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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investigated the effects of growth duration on the morphological, structural, and 
photoelectrochemical properties of TiO2 nanorods grown on a TiO2-buffered fluorine-doped tin oxide (FTO) 
substrate using the hydrothermal method. From the study, we found that the photoelectrochemical 
properties were mainly dependent on the nanorod length and (002) XRD peak intensity, which indicates 
vertical growth of the TiO2. The morphological and structural properties of the TiO2 nanorods largely affect 
their photoelectrochemical properties. The photocurrent density was increased when the growth duration 
was increased from 1 hour to 4 hours, and then changed little above 4 hours. Consequently, the highest 
photocurrent density, 0.897 mA/cm2 (at 1.0 V vs. SCE), was obtained from the 8 hour-sample which had 
good morphological and structural properties. We used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FE-SEM) for analysis of the morphological properties, x-ray diffraction (XRD) for structural properties and 
three-electrode potentiostat for photoelectrochemical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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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오늘날 화석연료의 고갈, 지구 온난화 등 지구환경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 주요한 에너지 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화석연료는 이산화탄소 가스 배출로 인해 많은 환경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정에너지

에 대한 연구와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환경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재생 에너지를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

제 중 하나이다. 현재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수소에너지는 

사용이 간편하고, 수송이 용이하며, 다양한 형태로 저장이 가

능하며, 무한정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극소량의 이산화질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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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화질소를 발생시키는 것을 제외하고는 오염물질도 거의 

배출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1,2]. 이에 따라 물 분해를 

통하여 수소생산이 가능한 광전기화학전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3,4]. 그러나 

광전기화학전지의 안정성과, 효율성에 대한 연구는 아직 많

이 미흡한 실정이다 [5,6]. 광전기화학전지에 필요한 광전극 

물질로는 물 분해에 필요한 전위차인 1.23 eV 보다 큰 에너지 

밴드갭 값을 가지는 TiO2, ZnO, Fe2O3, WO3 그리고 Cu2O 등

이 있는데, 이 중 TiO2는 광부식에 대한 저항성이 매우 높고, 

독성이 없고,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 등이 있다 [7,8]. 1차원 

구조로 성장된 TiO2 나노로드는 전자와 정공의 낮은 재결합

률과 빠른 전자 전송능력을 가지고, 다양한 광학적, 전기적 

성질을 가진다고 알려져 있으며 광촉매나 광전지 등 많은 응

용품에 적용되고 있다 [9-12]. 특히 rutile 상을 가지는 1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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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op view and cross sectional SEM images of TiO2
nanorods with different growth durations: (a) 1 h, (b) 2 h, (c) 3 h, 
(d) 4 h, (e) 8 h.

TiO2 나노로드는 저비용으로 대량생산이 가능하고, 높은 재

현성 때문에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최적화에 대한 연

구가 많이 미흡한 상황이다 [13]. 이러한 rutile 상을 가지는 1

차원 TiO2 구조체를 성장시키는 주요 공정법으로는 화학 용

액 증착법[14], 열 산화법[15],  화학 기상 증착법[16], 수열합

성법[17-19] 등이 있다. 특히 수열합성법은 저온 공정이 가능

하며, 공정이 간편하며, 빠른 반응속도를 가지면서, 균일한 

결정상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0-25]. 수열합성법으

로 성장시킨 1차원 나노구조체의 경우 성장시간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는데, 성장시간에 따라 성장된 TiO2 나노로드의 형

태학적, 구조적 특성 및 광전기화학적 특성 그리고 이러한 특

성들의 상관관계를 다룬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열합성법으로 성장된 TiO2 나노로드의 형

태학적, 구조적 특성 및 광전기화학적 특성을 분석하고 이들 

특성들의 상관 관계에 대하여 체계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수열합성법을 이용하여 성장온

도 180 ℃에서 성장시간을 달리하여 TiO2 나노로드를 성장

시켰다. 형태학적 특성 분석은 field emission gu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Quanta 200 FEG; Fei Company), 

atomic force microscopy (L-trace II, nanonavi)을 사용하였으

며, 구조적 특성은 X-ray diffraction (X’Pert PRO MPD; 

PANalytical)를, 그리고 광전기화학 특성은 3- electrode 

potentiostat/ galvanostat (DY2111; Digy-Ivy) 장비를 이용하

여 분석하였다.

