1]. 페

놀, 클로로포름과 같은 벤젠, 할로겐화 탄화수소류의 휘발성 유기화합

물질은 호흡, 피부 접촉 등을 통해 체내에 흡수될 경우 심각한 장애나 

사망에 이를 수 있고, 발암을 유발하는 맹독 물질로 분류된다[2].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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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환경과 인체에 유해한 난 분해성 유기 오염물질 처리 방법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난 분해성 유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생물학적 

처리, 열처리 공정, 물리 화학적 방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되고 있

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 고급산화공정

(advanced oxidation processes, AOP)이다[3]. 고급산화공정(AOP)은 강

력한 산화력을 갖는 수산화 라디칼(hydroxyl radical, OH⋅)을 생성하

여 난 분해성 유기물을 산화시키는 공정을 뜻하며, 오존에 pH를 조절

하거나 UV, H2O2 등을 첨가하여 산화력을 증대시킬 수 있다. 고급산

화공정의 종류에는 펜톤 산화법[4], 오존 산화법[5], UV 공법[6], 초임

계산화법[7] 등이 있으며, 1990년대 초부터 반도체를 이용한 광 촉매 

처리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광 촉매를 이용한 산화 공정은 다른 산화 공정에 비해 저렴한 설치 

비용과 추가적인 화학약품이 필요 없고, 광 에너지만을 활용하여 반

영구적으로 수산화 라디칼을 생성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획기적인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광 촉매의 원리를 간단히 설명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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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본 연구는 TiO2 골격에 Pd을 삽입시켰을 때 나타나는 광 촉매 성능의 차이에 초점을 두고, TiO2와 x mol% Pd-TiO2 
(x = 0.25, 0.5, 0.75 그리고 1.0)의 5가지 촉매를 제안하였다. 전형적인 졸-겔 방법을 사용하여 촉매를 합성하고 각 촉매
의 페놀 광 분해 성능을 평가하였다. XRD, TEM, SEM/EDS, UV/Vis 분광법, 광 발광 분광법 등을 이용하여 촉매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확인하였고, 광 발광 분광법 및 광 전류 측정으로 광학적 특성을 확인하였다. Pd 이온을 첨가하면 
촉매의 밴드 갭이 감소하고, 광 생성된 전자와 정공 사이의 전하 분리가 쉽게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0.75 mol% 
Pd-TiO2 촉매상의 페놀 광 분해 성능은 순수한 TiO2보다 3배 더 높았는데, 이는 광 촉매 반응 중에 Pd 이온이 전자 
캡쳐 역할을 하여 일어난 결과로 여겨진다.

Abstract
This study focused on the difference of photocatalytic performance by the incorporation of Pd into the TiO2 framework and 
suggested five different catalysts composed of TiO2 and x mol% Pd-TiO2 (x = 0.25, 0.5, 0.75, and 1.0). A typical sol-gel 
method was used to synthesize catalysts, and the phenol photodegradation performance of each catalysts was evaluated. The 
physicochemical and optical properties of catalysts were confirmed by X-ray diffraction (XRD), transmission electron micro-
scopy (TEM), scanning electron microscopy/energy dispersive spectrometer (SEM/EDS), ultraviolet/visible spectroscopy 
(UV/Vis), photoluminescence spectroscopy (PL), and photocurrent measurements. With the addition of Pd ions, the band gap 
of catalysts was shortened and the charge separation between photogenerated electrons and holes easily also occurred. As 
a result, the phenol photo-destruction performance over 0.75 mol% Pd-TiO2 catalyst was 3 times higher than that of pure 
TiO2. This is believed to be due to Pd ions acted as an electron capturing function during photocatalysis. 

Keywords: photodegradation, phenol, photocatalysts, Pd-TiO2, effective charge sep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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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 갭 이상의 빛이 촉매 표면에 조사되면 광 에너지를 흡수하여 가

전자대(valence band, VB)에서 전도대(conduction band, CB)로 전자가 

들뜨게 된다. 이때, VB에는 정공이 생성되고 CB에는 광 전자가 생성

되어 각각 촉매 표면의 물과 산소와 반응하여 수산화 라디칼 및 초과

산화 이온을 생성하여 수질 속에 존재하는 유기물을 산화할 수 있게 

된다[8-10]. 

