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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synthesize a high-performance photocatalyst, N doped TiO2 nanotubes deposited with Ag nanoparticles were

synthesized, and surface characteristics, electrochemical behaviors, and photocatalytic activity were investigated. The TiO2

nanotubular photocatalyst was fabricated by anodization; the Ag nanoparticles on the TiO2 nanotubes were synthesized by a

reduction reaction in AgNO3 solution under UV irradiation. The XPS results of the N doped TiO2 nanotubes showed that the

incorporated nitrogen ions were located in interstitial sites of the TiO2 crystal structure. The N doped titania nanotubes exhibited

a high dye degradation rate, which is effectively attributable to the increase of visible light absorption due to interstitial nitrogen

ions in the crystalline TiO2 structure. Moreover, the precipitated Ag particles on the titania nanotubes led to a decrease in the

rate of electron-hole recombination; the photocurrent of this electrode was higher than that of the pure titania electrode. From

electrochemical and dye degradation results, the photocurrent and photocatalytic efficiency were found to have been significantly

affected by N doping and the deposition of Ag p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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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나노튜브 형상의 티타니아 광촉매는 튜브형태의 규칙

적인 형상과 커다란 비표면적, 튜브 형태의 계면을 통

한 빠른 전하이동 등의 장점이 널리 알려져 있으나,1,2)

광촉매의 반응시, 태양에서 지구표면에 도달하는 에너지

의 약 5 % 정도에 해당되는 387 nm 이하의 파장 범위

에서만 반응을 할 뿐 아니라, 광 여기에 의해 생성된 전

자와 정공의 빠른 재결합을 통하여 광촉매 반응 효율이

낮아지는 등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그 실용적 이용에 제

약이 되어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시광 영

역의 파장범위에서도 광반응이 가능한 촉매의 개발과, 광

여기에 의해 생성된 전하들이 이동 중 다시 재결합되는

현상을 억제시킴으로서 광촉매 효율을 향상시키는 방법 등

에 대해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예를 들면, 티

타니아 촉매 내부로의 도핑을 통해 광활성을 촉진 시키

거나,3,4) 표면에 귀금속의 나노입자를 침지 시키거나,5-7) 밴

드갭이 좁은 특성의 반도체를 광촉매 표면에 침지시키

는 커플링 방법 등이 연구되어 왔으나,8,9) 티타니아 광

촉매를 다양한 산업 분야와 친환경 에너지 분야로 적절

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낮은 반응성과 낮은 양자효율

의 문제점은 여전히 많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

를 위해서 광촉매 내부에 존재하는 원소들 사이의 상호

작용을 통해, 광촉매의 활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많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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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진행되어야 할 뿐 아니라, 광촉매 효율을 높이기

위한 새롭고 다양한 합성방법이 개발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광촉매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하

여 TiO2 광촉매를 나노튜브의 형태로 제작한 후, 가시

광 영역에서의 광반응성을 촉진시키고, 전자와 정공들의

재결합을 방지하여 광활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TiO2 광

촉매 표면 부위에 질소를 도핑시키고, Ag 나노입자들을

분산시킨 다기능 TiO2/Ag 복합 광촉매를 제조했다. 또

한 TiO2 광촉매의 표면특성의 변화에 따른 광촉매의 전

기화학적 거동과 광촉매 효율 변화에 대해 조사를 실시

했다. 광촉매 효율은 염료분해 반응을 통해 평가 하였으

며, 실험에 사용한 염료로서 rhodamine B를 사용하였다.

2. 실험 방법

2.1 광촉매 제조 및 특성분석

본 실험에서 사용된 나노튜브 형태의 티타니아 광촉매

는 일반적인 순수 티타늄 판(commercial grade, 99.6 wt%)

을 탈지, 수세 등의 전처리를 실시한 후, 0.5 wt% NH4F,

5 wt% H2O 그리고 ethylene glycol의 혼합용액에서 30

V의 양극전압을 20분간 인가하여 제조하였다. 이 양극

산화 방식에 의해 제조된 TiO2 시편은 결정화를 통해 광

촉매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500 oC에서 1시간 열처리를

실시하였다.

