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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환원반응을 통한 TiO2/Pd 복합광촉매 제조와 광촉매 특성
이종호1 · 안홍주2 · 윤정일3 · 김영직3 · 서수정3 · 오한준4,*
1

한서대학교 화학과
한국원자력연구원
3
성균관대학교 신소재공학부
4
한서대학교 항공신소재공학과
2

Photocatalytic Characterization of TiO2 Nanotub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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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decompose dye in aqueous solution, Pd nanoparticle-decorated TiO2 nanotube photocatalysts
were fabricated through electrochemical anodization and photoreduction processes. Morphological and surface
characterization of the TiO2/Pd heterojunction photocatalyst, as well as photoelectrochemical behaviors, were
investigated by X-ray diffraction, UV/Vis diffuse reflectance and photocurrent response. It was found that the
precipitated Pd particle size and distribution on TiO2 surface were affected by the photoreduction time. As
the photoreduction time increased from 10 min to 180 min, the corresponding average diameter of the
precipitated Pd particles on TiO2 photocatalyst increased from 4.35 nm to 9.29 nm. From the Aniline blue
degradation results, the Pd decorated TiO2 catalysts enhanced photocatalytic activity compared to bare TiO2
catalyst, and the rate constant for dye degradation was dependent on the Pd particle size on the TiO2 surface.
For an average Pd particle size lower than 7.80 nm, the particles were uniformly precipitated on the surface
of the TiO2 nanotubes, and the dye degradation rate constants increased with increasing Pd particle size.
However, for an average Pd particle size of more than 7.80 nm, the particles were agglomerated on the TiO2
surface, and the dye degradation rate constants gradually decreased. With an optimum Pd particle size of 7.80
nm, the TiO2/Pd photocatalyst showed higher photocatalytic activity and Aniline blue degradation rate, due
to high photo absorbance response, and more efficient charge separation through electron transfer from the
conduction band of the TiO2 to the Pd p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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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광촉매를 이용하여 수용액 중의 유기물질을 분해하는 수
질정화 처리방법은 경제적일 뿐 아니라 취급이 용이하고
안전하기 때문에, 친환경적 폐수처리를 하기 위한 방안으

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재료
적인 측면에서 TiO2는 무독성이며 화학적인 안정성과 광
촉매에 적합한 전자 및 광학적인 특성을 나타내므로 광촉
매 재료로서 가장 적절한 소재로 인식되어 지금까지 활발
하게 연구되고 있다. 또한 TiO2 광촉매를 나노튜브 형태로
제조할 경우 광촉매 반응이 일어나는 표면적이 증가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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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광촉매 효율을 개선시킬 수 있으며, 튜브형상에 의
해 광여기된 전자와 정공 등의 전하가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간단하고 경제적으로 제조가 가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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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염료 등의 유기물 분해 분야 [1,2] 뿐 아니라,

용하여 제조하였다. 이때 광조사 시간이 길어지면 광환원

Battery 분야 [3,4] 수소발생 [5,6] 센서분야 [7], 태양광전

에 의해 TiO2 표면에서 석출되는 Pd 입자들의 크기도 성

지 [8,9]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장하게 되며 분포형태도 변화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광환

그러나 이와 같은 다양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TiO2 광촉

원 반응 결과에 의해 나타나는 Pd 입자들의 형태 변화가

매에서 나타나는 비교적 높은 에너지 밴드갭과 광여기에

TiO2/Pd 복합 광촉매의 광촉매 효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의해 발생된 전자와 정공의 빠른 재결합율의 문제점들은

조사를 실시했으며, 광촉매 효율은 Aniline blue 염료의 분

광촉매 반응 효율을 제약하는 단점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해 효율을 통하여 평가했다.

이를 개선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들이 연구되어 왔으며,

2. 실험 방법

그 중 특히 TiO2 표면에 귀금속 입자들을 석출시킨 복합
광촉매를 이용하는 경우는 광촉매 반응효율을 높이는 유용
한 방법으로 알려져 왔다. 이 방식에서는 높은 일함수

2.1 광촉매 제조 및 특성분석

(work function)를 갖는 귀금속 나노입자와 TiO2를 결합시

본 실험에서는 다양한 크기와 분포를 나타내는 Pd 나노

켜 결합계면에서 전자를 포획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입자들이 TiO2 nanotube (TNT) 표면에 분산되어 있는
TNT/Pd 복합 광촉매를 제조한 후, TiO2 광촉매 표면의

