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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hosphorescent materials coated with titanium dioxide were fabricated and photocatalytic reactions between these materials and
VOCs gases were examined. A thin film (approx. 100 nm) of nanosized TiO2 was deposited on the Sr4Al14O25 : Eu2+, Dy3+,Ag+

phosphor using low-pressure chemical vapor deposition (LPCVD). The characteristics of the photocatalytic reaction were examined
in terms of the decomposition of benzene gas using a gas chromatography (GC) system under ultraviolet (λ  = 365 nm) and visible
light (λ > 420 nm) irradiation. TiO2-coated Sr4Al14O25 : Eu2+, Dy3+,Ag+ phosphor showed different photocatalytic behavior compared
with pure TiO2. TiO2-coated phosphorescent materials showed a much faster photocatalytic decomposition of benzene gas under
visible irradiation compared to the pure TiO2 for which the result was practically negligible. This suggests that the extension of the
absorption wavelength to visible light occurred through energy band bending by a heterojunction at the interface of the Sr4Al14O25-
TiO2 composite. Also, the Sr4Al14O25-TiO2 composite showed the photocatalytic decomposition of benzene in darkness due to the
photon light emitted from the Sr4Al14O25 phosph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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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광촉매(photocatalyst)란 빛에너지를 조사하면 에너지를

흡수한 촉매가 광활성을 나타내어 유해물질이나 각종 환

경오염물질을 분해시키고, 유기물들을 산화 또는 환원시

키는 역할을 한다.
1-3)

 반도체 성질을 가지는 대부분의 광

촉매는 금속 산화물계의 ZrO2, SnO2, TiO2, WO3, Fe2O3

와 금속 황화물계의 ZnS, CdS, CdSe, WS2, MoS2 등이

있다. 이들 중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연구되고 있는 광촉

매 재료는 TiO2로서 물리화학적으로 매우 안정하고, 은폐

력이 높아 백색안료로도 사용되어진다. 또한 굴절률이 높

아서 고굴절 세라믹스에도 많이 이용되고 있다. TiO2는

3.2 eV의 에너지 갭(gap)을 가지고 있어 376 nm 이하의 자

외선(ultraviolet rays) 영역에서는 높은 촉매 활성을 나타

낸다.
4)

 하지만, 태양광에는 지구 표면까지 전달되는 자외

선의 양은 5% 정도 밖에 되지 않고 강한 자외선은 인체

에 유해하기 때문에 상업적인 활용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

다. 따라서 가시광선 하에서 높은 효율을 보이는 촉매 물

질의 개발이 주요 연구대상이며, 지금까지 다양한 방법들

이 시도되고 있다.
5,6)

축광성 형광체(long lasting phosphors)는 자연광이나 실

내조명등에서 발생하는 빛을 흡수하여 여기(excitation) 상

태에 이른 후 광원이 차단되어도 낮은 에너지 상태로 전

이가 일어나면서 수 시간 빛을 방출하는 특성을 지닌다.

특히, alkaline earth aluminate 계에 속하는 SrAl2O4 : Eu
2+

,

Dy
3+

, Sr4Al14O25 : Eu
2+

,Dy
3+

, CaAl2O4 : Eu
2+

,Nd
3+

, BaAl2O4 :

Eu
2+

, Dy
3+ 
등은 발광휘도가 매우 높고 넓은 여기 및 발광

스펙트럼을 지니고 있어 많은 관심과 함께 실용화를 위한

연구개발이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7,8)

 

TiO2를 SiO2, SnO2, WO3, In2O3 등의 산화물과 이종접

합시키면 광반응 효율이 향상되고, 광활성이 일어나는 파

장이 가시광원 대로 넓혀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9-11)

또한, (Sr,La)TiO3+δ, Bi2WO6와 같은 perovskite 구조의 산

화물과 TiO2를 이종접합시키면 가시광원 하에서도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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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광촉매 반응이 나타난다고 보고되었다.
12,13)

 본 연구에

서는 perovskite 구조를 지닌 산화물 중에서 아직 시도되

지 않은 발광특성을 지닌 축광체 물질과 TiO2를 이종접

합시킴으로서 가시광원 하에서도 광촉매 반응이 일어나

고, 더불어 축광체로부터 발광되는 빛에 의한 광반응 현

상을 고찰하고자 실험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장잔광 특성과 발광강도가 우수한 Ag
+