2. 실험 방법

Fluorine-doped tin oxide (FTO) 기판을 각각 아세톤, 메탄

올 순으로 초음파 처리를 10분씩 한 후, 초순수물에 헹군 후 

오븐을 이용하여 건조해 주었다. 세척된 FTO 기판을 10분 동

안 자외선-오존(UVO) 표면 처리 해주었다. 버퍼막 성장을 위

하여 0.5 ml 티타늄 부톡사이드 (reagent 97%, Aldrich), 9 ml 

2-메톡시에탄올, 0.18 ml 모노에탄올아민을 각각 전구체, 용

매, 안정제로 사용하였고, 250 rpm (revolution per minute) 조

건으로 상온에서 3시간 교반하였다. 만들어진 버퍼 용액은 

스핀코터(JD-Tech, JSP4D)를 이용하여 5초 동안 500 rpm 그

리고 30초 동안 4000 rpm 조건으로 UVO 처리된 FTO 기판 

위에 도포 되었다. 버퍼용액 도포 후 115 ℃의 전기오븐에서 

10분간 건조하고 다시 10분간 상온에서 건조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2회에 걸쳐 실시하여 FTO 기판에 버퍼막을 증착시켰

다. 버퍼막이 증착된 FTO 기판은 퍼니스를 이용하여 대기 중

에서 550 ℃ 조건으로 2시간 동안 열처리 해주었다. 수열합

성법 성장을 위한 전구체 용액은 10 ml 초순수물, 10 ml 염산 

(37%), 그리고 0.3 ml 티타늄 부톡사이드를 이용하였다. 만들

어진 용액과 버퍼막이 성장된 FTO 기판을 테프론 용기에 넣

은 후, stainless-steel vessel에 담아 주었다.  성장 시간에 따른 

나노로드 특성변화를 연구하기 위해 180 ℃에서 각각 1, 2, 3, 

4, 8시간으로 실험하였다. 각각의 공정 시간이 지난 후 

stainless-steel vessel을 상온에서 2시간 동안 서냉 시켰다. 이

후 샘플들을 퍼니스에서 500 ℃의 조건으로 6시간 동안 열처

리 하였다. 나노로드의 형태학적 특성은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FE-SEM), atomic force 

microscope (AFM)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구조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X-ray diffraction (XRD)를 사용하였다. 그리

고 광전기화학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three-electrode 

potentiostat을 사용하였다. 광전기화학적 특성 측정을 위해, 

성장된 TiO2 나노로드를 작업전극으로, 흑연을 상대전극으

로, 그리고 saturated calomel electrode(SCE)을 기준전극으로 

사용하였으며 전해질로는 KOH 1 M 용액을 사용하였다. 300 

W 제논 램프를 광원으로 이용하였고 1 sun 조건 (100 

mA/cm2)에서 -1.1 V 에서부터 1.5 V 까지(vs. SCE) 의 전압

조건으로 상온에서 광전류 밀도값을 측정하였다.

3. 결     과

그림 1은 성장 시간에 따라 성장된 TiO2 나노로드의 평면

과 단면 SEM 사진들이다. 성장시간 1시간 샘플에서는 FTO 

기판 위에 나노로드가 거의 성장이 되지 않고 FTO 기판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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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 The length of TiO2 nanorods, (b) the diameter of TiO2
nanorods and (c) the growth rate of TiO2 nanorods with different 
growth durations.