Schottky 장벽이 형성되면서 TiO2로 부터 귀금속 나노입자
로 전자이동이 촉진되기 때문에 광여기된 전자와 정공을

Pd 나노입자들의 크기가 광촉매 효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

아주 효과적으로 분리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전자와 정

하여 조사를 실시했다. TiO2 나노튜브 형태의 광촉매는 일

공의 재결합을 억제하는 효과를 나타내게 된다. 이 결과

반적인 순수 한 판상의 Ti 재료 (commercial grade, 99.6

TiO2 광촉매와 귀금속 나노입자 표면에는 재결합에 참여하

wt%)를 탈지, 수세 등의 전처리를 실시한 후, 0.5 wt%

지 않고 남아있는 전자와 TiO2의 valence band에서 남아

NH 4 F, 5 wt% H 2 O 그리고 에틸렌글리콜 (ethylene

있던 정공들이 재결합에 관여하지 않고 유기물을 분해하기

glycol)의 혼합용액에서 30 V의 양극전압을 10분간 인가하

위한 산화환원반응에 참여하기 때문에 광촉매 반응효율을

여 제조하였다. 이 양극 산화 방식에 의해 제조된 TiO2

높일 수 있다. 특히 TiO2 광촉매 표면에 Pt [10], Au

나노튜브 광촉매를 결정화시키기 위하여 500 oC에서 1 시

[11] 및 Pd [12]등의 귀금속 나노입자들이 형성된 경우 광
촉매 효율은 현저하게 증가된다고 보고되고 있으나, Pt와

간 열처리를 실시하였다. 이렇게 제조된 TiO2 나노튜브 광

Au의 경우는 높은 가격 때문에 광촉매 분야에서 광범위하
게 적용시키기에는 많은 제약이 따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

성시키기 위해 Hg 램프을 이용한 광환원 방식을 이용하였
으며, 이 방식에 의해 Pd 나노입자들이 생성되는 과정을

다. 그러나 Pd의 경우 광활성과 광안정성이 매우 우수하며,

그림 1에 나타냈다.

촉매의 표면에 다양한 크기와 분포의 Pd 나노입자들을 형

특히 유기용매와의 광반응 [13]에서는 광반응 효율이 매우

그림 1에서 광환원 방법을 사용하기 위한 수용액으로는,

탁월할 뿐 아니라 Pt와 Au등과 비교하여도 귀금속으로서

palladium acetate (Pd(OAc)2, sigma-aldrich)를 DI water/

가격이 저렴하고 매장량이 풍부 [14,15] 하기 때문에 Pd입

ethyle alchol (50:50 vol%)의 혼합용액으로 용해한 후

자들이 분포된 복합 TiO2 광촉매의 경우가 경제적으로 유

0.02 M palladium acetate 용액을 제조하여 사용하였다.

리하고 다양한 광촉매 산업분야로의 적용도 매우 활발하게

Pd 나노입자들이 분포하는 TiO2 광촉매 (TNT/Pd)를 만들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 위하여, TiO2 나노튜브 광촉매를 0.02 M palladium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염료분해 반응의 개선을 위해 Pd

acetate 용액속으로 침지 시켰으며, Hg 램프를 조사한 후

나노입자들이 TiO2 나노튜브 표면에 형성되어 있는 TiO2/
Pd 복합 광촉매를 제조한 후 TiO2 표면에 형성된 Pd 나

가 조사되는 동안 TiO2 광촉매 표면에서는 광촉매 반응에

노입자들의 크기가 광촉매 반응 효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

의해 광전자들이 생성되며 이러한 광전자들은 Pd(OAc)2

하여 조사했다. 이때 TiO2 광촉매의 경우 전기화학적 방법

용액 속에 존재하는 Pd2+ 이온들과 광환원 반응을 통하여

세척, 건조를 실시했다. 그림 1에서 알수 있듯이, Hg 램프

으로 제조한 후 열처리를 실시했으며, Pd 나노입자들은 Pd

Pd 나노 금속입자들이 광촉매 표면에서 형성된다. 또한 광

이온들이 함유된 수용액에 TiO2 광촉매를 침지한 후 수은

환원 반응 과정에서 Hg 램프가 조사되는 시간을 통해 광

램프를 조사했다. 이때 TiO2 표면에서 발생된 광여기된 전

환원 반응 시간을 조절할 수 있으며, 광촉매 표면에서 형

자들과 용액속에 존재하는 Pd 이온들이 광촉매 표면에서

성되는 Pd 나노입자들의 크기와 분포를 변화시킬수 있다.

환원에 의해 Pd 나노입자들이 형성되는 광환원 방식을 이

이와 같이 제조된 TiO2 나노튜브/Pd 복합 광촉매의 표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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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였으며, 이때 광촉매 표면으로 조사된 광량은 1.85
mW/cm2 (UV LIGHT METER, Lutron UVA-365) 로
측정되었다. 또한 반응시간에 따른 Aniline blue의 분해 농
도를 관찰하기 위하여 600 nm에서 자외선 분광 광도계
(Unicam 8700)를 사용하여 흡광도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3. 실험 결과 및 고찰
Fig. 1. Schematic illustration of synthesis of TiO2 nanotube/Pd
photocatalyst by anodizing and photoreduction.