질소가 도핑된 TiO2 나노튜브를 만들기 위해, 양극산

화방식에 의해 제조된 TiO2 나노튜브를 hydrazine hydrate

용액(80 %)에서 6시간 침지한 후, 110 oC에서 4 h 오븐에

서 건조하였다. 이후 결정화를 위하여 500 oC에서 1시간

열처리를 실시하였다. 또한 TiO2 나노튜브 표면에 Ag 입

자들을 형성시키기 위해서, TiO2 나노튜브를 0.2M AgNO3

용액에 침지 시킨 후 5 min 동안 UV 램프(용량 20 W)

를 조사 한 후 세척, 건조를 실시했다.

제조된 TiO2 나노튜브 광촉매의 표면조직은 FE-SEM

(Philips XL30 ESEM-FEG)을 통하여 관찰하였으며, 결

정구조는 X-선 회절분석기(Phillips, Model PW1710)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양극산화에 의해 생성된 TiO2

나노튜브 피막의 산화상태는 XPS(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PHI 5700)를 통하여 관찰하였으며, 이때

XPS의 측정은 Mg Kα선을 X선 광원으로 사용하였고,

탄소의 1s(284.6 eV) 피크를 기준피크로 하여 10 torr의

압력에서 실시되었다.

2.2 광촉매의 전기화학적 특성 조사

TiO2 나노튜브의 광전류 활성은 전류 전압곡선(cyclic

voltammogram)과 광전류의 변화반응(photocurrent response)

을 통하여 조사했다. 이때 전기화학적 측정을 위해서는

3극계(three-electrode system) 셀을 이용하였으며, 모든

전기화학적 측정은 potentiostat(CHI600C, USA) 장비를

이용하였다. 전기화학셀의 기준전극으로는 Hg/Hg2SO4, 상

대전극으로는 백금전극을 이용했다. 특히 이러한 전극셀

의 내부에는 석영 유리로 된 튜브를 연결하여, 외부에

서 부하되는 광원이 작업 전극인 TiO2 나노튜브 표면에

도달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외부에서 공급되는 광원으

로는 LED 광원(LED illuminator, B&B Opto)을 이용했

으며 내부필터를 이용하여 400 nm 이하의 광원은 제거

된 상태로 사용했으며, 전기화학적 실험을 위해 전해액

으로는 0.5 M K2SO4 용액을 사용하였다.

2.3 광촉매 특성 조사

염료분해 실험에 사용한 시약은, 염료로서 rhodamine

B를 사용하였으며, 용매로는 모두 3차 증류수를 이용하

였다. 나노 튜브 형태의 TiO2의 광촉매 반응효율은 염

료의 분해 효율을 통해 평가하였으며, 염료분해 반응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양극산화에 의해 제조된 TiO2(3 cm

× 3 cm) 시편을 원통형 반응기(φ = 5 cm, h = 7 mm)에 넣

은 후, 0.038 µmole rhodamine B 용액(pH 4.884)을 첨

가하고, 광촉매 종류에 따른 염료분해 효율을 조사 했

다. 또한 반응 용액으로부터 60 cm 위에 100W의 고압

수은등을 장치한 후 조사 시간에 따른 TiO2의 광촉매 반

응을 측정하였으며, 이때 1.85 mW/cm2 광량(UV LIGHT

METER, Lutron UVA-365) 이 조사되었다. 반응시간에

따른 rhodamine B의 분해 농도를 관찰하기 위하여 554

nm에서 자외선 분광 광도계(Unicam 8700)를 사용하여

흡광도의 변화를 측정하였으며, 이때 반응온도는 20 oC

가 유지되도록 하였다.

3. 실험 결과 및 고찰

3.1 표면특성분석

Fig. 1(a)와 (b)는 0.5 wt% NH4F, 5 wt% H2O 그리고

ethylene glycol의 혼합용액에서 30 V의 양극전압을 20분

간 인가하여 TiO2 나노튜브 형태의 시편을 제조한 후,

500 oC에서 1시간 열처리를 실시하여 비결정질의 TiO2를

결정화한 후 나노튜브 형태의 광촉매 표면과 단면을 전

자현미경으로 관찰한 사진이며, 양극산화에 의해 약 80

nm 직경의 나노튜브들이 성장해 있음을 보여준다. Fig.

1(c)와 (d)는 양극산화와 열처리를 통해 제조된 결정형의

TiO2 나노튜브를, 0.2M AgNO3 용액에 침지 시킨 후 5

min 동안 UV 램프의 조사를 통하여, 나노튜브 광촉매

표면에서 발생되는 광전자와 용액내의 Ag+ 이온들의 환

원반응이 일어나고, 이 결과로 Ag 금속입자들이 TiO2 나

노튜브 표면과 단면에 형성된 것을 전자현미경으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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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한 사진이다.