를 도핑시킨 스트론튬 알루미네이트계(Sr4Al14O25:Eu
2+

,Dy
3+

)

축광성 형광체 분말을 사용하여 발광기판을 제조하고 저

압 화학기상증착(LPCVD)법으로 기판표면에 TiO2를 증착

함으로서 Sr4Al14O25-TiO2 복합소재를 제조하였다. 제조된

광촉매 복합소재에 대하여 광반응 대상가스로서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유해가스 중 하나인 벤젠(C6H6)가스를

사용하여 자외선과 가시광원, 어두운 암시야 상태에서의

광반응 특성을 고찰하였다.

2. 실험 방법

2.1. 축광성 형광체를 이용한 발광기판 제조

Ag
+
를 도핑시킨 Sr4Al14O25 : Eu

2+
, Dy

3+
, Ag

+
 축광성 형

광체 분말을 합성하기 위해서 사용한 출발원료는 Sr(NO3)2

(Aldrich, USA, 99%), Al(NO3)3·9H2O (Kyoto, Japan, 98%),

B2O3 (Junsei, 95%), Eu2O3 (Aldrich, USA, 99.99%), Dy2O3

(Aldrich, USA, 99.99%), AgNO3 (Duksan, 99.8%)이었고,

조성비 (molar ratio)는 Sr(NO3)2 : Al(NO3)3·9H2O : B2O3 : Eu2O3 :

Dy2O3 : AgNO3 = 3.64 : 13.5 : 0.5 : 0.11 : 0.22 : 0.03로 화학

양론에 맞춰 각각 칭량하였다. 그리고 Sr(NO3)2, Al

(NO3)3·9H2O, B2O3를 소량의 증류수에 용해시키고, 별도

로 Eu2O3, Dy2O3, AgNO3를 HNO3 용액에 용해시켜서 두

가지 용액을 준비한 후, 두 용액을 70
o
C에서 2시간 동안

300 rpm으로 교반 시키면서 혼합하였다. 그 후 박스로에

서 300
o
C, 2시간 열처리하여 완전히 건조시켰다. 건조시

킨 분말을 마노유발(agate mortar)로 분쇄한 후, 발광특성

을 나타내기 위해 전기로에서 수소 환원분위기(95%

N2 + 5%H2)와 1300 ~ 1500
o
C 범위에서 5시간 동안 열처리

하였다. 기타 자세한 제조방법은 참고문헌에 설명되었다.
14)

TiO2를 코팅시킬 수 있는 발광기판은 Fig. 1에 나타낸

공정 순서도와 같이 제조되었으며, 적정수준의 부착력을

지니기 위해서 축광성 형광체와 무기바인더인 액상 규산

소다(sodium silicate, Na2SiO3-x·H2O)를 각각 1 : 1.4 의 질

량비로 배합하여 슬러리로 만들어 슬라이드 글라스

(76 × 26 × 1 mm)위에 4 mm 두께로 도포하였다. 그리고 축

광성 형광체가 코팅된 유리 기판을 상온에서 2시간 동안

건조시킨 후, 마지막으로 발광기판 위에 액상 규산소다를

얇게 코팅하고 Sr4Al14O25:Eu
2+

,Dy
3+

,Ag
+ 
축광체 분말을 표

면에 균일하게 도포하였다. 그 후 60
o
C에서 2시간 동안

건조시켜 액상 규산소다가 기판 표면위에는 남아있지 않

도록 하였다. 

2.2. LPCVD 방법을 이용한 TiO2 증착

제조된 발광기판은 반응기에 넣고 1 torr 이하의 진공 하

에서 1시간 동안 유지시킨 후 기판을 10/min의 속도로 증

착 온도인 390
o
C까지 가열한 후, 증착 온도에 도달하면

Ar(carrier gas)과 O2(oxidizing agent gas)를 주입시키고

TTIP[titanium tetra isopropoxide, Ti(OC(CH3)2)4]를 순차적으

로 주입하여 반응기 내의 증착 조건이 균일하게 만들었다.

TTIP 전구체를 담은 bubbler 용기는 60
o
C로 유지시켰다. 