Fig. 3. AFM 3D images of TiO2 nanorods : (a) 1 h, (b) 2 h, (c) 3 
h, (d) 4 h, (e) 8 h, and (f) roughness values with different growth 
durations.

가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2시간 샘플의 경우 나

노로드의 성장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로드들이 옆으

로 누워있는 형태를 볼 수 있다. 비교적 성장시간이 짧은 샘

플에서는 핵생성이 적게 일어나 로드가 거의 성장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성장시간 3시간 샘플에서는 나노로드들이 

본격적으로 성장된 것을 볼 수 있으며 수직으로도 성장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다. 4시간 샘플은 3 시간 샘플에 비하

여 나노로드들이 촘촘히 성장된 것을 볼 수 있으며 수직 성장

이 더욱 잘 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8시간 샘플의 경

우는 4시간 샘플과 거의 비슷한 형태를 가지는 것을 볼 수 있

다. 본 실험 결과를 통하여 성장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로드

들의 직경은 커지고 길이도 길어지는 현상을 볼 수 있다. Bin 

Liu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수열합성법으로 FTO 기판 위에 

성장시킨 TiO2 나노로드는 성장시간 3시간 이상부터 수직적

으로 성장된다는 보고가 있다 [26]. 본 연구에서도 3시간 이

상 성장시킨 TiO2 나노로드가 수직적으로 성장되는 것을 확

인 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TiO2 나노로드를 수직으로 성장

시키기 위해서는 일정 시간 이상의 성장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장시간에 따라 성장된 TiO2 나노로드의 길이, 직경 및 

성장률을 그림 2(a), (b), (c) 에 나타내었다. 그림 1에서 보았

듯이 로드의 길이와 직경은 성장시간 4시간까지 크게 증가하

다가 4시간 이후부터는 큰 변화가 없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2(c)는 시간에 따른 성장률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성장 시

간이 증가함에 따라 성장률이 증가하고 4시간에서 최대 7.86 

nm/min 의 성장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8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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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FM images of TiO2 nanorods (a) 1 h, (b) 2 h, (c) 3 h, (d) 
4 h, (e) 8 h and (f) surface area values with different growth 
durations.

Fig. 5. XRD result for the TiO2 nanorods on FTO substrate with 
different growth durations : 1 h, 2 h, 3 h, 4 h and 8 h (a) XRD 
spectra, (b) (002) peak intensity.

서는 성장률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

과는 4시간 이후부터는 반응에 참여하는 소스의 양이 급격히 

줄어들어 성장률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일정시

간 이상 합성하게 되면, 반응하는 소스가 거의 소진되고, 따

라서 나노로드의 길이와 직경은 별다른 변화가 없게 되는 것

으로 판단된다.

그림 3은 성장 시킨 샘플의 AFM 이미지와 거칠기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성장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거칠기도 함께 증

가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즉, 거칠기는 나노로드 길이가 증

가할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다른 연구 결과에서도 보고 된 바가 있다 [27]. 성장 

시간 1, 2, 3, 4, 8 시간의 단면 AFM 사진을 각각 그림 4(a), 

(b), (c), (d), (e) 에 나타내었으며 샘플의 표면적 값을 그림 

4(f)에 나타내었다. 성장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표면적도 넓

어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일반적인 현상이며 Geun Hoi 

Gu 등에 의해서도 보고 된 바 있다 [28]. 

성장시간에 따른 TiO2 나노로드의 XRD 분석 결과를 그림 

5(a)에 나타내었다. 2θ = 26°, 37.5°, 52°, 62°, 66°부근에서 나

타나는 피크들은 FTO 기판 피크를 나타내고 62.87°부근에서 

나타나는 피크는 tetragonal rutile phase TiO2 (ICSD Card 

No. 98-008-5493)의 (002)면 피크이다. 그림 5(b)는 (002) 피

크 세기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짧은 성장 시간으로 인하여 나

노로드 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1시간에서는 TiO2 나

노로드의 피크인 (002) 피크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성장시간 

2시간부터는 (002) 피크가 나타났고, 나노로드가 가장 길게 

성장되었고 잘 정렬되어 있는 8시간 샘플에서 가장 큰 (002) 

피크 세기를 나타내고 있다. (002) 피크는 수직성장을 의미하

는데, 성장시간이 증가할수록 수직 성장이 잘되고 이에 따라 

피크 세기도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9-32].