Fig. 1(c)에서는 나노튜브의 표면에 Ag 나노입자(20-

100 nm)들이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Fig. 1(d)

를 통해 Ag 입자들은 표면뿐 아니라 튜브형태의 내부

에도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나노튜브 내

부에 형성된 나노입자들이 Ag 금속입자인지를 좀 더 자

세히 조사하기 위해 energy dispersion X-ray(EDX) 분

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Fig. 2에 나타냈다. TiO2 나노

튜브의 단면에서 은, 티타늄, 산소 그리고 약간의 불순

물에 대한 피크가 나타났으며, 이것은 Ag 입자가 TiO2

나노튜브의 표면뿐 아니라 단면에서도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일반적으로 양극산화에 의해 생성된 TiO2 나노튜브는

대부분 비결정형태의 TiO2이며, 광촉매로 사용하기 위해

서는 반드시 적절한 열처리를 통하여 결정형의 TiO2로

변환 시켜야 한다.10,11) 양극산화에 의해 생성된 TiO2 나

노튜브를 열처리를 실시했을 경우의 XRD 측정 결과는

Fig. 3(a)에 나타냈다. 열처리된 TiO2 나노튜브는 대부분

아나타제(anatase) 결정과 약간의 루타일(rutile)형 결정이

혼합되어 나타나 있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TiO2 튜브

Fig. 1. SEM images of surface and cross-sectional area on (a,b) anodic TiO2 nanotubes, and (c,d) TiO2 nanotubes deposited with Ag

particles.

Fig. 2. SEM micrograph of (a) cross-sectional area and (b) energy

dispersion X-ray(EDX) spectra of the TiO2 nanotubes deposited

with Ag nanoparticles.

Fig. 3. XRD results of (a) anodic TiO2 nanotubes, (b) TiO2 nano-

tubes deposited with Ag particles and (c) N doped TiO2 nanotubes

deposited with Ag p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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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저층에 존재하는 티타늄 금속에 의해 Ti 피크도 동

시에 나타났다. 이러한 TiO2 튜브를 구성하는 결정들의

분포는, 표면에 Ag 나노입자가 분산되어 있는 TiO2 (b)

의 경우와 N 도핑되고 Ag 나노입자가 분산되어 있는

TiO2 나노튜브 (c)의 경우 모두 커다란 변화가 없으나,

Ag 나노 입자의 분포에 의해 Ag (200) 면에서 아주 약

한 피크가 나타났다. 따라서 본 실험을 통해 제조된 나

노튜브 시편들의 경우, TiO2 결정들의 조성에는 큰 차

이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광촉매 효율들은 주로 N 도

핑효과와 Ag 나노입자의 영향에 의해 크게 의존될 것

이라 사료된다.

Fig. 4는 N 도핑후 표면에 Ag 나노입자가 분산되어

있는 TiO2 나노튜브와, 순수한 TiO2 나노튜브의 표면의

화학적 결합 상태를 나타낸 XPS 분석 결과를 나타냈다.

Fig. 4(a)의 wide scan의 경우, 질소가 도핑되고 Ag

입자가 분산되어 있는 TiO2 튜브의 경우는, 순수한 TiO2

나노튜브 에 비해서, C 1s, Ti 2p, O 1s의 피크뿐 아니

라 질소와 은을 나타내는 피크들이 나타났다. 특히 Fig.

4(b)의 Ti 2p XPS 스펙트럼에서, N이 도핑되고 Ag 입

자가 분산된 TiO2와 순수한 TiO2 나노튜브의 피크을 비

교했을 경우, 모두 비슷한 위치을 나타내고 있으나, N

이 도핑된 TiO2/Ag의 경우는 순수한 TiO2 나노튜브에 비

해 약간 낮게 이동되어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Youn

등의 연구 결과에 의해 설명 될 수 있다.12) 이 연구에

서 일반적으로 N의 전기음성도는 O에 비하여 작기 때

문에, N원소가 TiO2 격자내로 침입하게 되면 Ti-N-O 구

조가 형성되면서 Ti와 O원자들의 전자 밀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N 원소가 도핑된 TiO2의 경우 순수한 TiO2에