3.1 광촉매 표면특성
그림 2는 Hg 램프을 이용한 광환원 방식을 통해, TiO2
나노튜브 광촉매의 표면에 Pd 나노입자들이 형성된 광촉매
의 표면을 FESEM을 통하여 관찰한 결과를 나타냈다. 그림

직은 FESEM (JEOL-JSM5410)을 통하여 관찰하였으며,
결정구조는 X-선 회절분석기(Phillips, Model PW1710)를

2(a)는 0.5 wt% NH4F, 5 wt% H2O 그리고 ethylene glycol
의 혼합용액에서 양극전압을 인가하여 TiO2 나노튜브 형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TNT/Pd 복합 광촉매의 흡광특

태의 시편을 제조한 후, 결정화를 위하여 500 oC에서 1시

성은 UV–vis spectrometer (Cary 500 Scan UV-vis-NIR

간 열처리를 실시한 광촉매 표면을 나타낸 사진이며, 이

spectrophotometer)을 이용하여 관찰했다.

TNT 광촉매 표면에 Hg lamp를 이용하여, 광환원을 10,
20, 30, 60, 90, 120, 그리고 180 분간 실시하여 Pd 나

2.2 전기화학적 특성 분석

노입자들을 형성시킨 TNT/Pd 광촉매 표면은 그림 2(b) –

TNT/Pd 복합 광촉매의 전기화학적 특성은 linear sweep

(h)에 나타냈다. 그림 2에서 알수 있듯이, 결정형의 TiO2

voltammetry와 광전류의 변화반응(photocurrent response)

나노튜브를 Pd(OAc)2 용액속에 침지한 후 Hg lamp의 조

을 통하여 조사했다. 이때 전기화학적 측정은 potentiostat

사를 통한 광환원반응을 이용하면, 용액내의 Pd2+ 이온들

(CHI600C, USA) 장비를 이용하였으며, 측정시 3극계

과 TiO2 광촉매 표면에서 발생되는 광전자들의 반응에 의

(three-electrode system) 셀을 사용하였다. 전기화학셀의 기

해 TiO2 표면으로 Pd 나노금속 입자들을 효율적으로 생성

준전극으로는 Hg/Hg2SO4, 상대전극으로는 백금전극을 이
용했다. 특히 광전류의 측정을 위한 전극셀의 내부에는 석

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TiO2 표면에서
석출된 Pd 입자들은 크기와 분포특성은 Hg lamp 조사를

영 유리로 된 튜브를 연결하여, 외부에서 공급되는 광원이

통한 광환원 반응시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TiO2 복합 광촉매 표면에 도달될 수 있도록 하였다. 외부

광환원 시간이 길어질수록 광촉매 표면에서 생성되는 Pd

에서 공급되는 광원으로는 LED 광원 (LED illuminator,

입자들의 크기가 증가하고 있으며, 광촉매 표면에 점차적

B&B Opto)을 사용하고 내부필터를 이용하여 400 nm 이

으로 조밀하게 분포되는 형태로 나타났다. 그러나 180 분

하의 광원은 제거한 후 사용했다. 전기화학적 실험을 위한

의 광환원 반응을 통해 TiO2 표면에서 Pd 입자들이 석출

전해액으로는 0.5 M K2SO4 용액이 사용되었다.

되어 있는 광촉매의 경우 (그림 2(h)), 형성된 Pd 나노입
자들의 크기 편차가 심하게 나타났을 뿐 아니라 석출물들

2.3 염료의 분해효율 및 반응상수

의 분포도 불균일하게 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염료분해 실험에 사용한 시약은, 염료로서 Aniline blue

또한 광환원 반응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TiO2 광촉매 표

(Fulka)를 사용하였으며, 용매로는 모두 3차 증류수를 이용

면에서 발생된 광전자들과 수용액에서 존재하는 Pd 이온

하였다. TNT 또는 TNT/Pd 광촉매의 반응효율은 염료의
분해 효율을 통해 평가하였으며, 염료분해 반응을 측정하

들의 환원 반응에 의해 광촉매에서 생성 성장되는 Pd 나
노입자들의 크기 변화는 그림 3에 나타냈다. 그림 3에서

기 위해서는, 원통형 반응기 안으로 제조된 광촉매 (3 cm
× 4 cm 크기) 시편을 넣은 후, 85 µM Aniline blue 용액

정은 2단계로 구별되어 나타났다. Hg lamp 조사 시간이

(pH 4)을 첨가하고, 광촉매 종류에 따른 염료분해 효율을

비교적 짧은 초기 단계에서는 경우, 광촉매 표면에서 생성

조사했다. 또한 반응 용액으로부터 60 cm 위에 100 W의

된 Pd 나노 입자들의 직경크기는 0.189 nm/min의 속도로

고압 수은등을 장치한 후 조사 시간에 따른 광촉매 반응을

성장하였으며, 30 분이 지난 후의 성장속도는 0.020 nm/

환원반응에 의해 Pd 나노 입자들이 생성되고 성장되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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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FESEM images exhibit surface of TiO2 nanotube (TNT) photo-reduced in 0.02 M palladium acetate solution under 20 W Hg lamp
for (a) 0 min, (b) 10 min, (c) 20 min, (d) 30 min, (e) 60 min, (f) 90 min, (g) 120 min and (h) 180 min.