고급산화공정에 이용되는 다양한 반도체 재료 중에서 이산화 티탄

(TiO2)은 대표적인 광 촉매로 사용되고 있다. TiO2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과 높은 산화 전위, 무독성, 화학적/열적 안정성 등 여러 장점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다. 하지만 수 처리 기술에서 TiO2 광 

촉매가 상용화되기에는 여전히 보완할 점이 존재한다[11]. 

이미 많은 연구에서 TiO2는 빛을 흡수하여 광 생성된 전하들이 빠

르게 전자-정공 재결합(e-/h+)에 의한 광 이용 효율의 한계점이 보고되

었다[12]. 따라서 전자-정공 쌍의 재결합을 방지하고, 가시 광 영역까

지 광 활성을 넓히기 위해 TiO2의 구조를 변형하거나 새로운 촉매를 

찾고자 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금속 이온을 도핑 하

거나 전자 주게(electron donor) 및 홀 제거제(hole scavenger)의 첨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광 촉매의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13]. 그중에

서도 Pt, Au, Rh 등의 귀금속이 도핑된 TiO2는 전자-정공 분리가 촉진

되고, 가시 광 영역까지 흡광 범위가 확장되면서 광 촉매 성능이 향상

된다고 매우 잘 알려져 있다[14-16]. 도핑시키는 금속들의 페르미 준

위가 일반적으로 TiO2보다 낮아서 분리된 전자의 임시 저장소 역할을 

하여 전자와 정공 쌍의 분리 효율을 향상시켜주는 것이다. 특히나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Pd 금속에 대한 광 활성 증가는 기존에 여

러 논문에 의해 보고되어 있다[17-19]. 기존에 보고된 연구들은 보통 

TiO2나 ZnO와 같은 금속 산화물 표면에 질량 비 1~3 wt%로 Pd 을 

도핑시킨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많이 연구되

던 금속 산화물 표면에 Pd을 도핑시키는 방법과 달리 골격 치환법을 

이용하여 구조적으로 보다 안정한 촉매를 만들고자 하였다. 뿐만 아

니라 첨가되는 고가의 귀금속 Pd의 양을 최대한 줄이면서 광 촉매 성

능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Pd 도핑 비율을 찾고자 하였다.

따라서 기본 물질로서 TiO2를 제시하고, TiO2 골격 안에 일부 Pd 이

온을 삽입하여 x mol% Pd-TiO2 (x = 0.25, 0.5, 0.75, 그리고 1.0) 복합 

반도체를 만들었다. TiO2에 다른 몰 비율의 Pd을 도핑하여 광 활성을 

비교하고자 하였으며, 산업 폐수 속의 대표적인 유해 발암 물질인 페

놀 분해 성능을 평가하면서 최적의 도핑 비율을 찾고자 하였다. 최대 

1.0 mol% 미량의 귀금속 Pd 도핑을 통해 전자-정공 쌍 사이의 재결합 

시간을 연장시키고, 수산화 라디칼 생성을 증가시킴으로써 광 촉매 

성능을 높이고자 하였다. 

합성 방법은 일반적인 졸-겔(sol-gel)법을 이용하였고[20], 합성한 x 

mol% Pd-TiO2 (x = 0.25, 0.5, 0.75, 그리고 1.0) 촉매를 수중 부유 페

놀 광 분해 반응에 이용하였다. 제조한 촉매 TiO2 및 x mol% Pd-TiO2

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X-선 회절 분석기 (XRD), 주사

전자현미경(SEM)/에너지 분산 형 X선 분광 법(EDS), 투과전자현미경

(TEM)을 사용하였다. 또한 광 발광(photoluminescence) 및 광 전류

(photocurrent) 측정을 통해 촉매의 광학 특성을 이해하고자 하였고, 

수중 부유 페놀 광 분해 반응을 통해 광 촉매 활성을 비교하였다.