비해 N1s의 피크위치가 낮게 나타난다고 보고했다. 본

실험 결과 Fig. 4(b)에서 N 도핑되고 Ag가 분산되어 있

는 TiO2의 경우, Ti 2p3/2는 458.4 eV, Ti 2p1/2는 464.1

eV로 나타나, 순수한 TiO2에 비하여 0.1-0.2 eV 정도 낮

게 나타났으며, 본 실험 결과는 Youn 등의 보고와 일

치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Fig. 4(c)는 N이 도핑된 TiO2/Ag 나노튜브 표면의 N

1s 피크를 나타냈다. N 도핑된 TiO2의 N 1s 피크와 관

련되어 상당히 많은 연구가 진행 중이며, 대부분의 연

구 결과에서 N 1s 피크가 396 에서 398 eV 사이에 존재

할 경우, 도핑된 질소 원소가 TiO2의 산소 원소와 치환

에 의해 나타난 결과로 보고13-16) 되고 있으며, N 1s의 피

Fig. 4. (a) XPS survey spectrum and (b) Ti 2p peaks for TiO2 and N doped TiO2/Ag particles, (c) N 1s peaks and (d) Ag 3d peak for

N doped TiO2/Ag p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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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가 399 eV 보다 큰 위치에서 나타나는 경우는 도핑된

N 원소가 TiO2 격자내의 산소위치 내부로 침입하여 존

재할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고되고 있다.17,18)

특히 R. Herrera 등의 연구 결과19)에 의하면 N 도핑

된 TiO2에서 N 1s의 분리된 피크위치가 399.2와 400.7

eV로 나타났는데, 이는 도핑된 N 원소가 침입형으로 존

재하거나 또는 질소원소의 침입에 의해 Ti-O-N 화학종

을 형성하기 때문이라 보고했다. 따라서 Fig. 4(c)에서는

실험을 통해 제조된, N 도핑된 TiO2/Ag 나노튜브 시편

표면의 N 1s 피크를 분리한 결과, N 1s의 분리된 피크

위치가 399.2 eV와 400.2 eV에서 나타났다. 이것은 본 실

험에서 도핑된 질소성분이 TiO2 격자내로 잘 도핑되어

있으며, 특히 도핑된 질소 원소들은 TiO2 격자내의 원

자들 사이에 침입형으로 존재하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Fig. 4(d)는 N이 도핑된 TiO2/Ag 나노튜브 표면

의 은 원소들과 관련된 입자들의 Ag 3d XPS 측정 결

과를 나타냈다. 최근 Ag 나노입자에 대한 XPS 분석 연

구에 의하면,20,21) Bulk 상태 Ag의 Ag 3d5/2와 Ag 3d3/2

의 결합 에너지는 368.1과 374.1 eV 이며, Ag 나노 입

자의 크기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나타난다고 보고되

고 있다.22) 본 실험에서는 TiO2 나노튜브 표면에 존재

하는 Ag 입자들과 관련된 Ag 3d5/2와 Ag 3d3/2의 결합

에너지는 368.1과 373.9 eV로 나타났으며, 여러 연구에

서 보고된 금속 Ag (Ago)입자들의 XPS 피크 위치와 비

교적 잘 일치 하고 있으며, 이 결과는 본 실험에서 제

조된 TiO2 나노튜브 표면에서 형성된 Ag 원소는, Ag의

산화물 형태, 또는 Ag+ 이온의 형태로 존재하기 보다는

주로 금속형태의 Ag 입자로 형성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

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 Ag가 석출된 TiO2/Ag 나노튜브

을 제조 할 경우, 대부분은 AgNO3 용액 중에서 존재하

는 Ag+ 이온들의 Ag+ 반경(1.26Å)은 Ti4+ 이온의 반경

(0.69Å)에 비해 상당히 크므로, Ag+ 이온이 TiO2 격자

내부로 침입하여 존재하지 못하고, UV 조사됨에 따라,

TiO2 나노튜브에서 발생되는 전자들에 의해 환원반응이

진행되면서 TiO2 표면에 Ag 금속 입자들이 형성되기 때

문으로 사료된다.