정도 진행되었기 때문에 환원 반응에 참여하는 Pd 이온의
농도가 수용액 내에서 감소되었기 때문이거나, 표면에서 이
미 생성된 Pd 입자들이 TiO2 광촉매 표면에서 Hg lamp의
광과 접촉되는 면적을 축소시키기 때문에, 광촉매 표면에서
광전자의 발생효율이 감소되고 따라서 수용액 내부의 Pd 이
온들이 광전자와 결합되면서 Pd 금속입자로 환원되는 반응
속도가 감소되는 것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3.2 광촉매의 XRD 분석결과
광환원 방식을 이용하여 Pd 나노입자들이 형성되어 있
는 TNT/Pd 광촉매의 결정구조를 조사하기 위해 EDX 분
석과 XRD 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그림 4와 그림 5
에 나타냈다. 일반적으로 광촉매 표면에 석출되어 있는 금
Fig. 3. Growth rate of Pd particle on TiO2 nanotube (TNT). The Pd
particle was deposited by photo-reduction process for 180 min in
Pd(OAc)2 solution.

속입자의 크기가 너무 미세할 경우 EDX와 XRD를 통해
검출이 되지 않는 경우가 나타나기 때문에, 본 측정을 위
해서는 180 분 Hg lamp 조사를 통해 어느 정도의 크기
의 Pd 입자들이 형성되어 있는 TNT/Pd 광촉매 시편을 사

min를 나타냈다. 초기단계에서는 매우 미세한 Pd 입자들이

용했다. 그림 4에서 나타난 TNT/Pd 광촉매 표면의 EDX

순간적으로 급격하게 생성되고 성장되며, 일정시간이 지난

분석결과에서 TiO2와 Pd 입자들에 의한 Ti, O, Pd 등의

후 Pd 입자들의 크기는 서서히 성장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일정시간이 지난 경우 Pd 입자들의 성장속도가 느려

성분들이 나타났으며 또한 TNT 나노튜브 내부에서도 Pd

지는 것은 초기 단계에서 Pd 입자들의 생성과 성장이 어느

정구조를 조사하기 위해 실시한 XRD 측정결과는 그림 5

입자들이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확실한 결

이종호 · 안홍주 · 윤정일 · 김영직 · 서수정 · 오한준

514

로는 rutile 구조가 혼합되어 생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 그림 5에서 나타난 Ti 피크는 TiO2 피막의 기저부분인
Ti 금속부분에서 유래된 것임을 알수 있다. 또한 180 분의
환원 반응을 통해 Pd가 석출되어 있는 TNT/Pd 광촉매의
경우, TiO2 나노튜브 광촉매와 비교하여 anatase 결정의
(004) 피크강도가 증가되어 나타났으며, 추가로 46.96o와
68.59o에서 약한 피크가 나타났다. 그림 5(a)와 (b)의 비교
에서 anatase 결정의 (004) 피크강도의 차이는 TiO2 나노
튜브를 제조하기 위해 각각의 양극산화와 열처리 공정을
거치면서 형성되는 anatase 결정의 우선 성장면들의 분포
편차에 의해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TNT/Pd 광촉매의 결정구조는 TiO2 나노튜브의 경
우와 같이 anatase결정과 일부 rutile 구조가 혼합된 형태
로 나타났다. 또한 TNT/Pd 광촉매의 결정구조에서 추가되
어 46.96o와 68.59o에서 보여지는 약한 피크는 (200) 그리
고 (220) Pd 금속의 결정면 (JCPDS No. 05-0681)과 잘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그림 5의 결과는 Pd(OAc)2 용액에
존재하는 Pd(II) 이온들이 Hg lamp 조사를 통하여 TiO2
Fig. 4. SEM image of (a) surface area, (b) energy dispersion X-ray
(EDX) spectra, and (c) magnified cross-sectional area of the TNT
with Pd particles reduced for 180 min.

나노튜브 표면에서 광환원반응을 통해 Pd 나노입자들로 생
성되고 성장한 것을 나타내고 있다.