2. 실    험

2.1. TiO2 및 x mol% Pd-TiO2 (x = 0.25, 0.5, 0.75, 그리고 1.0) 

입자의 합성

본 연구에서 사용된 촉매는 모두 전형적인 졸-겔(sol-gel) 합성법으

로 제조하였다. 기본 물질로서 TiO2를 제시하고, 골격 치환 방법으로 

TiO2 골격의 Ti 일부를 Pd 이온으로 대체하여 서로 다른 몰 비율의 

Pd이 도핑된 x mol% Pd-TiO2 (x = 0.25, 0.5, 0.75, 그리고 1.0) 나노 

입자를 만들었다. 구체적인 합성 과정은 다음과 같다: Ti와 Pd의 출발

물질로서 각각 4-이소프로폭사이드티타늄(titanium tetraisopropoxide, 

98.0%, Junsei Chemical, Japan)과 염화팔라듐(PdCl2, 99.9%, Sigma 

Aldrich, USA)를 사용하였다. TiO2 및 x mol% Pd-TiO2 (x = 0.25, 0.5, 

0.75, 그리고 1.0)을 합성하기 위해 먼저 무수에탄올 500 mL에 출발물

질인 4-이소프로폭사이드티타늄을 0.1몰 첨가하였다. Pd-TiO2의 경우, 

추가적으로 x몰의 염화팔라듐을 첨가한다. 출발물질들이 혼합된 용액

을 1 h 정도 교반한 후 초순수 0.4몰을 첨가해준다. 2 h 가량 재 교반 

후, 최종 균일 혼합 용액을 80 ℃에서 증발 과정을 통해 용매를 제거

한다. 용매가 제거되고 남은 침전물을 400 ℃에서 4 h 동안 소결시켜 

최종적으로 TiO2 및 x mol% Pd-TiO2 (x = 0.25, 0.5, 0.75, 그리고 1.0) 

촉매를 얻을 수 있었다.

2.2. 입자의 물리화학적 특성 및 광학 특성 분석

졸-겔법으로 합성한 TiO2 및 x mol% Pd-TiO2 (x = 0.25, 0.5, 0.75, 

그리고 1.0) 나노 입자의 결정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X-선 회절 분석

기(X-ray diffraction, XRD, 일본 Rigaku사, MiniFlex 600)를 사용하였

다. 니켈이 필터 된 CuKα (λ = 1.5056 Å) 방사선을 이용하였고, 

2θ = 10~90°의 범위에서 측정되었다. 입자의 형상과 크기는 투과전

자현미경(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TEM, 일본 HITACHI사, 

JEOL 2000EX) 및 주사전자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일본 HITACHI사, S-4100)으로 관찰하였다. 또한, 에너지 분산 

형 X-선 분광법(energy dispersive spectrometer, EDS, Horiba사, 

EX-250)을 통해 촉매의 원소 성분을 분석하고, mapping 분석으로 촉

매 입자 내의 원소 분산 형태를 확인하였다. 

입자의 광 전류 측정(photocurrent)은 입자를 FTO glass 위에 코팅

하여 셀 형태로 제작한 후, 백금 와이어를 상대 전극(counter elec-

trode)으로 하여 2전극 시스템으로 측정하였다. 일정한 단위 면적을 

갖는 입자(작업 전극, working electrode)에 30 s 간격으로 빛을 조사하

여 빛을 조사하였을 때 증가하는 광 전류 값을 측정하였고, 이를 바탕

으로 입자의 광 효율을 예상하였다. 입자의 광 흡수 특성과 수중 부유 

페놀 광 분해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자외선-가시광선 분광광도계 

(UV-visible spectroscopy, 일본 SCINCO사, Neosys-2000)를 사용하였

다. 마지막으로 촉매의 광 생성된 전자-정공 쌍(e-/h+) 사이의 재결합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 광 발광 분광기(photoluminescence spectro-

scopy, PL, 일본 SCINCO사, FS-2)을 이용하였고, 325 nm 파장에서 

He-Cd 레이저 광원을 사용하였다.

2.3. 수 현탁 페놀 광 분해 반응

수 현탁 페놀 광 분해 반응은 Figure 1과 같이 당 연구실에서 직접 

제작한 액상 광 반응기를 이용하였고, 시간에 따른 자외선-가시광선 

분광광도계 측정을 통해 촉매의 페놀 분해 성능을 평가하였다. 반응

에 사용되는 수중 부유 페놀의 농도는 50 ppm으로 고정하였고, 광 촉

매 0.5 g 및 과산화수소수 5.0 mL를 사용하였다. 광 분해 반응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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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광원은 365 nm 파장의 UV-lamp (6 W/cm2, 3개)를 사용하였으며, 