3.2 전기화학적 특성 분석

Fig. 5는 가시광이 조사되고 있거나 또는 가시광이 제

거된 상태에서 TiO2 나노튜브 광촉매의 전류 전압 곡선

을 나타냈다. 이러한 전류 전압 곡선의 측정은 25 oC, 전

압의 주사속도는 20 mV/s, 측정 범위는 −0.6 에서 0.9 V

Fig. 5. Cyclic voltammograms of (a) anodic TiO2, (b) N doped titania, (c) TiO2 deposited Ag particles and (d) N doped titania deposited

Ag particles in 0.5 M K2SO4 with and without visible light illu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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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서 실시하였다.

Fig. 5(a)에서 나타난 TiO2 나노튜브의 경우, 가시광이

조사되고 있는 조건 하에서 나노튜브의 광전류 밀도는

가시광이 없는 조건의 경우와 비교하여 증가하였으며, 가

시광을 제거할 경우 다시 광전류는 감소하여, 거의 0 µA/

cm2 정도의 수준으로 유지됐다. 이러한 경향은 다른 티

타니아 광촉매의 경우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가

시광 조건하의 광전류 증가는, TiO2 광촉매가 전해질 용

액의 산화반응에 관여하여 나타나는 현상으로, 가시광에

의해 양극 광전류의 증가율이 클수록 높은 광촉매 효율

을 나타내게 된다.

Fig. 5는 가시광의 조사되고 있거나 제거된 경우를 비

교하여, TiO2 나노튜브(a)의 경우는 약 8 µA/cm2, N 도

핑된 TiO2 나노튜브(b)의 경우는 약 12 µA/cm2, Ag 입

자들이 분산된 TiO2 나노튜브(c)의 경우는 약 18 µA/cm2

그리고 Ag 입자들이 분산된 N도핑 TiO2 나노튜브(d)의

경우는 약 26 µA/cm2의 양극전류밀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양극전류밀도의 증가는 광촉매

의 광활성과 깊은 관계가 있으며, Ag 입자들이 분산되

어 있고 동시에 질소가 도핑된 TiO2 나노튜브의 경우가

가장 높은 광촉매 효율을 예상할 수 있다.

광촉매 효율과 반응에 관여하는 광전자와의 관계를 조

사하기 위해 TiO2 광촉매 표면에서 가시광의 조사여부에

의해 발생되는 광전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Fig. 6에 나

타냈다. 광전류의 측정을 위해서 정전류 전압(open circuit

potential)을 유지한 후 on-off 사이클 모드로 가시광을 조

사했다.

Fig. 6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초기 전류의 흐름이 거

의 없으나, 가시광의 조사에 의해 양극 광전류가 급격히

증가한 후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하며 일정 시간이 흐른

후 광전류는 어느 정도의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게 된

다. Fig. 6에서 초기에 가시광을 조사하고 약 30 초 경

과된 경우, TiO2 나노튜브의 양극 광전류는 10 µA/cm2,

N 도핑된 TiO2 나노튜브의 경우 15 µA/cm2, Ag 입자들

이 분산된 TiO2 나노튜브의 경우 21 µA/cm2 그리고 Ag

입자들이 분산된 N도핑 TiO2 나노튜브의 경우 28 µA/

cm2의 양극 광전류가 생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광전류는 가시광을 제거한 경우, 다시 광전류는 사라지

기 때문에 TiO2 광촉매 표면에서 광조사에 의하여 광전

자들이 발생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때 나타나는 광

전류는, 광에 의한 전자와 정공쌍의 여기 현상, 전자와

정공의 이동효율 그리고 전자 정공의 분리되어 나타나

는 반응 효율에 크게 의존된다.23) 즉 광조사에 따른 높

은 광전류의 생성은, 광여기에 의해 발생된 전자들은 TiO2

나노튜브 광촉매 표면에서 발생되어 전기화학셀의 상대

전극인 백금전극까지 효율적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광반응 전류밀도가 높게 나타난, Ag 입

자들이 분산되고 N이 도핑된 TiO2 나노튜브의 경우가 가

장 높은 광촉매 반응이 기대된다.

3.3 염료분해효율

Fig. 7은 여러 종류의 TiO2 광촉매를 이용하여, rhoda-

mine B 염료의 분해효율을 측정한 결과이다. 염료 분해

효율을 통해 광촉매 효율을 비교하기 위해, 양극 산화

방식으로 제조된 TiO2 나노튜브, N이 도핑된 TiO2 나

노튜브, 표면에 은 입자가 분포된 TiO2 나노튜브 그리

고 표면에 은 입자가 분포된 N 도핑된 TiO2 나노튜브

Fig. 6. Photocurrent response of (a) anodic TiO2, (b) N doped titania,

(c) TiO2 deposited Ag particles and (d) N doped titania deposited Ag

particles in 0.5 M K2SO4 solution, under visible light impulse

irradiation.