3.3 광촉매의 흡광특성
Palladium acetate 용액 속에 침지된 TiO2 nanotube 광
촉매는 Hg lamp를 통한 광환원 반응 시간에 의해 TNT시
편의 표면에 석출된 Pd 나노입자들의 크기와 분포형태의 차
이가 나타난다. 그림 6는 TNT 표면위에 석출된 Pd 나노입
자의 크기와 분포형태가 TNT/Pd 복합광촉매의 광흡수 효율
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reflectance absorption
spectra를 측정한 결과를 나타냈다. 일반적으로 TiO2 광촉
매의 경우, 가시광 영역에서의 광을 활용하기 힘든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적절한 표면개질 등을 통해 가시광 영역의
광을 흡수하여 광반응에 이용할 수 있을 경우 광촉매 반응
효율은 현저히 증가될수 있다. 그림 6(a)와 같이 Pd 입자
가 침지되지 않은 TiO2 나노튜브의 경우, 400 nm 이상의
Fig. 5. XRD patterns of (a) bare TNT and (b) TNT with Pd particles
reduced for 180 min.

가시광 영역에서 흡광효율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광 조사를 통한 광환원 시간이 길어질수록, 즉
TiO2 나노튜브 표면으로 Pd 나노입자의 생성과 성장이 진
행될수록, 가시광 영역의 광 흡수효율도 같이 증가되고 있

에 나타냈다. 그림 5에서 TiO2 나노튜브의 경우 XRD 분

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120 분의 광조사를 통하여 TiO2

석 결과 [16]를 통해 titanium (JCPDS No. 44-1294),
anatase (JCPDS No. 21-1272), rutile (JCPDS No. 21-

나노튜브 표면에 평균직경 7.80 nm의 Pd 나노입자들이 균

1276)의 피크들이 나타났으며, TiO2 나노튜브의 TiO2 나노
튜브의 결정구조로는 대부분은 anatase결정이며 부분적으

광 흡수효율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하게 생성되어 있는 경우 (그림 6(e)) 가시광 영역에서의
그러나 180 분의 환원시간을 통해 Pd 나노입자들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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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UV–vis diffuse reflectance absorption spectra of TiO2
photocatalysts: (a) TNT and TNT with Pd particles reduced for (b)
10 min, (c) 30 min, (d) 90 min, (e) 120 min and (f) 180 min.

Fig. 7. Linear-sweep voltammograms (LSV) of photocatalysts: (a)
TNT and TNT with Pd particles photo-reduced for (b) 10 min, (c)
30 min, (d) 90 min, (e) 120 min and (f) 180 min. The LSV of
photocatalysts was measured with scanning rate of 50 mV/s in 0.5
K2SO4 solution under visible light irradiation.

성되어 있는 TiO2 광촉매의 경우, 환원반응시간 120 분
경우와 비교하여 TiO2 표면에 생성된 나노입자들의 크기
는 계속 성장된 상태이며 분포 형태도 점차 불균일하게 변

시편의 경우 일수록 광전류 증가율이 증가했으며 (그림
7(b)에서 (f)까지), TNT 광촉매 표면에서 Pd 입자의 일정

해가기 때문에 가시광 영역에서의 광흡수율은 오히려 약간

크기를 넘어서거나 불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는 경우 (그림

감소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120 분의 광환원

7(g))부터는 약간 감소되기 시작하였다. 이 현상은 anodic

과정을 통해 Pd입자들이 생성된 TNT/Pd 광촉매 의 경우

photocurrent의 개시전압 (onset potential)이 -0.25 V에서

가 가장 가시광 흡수효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0.40 V (vs Hg/Hg2SO4)로 negative potential shift 되는

이 경우 광활성 반응과 광촉매의 효율이 가장 높을 것으로

현상과 일치하고 있다. P. Yilmaz [17] 등에 의하면

예상된다.

negative potential shift 현상은 광촉매 표면에 생성된
charge carrier 밀도와 깊은 관계가 있으며, charge carrier

3.4 전기화학적 특성 분석

밀도가 증가될수록 Mott Schottky plot의 기울기는 감소되

그림 7은 광이 조사되고 있거나 또는 광을 차단시킨 상태

고 이로 인해 광촉매 표면과 용액과의 계면에서 band

에서 TNT와 TNT/Pd 광촉매의 linear sweep voltammogram

bending이 감소되기 때문에 negative shift 현상이 나타나

o

을 나타냈다. 이러한 선형 전류전압 곡선의 측정은 25 C
의 0.5 M K2SO4용액을 사용하고, 전압의 주사속도는

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그림 7에서 잘 나타
나 있으며, 적절한 크기와 분포를 나타내는 Pd 나노입자들

50 mV/s, 측정 범위는 −0.4 에서 2.0 V (vs Hg/Hg2SO4)

이 TNT 광촉매 표면에 분산되어 있을수록, 광조사에 따른

사이에서 실시하였다. 그림 7(a)와 (b)에서 나타난 TiO2 나

광촉매의 활성이 상승하고 광촉매 표면에 광여기된 전자와

노튜브의 경우, 광이 차단되어 있는 경우에 비해 광이 조

정공들의 밀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negative potential shift