성장시간에 따라 성장된 TiO2 나노로드를 광전극으로 사

용하여 측정한 광전기화학 전류 밀도값을 그림 6(a)에 나타

내었다. 모든 샘플에서 open-circuit voltage(Voc) 는 약 -0.78 

V 정도를 가졌고, 최대 광전류 밀도값은 약 1.0 V (vs.S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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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PEC performance for TiO2 nanorods on FTO substrate 
with different growth durations : (a) plots of photocurrent density 
vs. SCE, (b) photocurrent density at 1.0 V vs. SCE.

Fig. 7. (a) Nanorod length and (002) peak intensity (b) nanorod 
length and photocurrent density (c) (002) peak intensity and 
photocurrent density and (d) surface area and photocurrent 
density.

에서 측정 하였으며 측정 결과를 그림 6(b)에 나타내었다. 광

전류 밀도값은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점점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4시간 샘플과 8시간 샘플에서는 각각 0.85 mA/cm2 

과 0.897 mA/cm2 값을 가지며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7에서는 형태학적, 구조적 그리고 광전기화학적 특성 

결과를 상호 비교한 그래프를 나타내었다. 그림 7(a)는 나노

로드 길이와 XRD (002) 피크 세기를 비교한 그래프이다. 그

림 1과 그림 5(a)에서 보았듯이 상대적으로 짧은 성장시간을 

가지는 1시간 샘플의 경우 나노로드가 거의 성장하지 않았

고, 따라서 (002) 피크도 보이지 않았다. 성장시간 2시간 샘플

에서는 나노로드가 성장한 것을 볼 수 있으나 옆으로 누워있

는 형태를 가져 낮은 (002) 피크 세기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

된다. 이후 3시간 샘플부터는 나노로드가 상대적으로 수직 

성장하고 나노로드의 길이도 증가하여 이에 따라 (002) 피크 

세기도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시간 샘플과 8시간 샘플

의 경우 나노로드의 길이가 거의 변화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002) 피크 세기도 거의 변화가 없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TiO2 나노로드의 길이와 XRD 

(002) 피크 세기 결과가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나노로드 길이가 (002) 피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말해준다. Shi-Mao Wang 등의 연구에 따르면 

수열합성법으로 성장시킨 TiO2 나노로드 길이가 길어짐에 

따라 (002) 피크의 세기가 강해진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 [33]. 그림 7(b) 그래프는 나노로드 길이와 광전류 밀도

값을 비교한 그래프이다. 나노로드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광

전류 밀도값도 함께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Tomofumi 

Hamamura의 최근 연구에서도 TiO2 나노로드의 길이에 따라 

광전류 밀도값이 비례적으로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다 [34]. 

이는 나노로드 길이가 길어질수록 광여기된 전자들이 이동

할 수 있는 경로가 함께 증가하기 때문인데 [35], 본 연구에서

도 가장 길이가 긴 성장시간 8시간 샘플에서 가장 높은 광전

류 밀도값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길이가 가장 

긴 8시간 샘플에서 광전자의 전하수송력이 가장 크게 증가하

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002) 피크 세기와 광전류 밀도값을 

비교한 그래프를 그림 7(c)에 나타내었다. 성장시간이 상대

적으로 짧은 1시간 샘플은 나노로드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

았기 때문에 수직성장을 의미하는 (002)피크 세기가 낮은 값

을 가졌다. 이에 따라 광전류 밀도값 역시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2시간 샘플에서는 로드가 성장은 되었지만, 