30 min 간격으로 반응기에 남아있는 수중 부유 페놀 용액을 9 mL씩 

분취하였다. 분취한 수중 부유 페놀 용액을 원심분리한 후, 상층 용액

의 자외선-가시광선 분광광도계 측정으로 페놀이 완전히 분해될 때까

지 걸린 시간을 확인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합성된 x mol% Pd-TiO2 (x = 0.25, 0.5, 0.75, 그리고 1.0) 나노 

입자의 물리화학적 특성

Figure 2는 합성된 TiO2와 x mol% Pd-TiO2 나노 입자의 XRD 패턴

을 나타낸 것이다. 합성된 입자들의 모든 XRD 피크는 I41/amd 공간 

그룹을 갖는 정방정계의 아나타제(anatase) 결정 구조를 가지며 문헌 

정보의 데이터와 일치한다(JCPDS card no. 01-089-4921). 순수한 TiO2

의 경우, 특성 피크가 2θ = 25.36 (101), 37.01 (103), 37.85 (004), 

38.64 (112), 48.15 (200), 53.97 (105), 55.19 (211), 62.81 (204), 68.88 

(116), 70.46 (220), 75.20 (215), 82.87° (224)에서 나타나는데, x mol% 

Pd-TiO2의 경우에도 모든 피크의 위치가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1.0 mol% Pd-TiO2의 경우 2θ = 33.84°, 41.93°에서 아주 약하

게 PdO의 피크가 확인되는데, 이는 Pd 1.0 mol%가 TiO2 골격 안에 

완전히 들어가지 못하고 일부가 빠져 나온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제

외하고는 모든 x mol% Pd-TiO2에서 Pd 이온이 TiO2의 골격에 뒤틀림 

없이 성공적으로 삽입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1.0 mol% Pd-TiO2 입자

를 제외하고, Pd이온이 첨가되면서 TiO2의 특성피크의 세기가 약간 

감소하고 넓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Pd이온이 첨가됨에 따

라 결정 크기가 감소하였음을 예측할 수 있다. 1.0 mol% Pd-TiO2의 경

우에는 부분적으로 골격이 뒤틀리면서 XRD 피크 세기의 변화가 예외

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를 바탕으로 Scherrer’s equa-

tion[21]을 이용하여 TiO2, 0.25 mol% Pd-TiO2, 0.5 mol% Pd-TiO2, 

0.75 mol% Pd-TiO2, 그리고 1.0 mol% Pd-TiO2 입자의 결정체 크기를 

계산했을 때, 2θ = 25.36° 피크를 기준으로 각각 14.67, 14.53, 13.94, 

13.61, 그리고 15.49 nm로 측정되었다.

Figure 3은 TiO2 및 x mol% Pd-TiO2 입자의 TEM 이미지를 보여준

다. TiO2에 도핑 한 Pd의 양이 증가할수록 입자의 크기가 감소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Figure 2에서 Scherrer’s equation으로 계산

한 결정 크기와 매우 유사한 값을 가진다. 전체적으로 12~15 nm의 

크기를 갖는 구형의 불규칙 입자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Pd의 양이 증

가할수록 1.0 mol% Pd-TiO2 입자를 제외하고는 입자 크기가 감소하

Figure 1. Apparatus of a photoreactor designed for phenol 
degradation.

Figure 2. XRD patterns of the prepared TiO2 and x mol% Pd-TiO2

(x = 0.25, 0.5, 0.75 and 1.0) powders.

(a) TiO2

 

(b) 0.25 mol% Pd-TiO2

(c) 0.5 mol% Pd-TiO2

 

(d) 0.75 mol% Pd-TiO2

(e) 1.0 mol% Pd-TiO2

Figure 3. TEM images of TiO2 and x mol% Pd-TiO2 (x = 0.25, 0.5, 
0.75, and 1.0) p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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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입자간 뭉침 현상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ure 4는 SEM/EDS mapping 분석 결과이며, TiO2 및 x mol% 

Pd-TiO2 입자 표면에 존재하는 성분의 조성 및 분산도를 나타낸다. 