사되고 있는 조건 하에서 나노튜브의 광전류 밀도는 현저

현상이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러한 양극

하게 증가되었다. 이러한 광전류의 증가는, TiO2 광촉매가

전류밀도의 증가와 negative potential shift 현상은 광촉매

전해질 용액의 산화반응에 관여하여 나타나는 현상으로, 가

의 광활성과 깊은 관계가 있으며, 적절한 크기와 분포의

시광에 의해 양극 광전류의 증가율이 클수록 높은 광촉매

Pd 나노입자들이 분산되어 있는 TNT/Pd 광촉매의 경우

효율을 나타내게 된다. 또한 광이 조사되고 있는 조건에서

가장 높은 광촉매 효율을 예상할 수 있다

광전류의 증가율은 TNT시편에 비하여 TNT/Pd시편의 경

광촉매 반응에 참가하는 광전자의 거동과 광촉매 효율과

우 현저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광환원 반응에 의해 생성된

의 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TiO2 광촉매 표면에서 가시광의

Pd입자의 크기가 크고 균일하게 분포된 TNT/Pd 광촉매

조사여부에 의해 발생되는 광전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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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와 정공쌍의 생성과정, 전자와 정공의 이동효율 그리
고 전자 정공의 분리되어 나타나는 반응효율에 크게 의존
[19,20] 된다.
또한 그림 8에서 광촉매 표면에 광조사와 광차단을 연속
적으로 4회 반복하면서 측정한 광전류의재현성은 TNT 광
촉매의 경우, 초기 측정한 광전류와 연속 4회 측정 결과와
의 차이가 별로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가장 높은 광전
류를 나타내는 TNT/Pd 광촉매 (그림 8(e))의 경우는 초기
광조사에 의해 생성된 광전류와 비교하여 연속 4회째 측
정된 광전류는 약간 감소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광촉매 표면으로 광을 조사할 경우, 전해조내에서 광촉매
표면과 상대전극인 백금전극의 표면에서 전해용액중의 화
학종과 전하이동반응이 일어나며, 이때 전극표면의 계면근
Fig. 8. Photocurrent response of (a) bare TiO2 nanotube and TiO2
nanotube with Pd particles reduced for (b) 10 min, (c) 30 min, (d)
90 min, (e) 120 min and (f) 180 min. The photocurrent of catalysts
was measured in 0.5 M K2SO4 solution under the visible light
impulse irradiation.

처에서는 전해액중의 화학종이 소모되기 시작한다. 이때 짧
은 주기로 연속적으로 반복하여 측정을 실시하거나 또는
용액내의 화학종들이 확산에 의해 빠르게 이동하지 못해
확산이동의 한계가 나타날 경우에는 측정되는 광전류는 점
차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이런 경향은 TNT 광촉매에 비
해 높은 효율을 나타내는 TNT/Pd 광촉매일수록 현저하게

그림 8에 나타냈다. 광전류의 측정을 위해서 정전류 전압
(open circuit potential)을 유지한 후 on-off 사이클 모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상에도 불구하고 그림 8에서 나타

로 가시광을 조사했다. 그림 8에서 나타나는 광전류의 변

난 측정결과를 통해 여러 광촉매들의 광반응 효율에 대한

화로는, 초기 광전류의 흐름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가시광

상대적 비교는 예상할수 있다. 즉 그림 8에서 광을 조사할

을 조사하면 순간적으로 광여기된 전자와 정공이 갑자기
발생되면서 양극 광전류가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이후 광

경우 생성되는 광전류의 크기가 크게 나타날수록, 광촉매
표면에서 광여기에 의해 많은 전자들이 발생되고, 전기화

전류는 여기된 광전하들이 광촉매 표면으로 이동하거나 내

학셀의 상대 전극인 백금전극까지 효율적으로 이동하고 있

부에서 재결합되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광전류가 감소하기

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120 분의 환원 반응에 의해

시작하며 일정시간이 지남에 따라 광전자들의 생성되는 비

생성된 Pd가 침적되어 있는 TNT/Pd 시편의 경우는 광반

율과 이동확산에 의해 재결합되어 감소되는 비율이 어느

응 전류밀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장 높은 광촉매 반

정도 평형이 되면 전기화학 셀에서 이동되는 광전류의 흐

응 효율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름이 일정하게 된다. 마직막으로 인가된 광을 off시켜 차단
시켰을 경우 (dark상태), 분리되어 있던 광 전하들이 재결
합되면서 광전류는 다시 0으로 나타나게 된다 [18]. 그림