2.3. Sr4Al14O25-TiO2 복합소재의 물성과 광촉매 반응 측정

제작된 시편의 물성 및 형광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X-

ray diffractometer(DMAX-33, Rikaku)를 이용하여 결정구

조를 분석하고, Fluorescense spectroscopy(F4500, Hitachi)

를 이용하여 축광체의 발광특성을 측정하였다. 또한,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S-4700, Hitachi),

High resolution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JEM-4010,

JEOL)와 Energy dispersive spectroscopy(EDS, Oxford)를 이

용하여 미세구조와 성분분석을 수행하였다. 광분해 반응

은 GC(Gas Chromatography, 7890A, agilent) 분석기기를

사용하여 VOCs 유해 가스의 주요 성분 중 하나인 벤젠

가스(C6H6)에 대한 광분해 반응을 측정하였다. Fig. 2는

GC를 이용한 광분해 측정 장치의 모식도이다. 광분해 시

스템은 광반응을 일으키는 반응부와 광반응에 의해 분해

된 벤젠가스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분석계로 나눌 수

있다. GC는 분석계로 분류되며 가스 공급계, oven, data

system으로 구분되고 분석의 흐름은 시료를 도입하여 분

리한 후 검출하고 분석하게 된다. 개략적인 광분해 분석

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광분해 반응이 일어나는 2l 규격

의 가스백에 발광기판을 가스백 하단 전체면적 대비 80%

를 장착하고 벤젠 10 ppm을 주입하였다. 여기에 자외

Fig. 1. Schematic diagram of the preparation process for

phosphorescence subst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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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75-W mercury lamp, λ = 365 nm)이나 가시광(100-W

white light lamp with a UV-filter, λ > 420 nm) 광원을

조사하고 일정시간이 지난 후 1 ml 용량의 실린지로 시료

를 추출하여 GC inlet에 주입하였다. 시료는 기화되어

carrier gas인 He에 의해 column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 후

column 내에서는 주입된 시료 성분이 단일 화합물로 분

리되고, detector에서 전기적인 신호로 변환되어 정량에 비

례한 chromatogram을 나타낸다. Table 1에 GC system의

상세한 측정조건을 나타내었다. 

3. 결과 및 고찰

TiO2 박막층의 결정 특성을 고찰하기 위해 단결정 Si

wafer에 LPCVD 방법으로 증착된 TiO2 시편에 대해서 X-

선 회절분석과 미세구조를 고찰하였다. Fig. 3은 기판 온

도를 390
o
C로 60초간 TiO2를 증착한 시편의 XRD 패턴으

로서, TiO2는 anatase 상(JCPDS 21-1272)으로 결정이 생성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TiO2의 단일면적과 동일 두께

에서 최적 광촉매 효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진 (112)

결정면에 해당되는 회절 피크(peak)가 38.2
o
(2θ) 부근에서

나타났다.
15)

 

Fig. 4는 Fig. 3과 동일 조건에서 제작된 TiO2 박막층의

미세구조를 주사전자현미경(FESEM)으로 관찰한 미세구

조 사진이다. Fig. 4(a)는 시편의 단면을 관찰한 사진으로

서 증착된 TiO2 박막이 약 100 nm 두께의 주상구조(pillar-

shaped structure)로 성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Fig. 4(b)는

TiO2 박막의 표면을 관찰한 사진이며, 활성점(active site)

들로부터 성장된 주상구조의 입자들이 조밀하게 채워진

형태로서 표면층은 다소 거친 형상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외부에서 조사된 광원에 의해 생성되는 전자와 정

공이 표면부 활성점 수에 비례하여 광촉매 반응의 효율

이 증가하는 것으로 유추될 수 있으며, 이로부터 제작된

Fig. 2. Schematic diagram of the photocatalytic reaction test system with a Gas chromatography. 

Table 1. GC Operating Conditions for the Photocatalytic Decom-

position of Benzene

Components

Inlet pressure 4.87 psi

Inlet temperature 150
o
C

Split ratio 20 : 1

Oven temperature 70
o
C

Detector temperature 200
o
C

H2 flow 30 ml/min

Air flow 300 ml/min

He flow 30 ml/min

Fig. 3. X-ray diffraction pattern of the TiO2 thin film deposited

by LPCVD.