Figure 4 (A)는 각 입자의 SEM 사진과 EDS 스펙트럼 결과이다. 1.0 

mol% Pd이 첨가된 입자를 제외하고, SEM 사진을 통해 순수한 TiO2

와 비교하여 Pd 첨가에 따라 입자의 크기들이 작아지는 것을 볼 수 

있고, EDS 분석 결과, 합성할 때 첨가한 전구체 외에 다른 성분들이 

입자 내에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0.25 mol% Pd-TiO2 

의 경우에 Pd이 미량 존재하여 EDS 스펙트럼에서는 Pd이 관찰되지 

않았다. 따라서 각 입자에 대해 원소 mapping 분석을 하였고, Figure 

4 (B)에 Pd 금속에 대한 mapping 결과를 제시하였다. EDS 결과에서

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mapping 결과와 Table 1을 바탕으로 각 입자에 

Ti와 O, 그리고 Pd의 성분이 균일하게 잘 분산되어 있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 Table 1은 EDS에 의해 결정된 모든 입자에서의 원자 조성 

비율을 나타낸다. 0.25 mol% Pd-TiO2, 0.5 mol% Pd-TiO2, 0.75 mol% 

Pd-TiO2, 그리고 1.0 mol% Pd-TiO2 입자에 실제 존재하는 Pd 원자 %

는 각각 0.00, 0.06, 0.10, 그리고 0.18이었고, Pd의 양이 증가할수록 

Figure 4. SEM images/EDS spectra (A) and Pd element mapping images (B) of the x mol% Pd-TiO2 (x = 0.25, 0.5, 0.75 and 1.0) powders.

Catalyst
Elements (atomic %)

Ti O Pd

(a) TiO2 23.08 76.90 -

(b) 0.25 mol% Pd-TiO2 23.63 76.37 -

(c) 0.5 mol% Pd-TiO2 21.79 78.15 0.06

(d) 0.75 mol% Pd-TiO2 19.49 80.41 0.10

(e) 1.0 mol% Pd-TiO2 19.84 79.98 0.18

Table 1. Atomic Compositions on the Surface of the TiO2 and x 
mol% Pd-TiO2 (x = 0.25, 0.5, 0.75 and 1.0) Particles Determined by 
EDS Analysis

(a) UV/Vis spectra

(b) Tauc’s plot

Figure 5. UV-Visible absorption spectra (a) and Tauc’s plot (b) of the 
synthesized TiO2 and x mol% Pd-TiO2 (x = 0.25, 0.5, 0.75 and 1.0) 
pow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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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의 양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ure 5 (a)와 (b)는 합성된 TiO2 및 x mol% Pd-TiO2 입자의

UV-Visible 흡광 곡선 및 Tauc식 변환 그래프를 나타낸다. 일반적으

로, 자외선-가시광선 흡수 분광법은 입자 표면의 화학적 특성으로 일

어나는 미세한 변화와 입자 크기 변화를 조사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

다. λ1/2라고 불리는 엑시톤(shoulder) 피크 또는 흡수 곡선 끝이 x축

과 만나는 지점을 외삽했을 때의 파장으로부터 에너지 밴드 갭을 예

측할 수 있다. 정방정계 anatase 구조의 TiO2 흡수 밴드는 300~400 

nm 파장에서 나타났고, Pd이 도핑될수록 흡수 밴드가 장파장까지 넓

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반도체 물질의 밴드 갭은 흡수한 

파장 범위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흡수한 파장이 장파장일수

록 밴드 갭은 감소한다[22]. 흡수 파장으로부터 밴드 갭은 다음과 같

이 Tauc식에 의해 계산할 수 있다[23]. : (hυ)n = B(hυ-Eg), 여기서 

hυ는 광자 에너지, α는 흡수 계수, B는 상대적인 물질에 따른 상수, 

지수 n은 전이 특성에 의존(직접 허용된 전이 상태에서는 2, 직접 금

지된 전이상태에서는 2/3, 간접 허용된 전이상태에서는 1/2)하는 값이

다. Figure 5 (b)에 Tauc식을 통해 얻은 모든 입자들의 밴드 갭을 제시

한다. TiO2, 0.25 mol% Pd-TiO2, 0.5 mol% Pd-TiO2, 0.75 mol% 

Pd-TiO2, 그리고 1.0 mol% Pd-TiO2 입자의 밴드 갭은 각각 3.18, 3.15, 

3.09, 3.04, 그리고 3.11 eV로 계산되었다. 1.00 mol% Pd-TiO2를 제외

하고 모든 입자에서 Pd 삽입에 따라 흡수 파장이 장파장까지 넓어지

면서 밴드 갭이 감소하였다.