3.5 염료분해효율
그림 9는 TNT 와 TNT/Pd 광촉매를 이용하여, Aniline

8의 경우, 초기에 가시광을 조사한 후 약 30 초 경과하는

blue 염료의 분해 효율을 평가한 결과이며, 이 측정 결과

동안 급격하게 상승했던 광전류가 서서히 감소하게 되며

를 통해 광촉매 효율을 비교하였다. 염료분해 효율의 정확

2

이때 순수한 TNT의 양극 광전류는 14.7 µA/cm 으로 나타

한 평가를 위해서 광이 차단된 공간에서 농도와 pH가 유

났다. 그러나 10, 30, 90, 120 그리고 180 분간의 광환원
반응에 의해 Pd가 형성되어 있는 TNT/Pd 시편의 경우는

지된 염료 수용액속으로 각각의 광촉매 시편을 침지 한 후
20 분간을 유지했다. 이때 광촉매들의 표면특성 차이에 의

20.6, 27.9, 35.6, 45.5 그리고 40.2 µA/cm2의 양극 광전

해 시편에 염료가 흡착되는 비율의 차이가 나타나며 이로

류가 생성되었으며 순수한 TNT의 양극 광전류에 비해 높

인해 염료의 농도가 미세하게 변하게 된다. 이렇게 미세하

게 나타났다.

게 변한 상태의 염료농도를 염료분해반응의 초기농도 Co

이러한 광전류들은 조사된 가시광을 차단한 경우 다시

로 설정한 후 광을 조사하면서 염료분해반응을 진행했다.

광전류는 사라지기 된다. 따라서 광촉매 표면에서는 광조

이때 광촉매 효율은 염료의 흡착 또는 순수한 광촉매 이외

사에 의해 나타나는 광전류의 크기는, 조사된 광에 의해

의 미세한 분해반응은 모두 보정한 후 순수한 광촉매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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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한다. 이때 광여기된 전자와 정공들이 광촉매 반응에
참여하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전자와 정공이 도중에
재결합하게 되면 광촉매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와 정공의
수가 감소하게 되기 때문에 광촉매 반응 효율이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와 같이 티타니아 나
노튜브의 표면에 Pd 나노입자들이 형성되어 있을 경우, 이
러한 Pd 입자들은 광전자와 정공들이 광촉매 반응을 위해
티타니아 표면으로 이동할 때 전자들을 포획하여, 전자와 정
공의 재결합을 억제시켜 주기 때문에 광촉매 효율이 증가하
게 된다. 즉 Pd의 페르미 레벨 [21,22] EF (EF= -5.12 eV
vs vacuum)는 TiO2의 conduction energy level [23,24] (ECB
= -4.21 eV vs vacuum) 보다 낮기 때문에 Pd 나노입자와
Fig. 9. Variations of Aniline blue concentration as a function of
irradiation time under visible light with different photocatalysts: (a)
bare TNT and TNT with Pd particles, which were participated by
photo-reduction for (b) 10 min, (c) 30 min, (d) 90 min, (e) 120 min
and (f) 180 min. C is the Aniline blue concentration at time t, and Co
that in the initial solution.

TiO2의 경계면에서는 Schottky barrier가 형성이 되면서 이
때 TiO2의 conduction band에 있던 전자들이 Pd 입자들
로 이동하게 된다. 이때 따라서 Pd 입자로 이동되는 전자
들 때문에 TiO2 광촉매 내부에서는 광여기에 의해 생성된
정공들과 전자들의 재결합이 억제되고 따라서 Pd 입자와
TiO2 표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전자들이, TiO2 표면에
서도 비교적 높은 비율의 정공들이 존재하게 된다. 이때

에 의해 나타나는 염료분해 결과를 통해 평가했다. 분해효
율의 평가방법으로는 염료의 초기 반응시 농도가 Co이며,

TNT/Pd 광촉매 표면에 남아있는 전자와 정공들이 염료분

t 시간의 분해반응이 진행된 후 측정된 염료의 농도가 C로

[25] 하게 되며, 이 경우의 반응기구는 그림 10에 나타냈

나타났을 경우 분해효율을 C/Co로 나타냈다. 따라서 C/Co

다. 그림 10에서 알 수 있듯이, TiO2 계면에서 직접 광여
기에 의해 생성된 전자 또는 TiO2로부터 Pd입자의 계면으

가 감소할수록 높은 염료분해효율을 나타낸다.

해 반응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광촉매 반응효율이 상승

그림 9에서 270 분의 Aniline blue 분해반응을 통한 광

로 이동한 전자들은 수용액중의 산소를 환원반응을 통해

촉매 시편들의 염료분해 효율은 TiO2 나노튜브의 경우

superoxide radical 음이온으로 변화시키며 식 (1)의 반응이

55.6 %의 분해효율을 나타냈으며, 10, 30, 90, 120 그리고

진행된다. 또한 광여기에 의해 발생된 정공의 경우는, 물

180 분간의 광환원 반응을 통해 생성된 Pd 나노입자가 형

또는 OH- 이온과 반응하여 식 (2)와 같이 hydroxyl

성되어 있는 TNT/Pd 시편의 경우는 61.1, 69.5, 79.8,

radical을 형성시키게 되며 이러한 radical 이온들에 의해

86.9, 그리고 83.4 %의 염료분해 효율을 나타냈다. 따라서

염료들이 식 (3)과 같이 분해하거나, 식 (4)와 같이 TiO2

TiO2 나노튜브 광촉매 표면에 Pd 나노입자들이 존재할 경

계면에 존재하는 정공과 직접 반응하여 염료분해 반응이

우 광촉매 효과는 상승하였으며, 균일한 분포로 적절한 크
기로 성장될 때까지 광촉매 효율은 계속 증가했다. 그림 9

진행된다.