Fig. 7. Photocatalytic degradation rate of rhodamine B on (a) TiO2,

(b) N doped TiO2, (c) TiO2 with Ag particles and (d) N doped TiO2

with Ag p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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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4 종류의 TiO2 나노튜브 광촉매의 염료 분해효율을

조사했다.

Fig. 7(a)의 경우 순수한 TiO2 나노튜브의 염료분해반

응은 420 min의 반응시간 후, 62.31 %의 분해효율을 나

타냈으나, N이 도핑된 TiO2 나노튜브, 표면에 은 입자

가 분포된 TiO2 나노튜브 그리고 표면에 은 입자가 분

포된 N 도핑된 TiO2 나노튜브의 분해 효율은 75.13,

84.02 그리고 92.35 %의 분해효율을 나타냈다. 따라서

TiO2 나노튜브 광촉매는 N이 도핑된 경우와 Ag 나노입

자들이 표면에 존재할 경우 광촉매 효과를 향상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두 방식 모두 실시된 경우 시

너지 효과에 의해 매우 높은 반응효율을 나타냈다. 또

한 이러한 TiO2 나노튜브 광촉매의 rhodamine B 염료의

분해반응에 대한 반응속도를 비교하기 위한, 광촉매의 반

응상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TiO2

에 의한 광촉매 반응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결과 등이 발

표되고 있고, 광촉매의 반응 시 모두 1차식의 반응속도

로 진행된다고 보고된 바 있다.24-27)

따라서 rhodamine B 염료의 분해반응에 대한 TiO2 나

노튜브의 반응상수는, 1차식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

다. 즉 광촉매 반응시간에 따른 염료의 농도의 변화는

아래의 식 (1)으로 나타낼 수 있다. 

(1)

여기서 C는 용액에서 염료의 농도를 나타낸다.

식 (1)에서 광촉매의 반응상수는 아래 식(2)을 통해 나

타낼 수 있으며

(2)

이때 Co는 초기 염료의 농도를 나타내며, Ct는 일정한

반응시간(t)이 지난 후, 변화된 염료의 농도를 나타낸

다. 본 실험에서 rhodamine B 염료의 분해반응은 초기

상태에서 약간 빠르게 분해반응이 진행되는 경향이 나

타났으나, 전반적으로 반응시간과 염료의 농도 변화율을

통해 반응상수를 계산할 수 있었다. 이러한 반응시간과

ln(Co/Ct)의 관계와 염료분해반응의 반응상수는 Fig. 8에

나타냈다.

Fig. 8에서 전기화학적 양극산화 방식으로 제조된 TiO2

나노튜브의 경우, rhodamine B 염료의 분해반응에 대한

반응상수는 2.31 × 10−3min−1으로 나타났으며, 이 티타니

아 나노튜브 표면으로 질소가 도핑 되었을 경우, 광촉매

반응상수가 3.34 × 10−3min−1으로 상승되었다. 또한 TiO2

나노튜브의 표면에 Ag 나노입자들이 분산되어 존재할 경

우, 염료 분해율에 대한 반응상수가 4.31 × 10−3min−1 으

로 향상되었다. 이와 같이 염료의 분해 반응상수를 통

하여, 질소 도핑과 Ag 나노 입자들의 표면 분포에 의

해 광촉매의 효율성은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N이 도핑된 TiO2 나노튜브 광촉매의 경우 광촉매 효

율이 증가 되는 것은, 침입형으로 존재하는 N 원소들은

TiO2 에너지 밴드갭을 좁게 만들기 때문에,28) 가시광 영

역에서도 광을 흡수 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이

로 인하여 광촉매 효과가 증가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된

다. 또한 이러한 내용은 본 실험에서 사용된 TiO2 나노

튜브 내부의 침입형 N 원소의 존재에 대한 XPS의 N

1s 피크 분석 결과와 잘 일치 하고 있다.