Figure 6은 TiO2 및 x mol% Pd-TiO2 (x = 0.25, 0.5, 0.75, 그리고 

1.0) 나노 입자의 Pd 함량 비율에 따른 PL (photoluminescence) 스펙트

럼을 비교한 결과이며, 모든 입자에서 커브 위치 및 형태가 유사한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금속 도핑에 의해 새로운 산소 결함이 

생기게 되면, 전도대의 광 생성된 전자는 비어있는 공간에 도달하게 

되고, 가전자대에 있는 정공과 재결합하여 형광 빛을 내게 된다[24]. 

TiO2 나노 입자는 최대 여기 파장 325 nm의 빛을 쪼여주었을 때, 

380-500 nm 파장 범위에서 PL 신호가 넓고 세게 나타난다. x mol% 

Pd-TiO2 나노 입자에서 Pd이 삽입되면서 PL의 세기가 약해지는 현상

을 볼 수 있는데, Pd이 TiO2 골격 안에 삽입되면서 전자를 잡아주는 

역할(electron capture) 을 수행한다고 예측할 수 있다. Pd에 의해 전자

와 정공 쌍 사이의 재결합이 억제되어 최종적으로 x mol% Pd-TiO2의 

광 촉매 성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1.0 mol% Pd-TiO2 입

자는 다른 입자들과는 달리 350 nm 파장에서도 발광이 나타나는 것

을 알 수 있는데, Pd의 양이 증가할수록 Ti와는 다른 파장에서 발광이 

나타나는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PL 스펙트럼 결과, TiO2의 대표적

인 문제점이었던 전자-정공 쌍 사이의 재결합을 Pd 이온을 골격에 삽

입함으로써 구조적 결함 또는 산소 결손으로부터 제어가 가능할 것으

로 여겨진다.

Figure 7은 TiO2 및 x mol% Pd-TiO2 입자들의 시간에 따른 광 전류 

반응을 측정한 것으로, 30 s 간격으로 광원의 스위치를 조절하여 빛에 

반응하는 입자의 광 전류 값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빛을 조사하면 

광 생성된 전자와 정공 쌍이 분리되는데, 이는 광 전류 값으로 확인할 

수 있다[25]. 빛을 조사할 때 광 전류 값이 증가하는 것을 보면, 이는 

광에 의해 생성된 전자와 정공 쌍이 생성됨과 동시에 이들의 이동성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26]. 빛이 켜지면 광 전류 

값이 빠르게 증가하여 정상 상태에 도달했으며, 빛이 꺼지면 광 전류

는 순식간에 0으로 감소하였다. TiO2 및 x mol% Pd-TiO2 입자 모두 

네 번째 사이클까지 빛에 대한 광 전류 밀도 값의 변화가 일정한 것을 

알 수 있고, Pd의 첨가에 따라 광 전류 값에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순수한 TiO2와 0.25 mol% Pd-TiO2의 경우, 초기 광 전류 값은 

큰 차이가 없지만, 0.5 mol% Pd-TiO2과 0.75 mol% Pd-TiO2의 경우, 

광 전류 값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Pd이 TiO2에 도핑되면서 광 활성

화된 전자와 정공의 분리가 촉진되었고, 결국 촉매의 활성에 긍정적

인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다.

3.2. 합성된 TiO2 및 x mol% Pd-TiO2 (x = 0.25, 0.5, 0.75, 그리고 

1.0) 촉매의 수 현탁 페놀 광 분해 성능 평가

제조된 TiO2 및 x mol% Pd-TiO2 광 촉매 0.5 g을 이용하여 수 현탁 

페놀 광 분해 반응을 진행하였다. Figure 8은 각 촉매를 이용하여 광 

조사 시간에 따른 페놀용액의 UV/Vis 스펙트럼 및 페놀 분해율을 나

타낸 것이다. Figure 8의 (a)-(e)까지의 페놀 분해 용액의 UV/Vis 스펙

트럼을 보면, 초기 페놀이 광 분해되면서 여러 중간체를 거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미 많은 논문에서 페놀 분해 메커니즘이 잘 알려져 있

고[27-29], 이를 바탕으로 페놀의 광 분해 과정에서 중간체로 catechol 

Figure 6. Photoluminescence (PL) spectra of the TiO2 and x mol% 
Pd-TiO2 (x = 0.25, 0.5, 0.75 and 1.0) particles with different 
Pd-content.