옆으로 눕는 형태를 가졌기 때문에 낮은 (002) 피크 세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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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역시 낮은 광전류 밀도값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성장시간 3시간에서는 SEM 사진에서 확인하였듯이, 나노로

드가 수직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002) 피크세기

가 점차 커지고, 성장시간 4시간 이후부터는 수직성장이 상

대적으로 매우 잘 되었으므로 (002) 피크 세기가 크게 증가하

고, 8시간에서는 포화되는 결과를 볼 수 있다. 그림 1의 SEM 

이미지와 (002) 피크 세기를 통하여 TiO2 나노로드는 성장시

간이 증가함에 따라 1차원 나노구조체로 수직 성장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Y. Hou 등의 연구에 따르면, 2차원 TiO2 박막

보다 수직적으로 잘 성장된 1차원 TiO2 나노튜브가 직접적인 

전하 수송 채널의 역할을 더 잘 할 수 있다고 보고 된 바 있다 

[36]. 본 연구 결과에서도, 성장시간이 증가하면서 (002) 피크 

세기가 증가하였고 광전류 밀도값도 함께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광전기화학적 특성은 (002) 피크세기

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7(d)는 AFM 분석 

방법을 통해 얻은 샘플의 표면적 값과 광전류 밀도값을 비교

하여 나타낸 그래프이다. 마찬가지로 표면적 값과 광전류 밀

도값도 비슷한 경향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다. 1시간과 2시

간 샘플들처럼 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상대적

으로 길이가 짧고 수직 성장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표

면적 값이 낮으며 이에 따라 광전류 밀도값도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표면적 값이 큰 4시간 샘플과 8시간 샘플의 경우, 나

노로드 광전극이 전해질 용액과 접촉하는 표면적이 커지게 

되며 이는 소수 캐리어가 전해질 용액 속으로 상대적으로 더 

잘 빠져 나갈 수 있게 되어 광전류 밀도값이 높아지게 된다. 

Z. J. Zhou 등이 연구한 결과에서도 TiO2 나노로드의 길이가 

길어짐에 따라 표면적이 넓어지게 되고, 이에 따라 나노로드

와 전해질이 접촉하는 표면적이 커지게 되면서 소수캐리어

인 정공이 전해질로 잘 빠져 나갈 수 있는 조건이 형성 되어 

광전류 밀도값이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다 [37]. 또한, 상대적

으로 넓은 표면적을 가지는 광전극은 빛을 받으면 더 많은 광

자를 흡수할 수 있으며 이는 광전류 밀도값 증가에 큰 기여를 

할 수 있게 된다 [38]. 본 연구결과, 우리는 형태학적 특성과 

구조적 특성이 광전기화학적 특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TiO2 버퍼막이 증착된 FTO 기판 위에 수열

합성법으로 TiO2 나노로드를 성장시간을 달리하여 성장 시켰

고, 이에 따른 형태학적, 구조적 그리고 광전기화학적 특성을 

분석하였고 이러한 특성들의 상관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

였다. 성장시간이 길어질수록 나노로드 길이와 직경은 증가하

며, 수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일정시간 이상 성

장하게 되면,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로드의 길이가 길

어짐에 따라 나노로드의 표면적과 거칠기 값도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구조적 특성인 XRD 결과에서는 수직성장을 의

미하는 (002) 피크 세기가 성장시간이 길어질수록 증가하다 

성장시간 4시간 이후부터는 거의 변화하지 않았다. 광전류 밀

도값도 또한 성장시간이 길어질수록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고 

일정 시간 이상 성장하게 되면 크게 변화하지 않고 포화되는 

현상을 보였다. 가장 높은 광전류 밀도값은 형태학적, 구조적 

특성이 가장 우수한 성장시간 8시간 샘플에서 0.897 mA/cm2 

(at 1.0 V vs. SCE)의 값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 결과로부터 

TiO2 나노로드의 형태학적 특성과 구조적 특성이 광전류 밀도

값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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