또한 광촉매 효과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광에 의해

TiO2에서 발생되는 전자와 정공들이 광촉매 반응에 직

접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이동할 때 가능한 전자와 정공

이 도중에 재결합되면서 광촉매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와

정공의 수가 감소하여 광촉매 반응 효율을 저하시키는 현

상을 방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티타니아 나노튜브의

표면에 Ag 입자들이 분포되어 있는 경우 Ag 입자들은

광에 의해 발생된 전자와 정공들이 광촉매 반응을 위해

티타니아 표면으로 이동할 때 전자들을 포획29,30) 하여 전

자와 정공의 재결합을 방해하기 때문에 광촉매 효율과

반응상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이렇게

분포된 Ag 입자들의 크기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오히

려 광촉매 효율을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고

있으나 본 실험을 통해 제조된 Ag 입자등의 경우 광촉

매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적절한 크기로 제조된 것으

로 판단된다. 그리고 Fig. 8로부터 TiO2 나노튜브의 표

면으로 질소가 도핑되고 동시에 Ag 나노입자들이 분포

dc

dt
------– k C×=

C
o

C
t

------⎝ ⎠
⎛ ⎞ln k t×=

Fig. 8. Dependence of ln(Co/Ct) vs. time for rhodamine B decom-

position on (a) TiO2, (b) N doped TiO2, (c) TiO2 with Ag particles

and (d) N doped TiO2 with Ag p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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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경우는, 가시광 영역의 광반응 활성화뿐 아

니라 전자와 정공의 재결합 방지를 통해 광촉매 효율의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광촉매 반응상수가 5.79 ×

10−3min−1으로 광촉매 효율과 염료분해 반응상수가 가장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 결  론

TiO2 광촉매의 광반응 효율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양

극산화 방식에 의해 TiO2 나노튜브를 제조 한 후, TiO2

나노튜브 내부로 N 도핑을 실시했으며, 시너지 상승효

과를 위해 나노튜브 표면으로 Ag 나노입자를 형성 시

킨 TiO2 복합체를 제조하였다. 또한, 티타니아 나노튜브

복합체의 표면 특성 변화가 전기화학적 거동과 광촉매

효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했으며 결과

는 아래와 같다.

1) 히드라진 용액의 침지방식을 통하여 질소가 도핑된

TiO2 나노튜브를 제조할 수 있었다. 이때 도핑된 질소

원소들은 XPS 분석을 통해 TiO2 격자 내부에서 침입형

으로 존재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침입형 N원

소는 TiO2 에너지 밴드갭을 좁게 만들기 때문에 가시광

에서의 광효율을 증가 시켰으며 그 결과 높은 양극전류

의 발생과 염료 분해 효율을 증가시켰다.

2) 나노튜브 표면에서 생성된 Ag 나노입자는 전자현

미경과 XPS Ag3d 피크의 분석을 통하여, 주로 금속형

태의 미세한 크기를 갖는 Ag입자 들이 형성되어 있어,

광촉매 효율과 반응상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3) Ag 입자들이 분산되고 N이 도핑된 TiO2 나노튜브

의 경우, TiO2 광촉매 표면에서 광에 의해 발생된 전자

들은 효율적으로 이동하여 광촉매 반응에 참여했기 때문

에, 가장 높은 광반응 전류밀도와 염료분해율을 나타냈다.

4) Rhodamine B 염료의 분해반응에 대한 반응상수는

TiO2 나노튜브의 경우는 2.31 × 10−3min−1으로 나타났으

며, 질소가 도핑된 티타니아 나노튜브의 경우, 반응상수

가 3.34 × 10−3min−1으로 상승되었다. 또한 TiO2 나노튜

브의 표면에 Ag 나노입자들이 분산되어 존재할 경우, 염

료 분해율에 대한 반응상수가 4.31 × 10−3min−1 으로 향상

되었다. TiO2 나노튜브의 표면으로 질소가 도핑되고 동시

에 Ag 나노입자들이 분포하고 있는 경우는 광촉매 효율

의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광촉매 반응상수가

5.79 × 10−3min−1으로 광촉매 효율과 염료분해 반응상수가

가장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14 년도 한서대학교 교내 연구지원사업

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References

1. N. K. Allam and C. A. Grimes, J. Phys. Chem. C Lett.,

113(19), 7996 (2009).

2. X. Zeng, Y. X. Gan, E. Clark and L. Su, J. Alloys

Comp., 509(24), L221 (2011).

3. D. Fang, K. L. Huang, S. Q. Liu and Z. J. Li, J. Alloys

Comp., 464, L5 (2008).