Fig. 4. FESEM images of TiO2 grown on the Si substrate by

LPCVD: (a) cross section and (b) surface morph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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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편이 우수한 광분해 효율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Fig. 5(a)는 Sr4Al14O25:Eu
2+

,Dy
3+

,Ag
+ 
축광체 기판에 TiO2

를 60초간 수 회 증착시킨 시편을 고분해능 투과전자현

미경(HRTEM)으로 관찰한 Sr4Al14O25-TiO2 계면의 명시야

이미지이고, Fig. 5(b)는 Sr4Al14O25-TiO2 계면의 서로 다

른 위치[Fig. 5(a)에 (1) ~ (5)로 표시]에서 성분분석을 한

EDS spectrum이다. TEM 사진에서 (1)은 TiO2 층 영역,

(5)는 축광체 영역, (2)~(4)는 Sr4Al14O25-TiO2 계면 영역이

다. (2), (3), (4)의 계면 위치에서 측정된 EDS 스펙트럼들

은 O, Ti, Sr, Al 원소에 해당되는 피크들이 공존하고 있

다. EDS 성분분석에 의해 nm 이하의 매우 얇은 두께일

수도 있는 SrTiO3 중간상이 생성되는 영역을 명확히 구

분할 수는 없으나, Ti와 Sr 이온이 공존하는 부분에서

SrTiO3 중간상이 생성되었을 가능성은 높다고 판단된다.

CaAl2O4에 TiO2가 코팅된 복합재료의 경우, 계면에서 TiO2

층내로 Ca 이온의 확산에 의해서 CaTiO3(perovskite)라는

중간상이 생성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16)

 이와 유사하게

Sr4Al14O25와 TiO2의 계면에서 일부 Sr 이온들이 TiO2 내

로 확산함으로서 중간상(intermetallic compound)인 SrTiO3

(perovskite structure)이 생성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계면에서 생성된 SrTiO3 결정상은 에너지밴드 갭 크기가

3.2 eV로서 TiO2의 에너지 갭과 유사하여 광분해 반응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17)

 

Fig. 6은 Sr4Al14O25 : Eu
2+

,Dy
3+

, Ag
+ 
축광체와 이를 60초간

TiO2 코팅시킨 후 상대 발광강도(relative luminous intensity)

를 측정한 발광 스펙트럼이다. TiO2 박막이 코팅된 시편

은 코팅되지 않은 축광체보다 발광강도가 감소하였다. 이

는 축광체 표면에 코팅된 TiO2 층이 축광체의 여기와 발

광 과정에 대한 장애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축

광체가 일정 발광세기를 유지할 경우, 축광체의 부피가

TiO2보다 절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축광체에 의해 발광되

는 빛이 TiO2의 광활성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다. 

Fig. 7은 자외선(λ = 365 nm) 및 가시광원(λ > 420 nm) 조

사 하에서 시간 변화에 따른 Sr4Al14O25-TiO2 복합소재의

Fig. 5. Microstructure and composition analysis of the LPCVD TiO2-coated Sr4Al14O25: (a) TEM cross-sectional image and (b) EDS

spectra near the interface of TiO2-Sr4Al14O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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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젠가스에 대한 광분해 반응을 측정한 그래프이다. 가시

광원은 100-W 백열전구에 자외선 차단 렌즈(UV-filter

Lens, Edmond)를 부착하여 자외선을 제거하였다. 광원이

조사된 후 초기에는 높은 분해율을 나타내었고 시간이 지

날수록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며 약 10시간이 경

과된 후에는 광반응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시간이 지

날수록 광분해율이 떨어지는 원인은 광분해 반응이 진행

되고 있는 대상물질 또는 중간물질이 촉매표면에 흡착하

여 반응을 방해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18,19)

 자외선 광원

은 에너지가 높은 짧은 파장의 빛으로서, 가시광원보다

짧은 시간에 TiO2 박막층의 전자를 여기시켜 광활성 상

태로 만들기 때문에 빠른 광분해율을 나타냈지만, 15시간

이후부터는 서로 비슷한 광분해율(70%)이 나타났다. 

Fig. 8은 Sr4Al14O25-TiO2 복합소재인 발광기판과 슬라이

드 글라스에 TiO2를 증착한 시편에 자외선 광원을 30분

간 조사 후, 광원이 차단된 암시야 하에서 벤젠가스의 광

분해 반응을 측정한 그래프이다. 30분까지는 양쪽 모두

광분해 반응이 활발히 진행되었으나, 광원을 차단한 후

슬라이드 글라스에 TiO2[P-25, Degussa]를 코팅한 시편은

광분해 반응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Sr4Al14O25-

TiO2 복합소재는 지속적인 광분해 반응이 일어났고, 20시

간이 경과된 후에는 약 40% 이상의 광분해가 일어났다.