Figure 7. The photocurrent responses under solar light irradiation for 
the TiO2 and x mol% Pd-TiO2 (x = 0.25, 0.5, 0.75 and 1.0) p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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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benzoquinone이 형성됨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도 catechol 및 

benzoquinone 중간체를 거쳐 페놀이 분해되었고, 특히, Pd이 첨가될수

록 페놀의 광 분해 반응이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0 

ppm의 페놀은 TiO2, 0.25 mol% Pd-TiO2, 0.5 mol% Pd-TiO2, 0.75 

mol% Pd-TiO2, 그리고 1.0 mol% Pd-TiO2 촉매에서 각각 330, 240, 

240, 100 min, 그리고 300 min만에 완전히 분해되었다. Figure 8의 (f) 

그래프는 광 조사 시간에 따른 페놀 용액의 분해 농도(C/C0) 값으로

서, TiO2와 비교하여 0.75 mol% Pd-TiO2에서 약 3배 정도 우수한 광 

분해 성능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1.0 mol% Pd-TiO2 촉매에서는 초기 

페놀 용액의 분해 속도는 빨라 보이지만 완전히 분해되는 시간은 더 

오래 걸렸다. Pd 1.0 mol%가 TiO2 골격 안에 완전히 들어가지 않으면

서 생긴 결함에 의한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 결과 물리적 특성뿐

만 아니라 광 전자-정공 쌍 사이의 재결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광 분해 성능이 감소된 것으로 여겨진다. 

Pd 첨가에 따라 광 분해 성능이 향상된 이유는 위에서 이미 설명한 

촉매의 물리화학적 특성과 광학 특성에 바탕을 둘 수 있다. 이를 기반

으로 하여 TiO2에 비해 Pd-TiO2 촉매에서 성능이 향상된 이유를 

Scheme 1로 예상하였다. TiO2의 골격에 Pd 이온이 삽입되면서 밴드 

갭이 감소하고, 전자 전달이 보다 용이하게 일어날 수 있다. Pd이 

TiO2 골격 안에 삽입되면서 Ti4+ 자리에 Pd2+가 위치하게 되는데, Ti4+

보다 Pd2+ 이온이 주위의 산소에 전자를 더 잘 밀어준다. 또한, 빠른 

광 전자-홀 쌍 생성과 더불어, Pd 이온이 전자 받게 역할을 수행하면

서 전자와 홀 사이의 재결합 속도를 지연시켜 촉매 활성을 높인 것으

로 예상할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TiO2를 기본 구조로 하고, TiO2 골격 안에 Pd을 서로 

다른 몰 비율로 삽입한 다양한 몰 비의 Pd-TiO2 촉매를 제시하였다. 

이들은 sol-gel법을 통해 합성되었고, 정방정계 anatase 구조의 TiO2 

골격에 부분적으로 Pd이 잘 삽입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미량의 Pd 첨

가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TiO2와 비교하여 물리화학적 및 광학 특성에 

차이를 보였으며, 특히, TiO2 골격에 Pd의 첨가량이 많아질수록 밴드 

갭이 감소하고, PL의 세기 역시 감소하였다. 뿐만 아니라 단위 면적 

당 빛에 반응하는 촉매의 광 전류 값은 Pd 첨가에 따라 증가하였고, 

결국 Pd-TiO2 촉매에서의 페놀 광 분해 성능은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a) TiO2 UV/Vis spectra

  

(b) 0.25 mol% Pd-TiO2 UV/Vis spectra

  

(c) 0.5 mol% Pd-TiO2 UV/Vis spectra

(d) 0.75 mol% Pd-TiO2 UV/Vis spectra

  

(e) 1.0 mol% Pd-TiO2 UV/Vis spectra

  

(f) The C/C0 versus irradiation time curve

Figure 8. UV-Vis absorbance spectra of phenol with TiO2 and x mol% Pd-TiO2 (x = 0.25, 0.5, 0.75 and 1.0) catalysts (a)-(e) under UV light 
irradiation and the C/C0 versus irradiation time curve of degradation of phenol (f).

Scheme 1. Expected model of photo electron transfer and Pd ions 
inserted to the TiO2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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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 0.75 mol%가 최적의 도핑비율로써 순수한 TiO2에 비해 페놀 광 

분해 성능이 3배 정도 높았다. 이는 효과적인 전하 분리와 광 반응 중

에 전자-정공 쌍 사이의 재결합 억제로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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