4. L. Deng, S. Wang, D. Liu, B. Zhu, W. Huang, S. Wu and

S. Zhang, Catal. Lett., 129, 513 (2009).

5. W. Y. Choi, A. Termin and M. R. Hoffmann, J. Phys.

Chem., 98(51), 13669 (1994).

6. L. X. Yang, D. M. He and Q. Y. Cai, J. Phys. Chem. C,

111, 8214 (2007).

7. C. Yang, H. Fan, Y. Xi, J. Chen and Z. Li, Appl. Surf.

Sci., 254(9), 2685 (2008).

8. S. Banerjee, S. K. Mohapatra, P. P. Das and M. Misra,

Chem. Mater., 20(21), 6784 (2008).

9. L. X. Yang, S. L. Luo, Y. Li, Y. Xiao, Q. Kang and Q.

Y. Cai, Environ. Sci. Technol., 44(19), 7641 (2010).

10. H. -J. Oh, J. -H. Lee, Y. -J. Kim, S. -J. Suh, J. -H. Lee

and C. -S. Chi, Appl. Catal. B Environ., 84, 142 (2008).

11. H. -J. Oh, R. Hock, R. Schurr, A. Hoelzing and C. -S.

Chi, J. Phys. Chem. Solid. 74, 708 (2013).

12. J. Yuan, E. Wang, Y. Chen, W. Yang, J. Yao and Y. Cao,

Appl. Surf. Sci., 257(16), 7335 (2011).

13. R. Asahi, T. Morikawa, T. Ohwaki, K. Aoki and Y.

Taga, Science, 293(5528), 269 (2001).

14. N. C. Saha and H. G. Tompkins, J. Appl. Phys., 72(7),

3072 (1992).

15. X. Chen, Y. Lou, A. C. Samia, C. Burda and J. L. Gole,

Adv. Funct. Mater., 15(1), 41 (2005).

16. A. Nambu, J. Graciani, J. A. Rodriguez, Q. Wu, E.

Fujita and J. J. Fernandez-Sanz, Chem. Phys., 125,

094706 (2006).

17. O. Diwald, T. L. Thompson, T. Zubkov, E. G. Goralski,

S. D. Walck and J. T. Yates, J. Phys. Chem. B, 108(19),

6004 (2004).

18. H. Sun, Y. Bai, Y. Cheng, W. Jin and N. Xu, Ind. Eng.

Chem. Res., 45(14), 4971 (2006).

19. J. A. Rengifo-Herrera, K. Pierzchala, A. Sienkiewicz, L.

Forro, J. Kiwi and C. Pulgarin, Appl. Catal. B Environ.,

88, 398 (2009).

20. E. Sumesh, M. S. Bootharaju and A. T. Pradeep, J.

Hazard. Materi., 189, 450 (2011).

21. Y. Lai, H. Zhang, K. Xie, D. Gong, Y. Tang, L. Sun, C.

Lin and Z. Chen, New J. Chem., 34, 1335 (2010).

22. I. Lopez-Salido, D. C. Lim and Y. D. Kim, Surf. Sci.,

588, 6 (2005).

23. B. Tan and Y. Wu, J. Phys. Chem. B, 110(32), 15932

(2006).

24. J. -M. Herrmann, H. Tahiri, Y. Ait-Ichou, G. Lassaletta, A.



564 이종호·윤정일·김영직·오한준

R. Gonzalez-Elipe and A. Fernandez, Appl. Catal. B

Environ., 13, 219 (1997).

25. K. -H. Wang, Y. -H. Hsieh, M. -Y. Chou and C. -Y.

Chang, Appl. Catal. B Environ., 21, 1 (1999).

26. S. N. Hosseini, S. M. Borghei, M. Vossoughi and N.

Taghavinia, Appl. Catal. B Environ., 74, 53 (2007).

27. B. Zielinska and A. W. Morawski, Appl. Catal. B

Environ., 55, 221 (2005).

28. F. Peng, L. Cai, H. Yu, H. Wang and J. Yang, J. Solid

State Chem., 181(1), 130 (2008).

29. Z. Sheng, Z. Wu, Y. Liu and H. Wang, Catal. Commun.,

9(9), 1941 (2008).

30. A.V. Rupa, D. Manikandan, D. Divakar and T. Sivakumar,

J Hazard. Mater., 147(3), 906 (2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