이러한 현상은 축광체가 외부광원에 의해서 여기가 일어

나면 빛이 차단된 암시야 상태에서도 장시간 발광하는 특

성 때문이다. 즉, 광원이 꺼진 후에도 축광체로 부터 지

속적으로 발광되는 빛에 의해서 코팅된 TiO2가 활성화 되

어 electron-hole pair (EHP)가 생성됨으로 암시야 상태에서

도 장시간 동안 TiO2의 광촉매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20,21)

 

Sr4Al14O25-TiO2 복합소재가 가시광원에 의한 광반응을

Fig. 6. Emission spectra of the Sr4Al14O25:Eu
2+

,Dy
3+

,Ag
+

phosphor and TiO2-coated Sr4Al14O25:Eu
2+

,Dy
3+

,Ag
+

composite.

Fig. 7. Concentration variations of benzene gas with irradiation

time for the TiO2 coated Sr4Al14O25 under the UV and

visible light irradiations. The “Blank” symbol stands for

the sample of TiO2-Sr4Al14O25 held under the dark state

without any light irradiation.

Fig. 8. Concentration variations of benzene gas with irradiation

time for the TiO2 coated Sr4Al14O25 and TiO2 on the

slide glass under the darkness.

Fig. 9. Schematic energy band structure at the junction of

SrTiO3 and Ti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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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으키는 메커니즘 (mechanism)은 Fig. 9로 나타낼 수 있

다. 그림과 같이 서로 다른 산화물 광역 반도체 사이의

이종접합(heterojunction)에 의해 광분해를 위한 흡수파장

(absorption wavelength)의 확대현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Sr4Al14O25-TiO2 복합소재의 경우, TiO2 (Eg = 3.2 eV, anatase)

와 Sr4Al14O25의 계면에서 중간상, SrTiO3 (Eg = 3.2 eV,

perovskite)가 생성될 수 있으며, TiO2-SrTiO3 이종접합 계면

에서 에너지 밴드의 bending 현상이 발생될 수 있다. 즉, 접

합 계면에서 이종재료의 서로 다른 페르미 준위가 동일

하게 되어 TiO2의 에너지밴드가 up-hill bending 되면서 가

시광선(λ > 420 nm)에 의해서도 광활성화가 가능하게 되

고, 이러한 계면에서의 에너지밴드 bending 현상에 의해

Sr4Al14O25-TiO2 복합소재가 가시광원 하에서도 광분해 반

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22)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고상법으로 합성한 Sr4Al14O25 : Eu
2+

, Dy
3+

,

Ag
+ 
축광체를 사용하여 발광기판을 제조하고 표면에 LPCVD

TiO2를 증착함으로서 Sr4Al14O25-TiO2 복합소재를 제조하였

고, 제조된 복합소재에 대해서 벤젠가스의 광분해 반응을

고찰하였다. 

TiO2 박막층은 광반응 효율이 높은 (112) 결정면을 지

니고, 다수의 활성점을 갖는 주상구조로 이루어졌다. 또

한, TEM과 EDS 성분분석에 의해 Sr4Al14O25와 TiO2의 계

면에서 중간상인 SrTiO3이 생성됨을 예상할 수 있었다.

Sr4Al14O25-TiO2 복합소재의 벤젠가스에 대한 광분해 특성

을 측정한 결과, 자외선광 및 가시광원에서 모두 광분해

가 일어났다. Sr4Al14O25-TiO2 복합소재가 가시광원에서도

우수한 광분해 반응의 원인은 서로 다른 산화물 광역 반

도체 사이의 이종접합에 의해 에너지밴드의 bending이 일

어나 광분해를 일으킬 수 있는 흡수파장대가 가시광선 대

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빛이 없는 암시야에서도

Sr4Al14O25-TiO2 복합소재는 벤젠가스의 광분해 반응이 일

어났으며, 이는 축광체로부터 발광되는 빛에 의해서 TiO2

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일정 시간동안 광촉매 반응이 일

어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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