의 염료분해 결과에서 120 분의 광환원 반응을 통해 생성
된 Pd 나노입자가 형성되어 있는 TNT/Pd 시편의 경우는
최대의 광촉매 효율은 나타냈다. 그러나 180 분의 환원반
응을 통해 TNT 표면에 Pd 입자가 생성되었을 경우는, 그
림 2에서 보여지듯 Pd 입자들의 크기가 적정한 크기 이상
으로 성장했으며 분포도 불균일하게 형성되기 때문에 광촉
매의 염료분해효율은 다시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광촉매를 이용하여 염료를 분해할 경우, 광
조사에 의해 TiO2 광촉매 표면에서 여기된 전자와 정공은
광촉매와 수용액의 경계면에서 각각 산화와 환원 반응에

O2 + e- (TiO2 or Pd 계면) → O2·-

(1)

H2O (H+ + OH-) + h+ (TiO2 계면) → H+ + OH·

(2)

Aniline blue + OH· → degraded Aniline blue + H2O (3)
Aniline blue + h+ (TiO2 계면) → degradation products
(4)
이와 같이 TiO2 나노튜브 광촉매 표면에 Pd 나노입자들
이 존재할 경우 광촉매 효과는 그림 9의 결과처럼 상승하
였으며, Pd 입자들이 균일하게 분포되면서 적절한 크기로
성장될 때까지 광촉매 효율을 계속 증가했다. 그러나 Ti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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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a) An energy diagram and photocatalytic performances of TNT/Pd photocatalyst, and (b) electron transfer mechanism via Schottky
barrier.

나노튜브 광촉매 표면에서 Pd 입자들의 크기가 적정한 크
기 이상으로 성장하고 분포도 불균일하게 형성되어 있는
경우는 광촉매의 염료분해효율은 다시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Pd 입자들이 TiO2 광촉매 표면상에서 적
정한 크기 이상으로 성장했을 경우 광 반응을 할 수 있는
TiO2 광촉매 표면의 면적이 감소되어 광여기에 의해 전자
와 정공의 발생비율이 감소되기 때문이며, 또한 적정크기
이상의 Pd 입자들은 과도한 광전자들의 유입을 통해 높은
negative 전하 상태가 유지되기 때문에 positive 전하의 정
공을 끌어들이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이 나
타날 경우 Pd 입자들은 오히려 전자와 정공의 재결합 장
소로 작용하게 된다. 이와 같이 실험 결과는 TiO2 광촉매
표면에 형성된 금속나노 입자들의 크기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오히려 광촉매 효율을 감소시킨다는 연구결과 [26,27]
와 잘 일치하고 있다.
또한 Aniline blue 염료의 분해반응에서 광촉매 반응시
간에 따른 염료농도의 변화와 염료 분해반응에 대한 반응
상수의 비교를 그림 11(a)와 (b)에 나타냈다. 일반적으로
TiO2를 통한 광촉매 반응의 경우 많은 연구결과에서 1차식
의 반응속도로 진행된다고 보고 [28-30] 되었다. 따라서
Aniline blue 염료의 분해반응에 대한 TNT와 TNT/Pd 광
촉매들의 반응상수는 1차식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Fig. 11. (a) Dependance of ln(Co/C) vs time for Aniline blue
decomposition, and (b) photocatalytic rate constant on various
photocatalysts: bare TNT and TNT with Pd particles participated by
photo-reduction for 10 min, 30 min, 90 min, 120 min and 180 min.

즉 광촉매 반응시간에 따른 염료농도의 변화는 아래의 식
(5)으로 나타낼 수 있다.
-(dC/dt) = k×C

In(Co/C) = k×t
(5)

위 식에서 C는 용액내의 염료농도이며 식 (5)로부터 반
응상수는 식 (6)로 나타낼 수 있다.

(6)

이때 Co는 초기의 염료농도이며, C는 일정시간 광촉매
반응이 진행된 후의 변화된 농도이다. 이러한 반응시간과
ln(Co/C)의 관계를 그림 11(a)에 나타냈으며 이때 직선의
기울기를 통하여 염료분해반응의 반응상수는 계산될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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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각 광촉매 종류에 따른 반응상수들의 차이는 그

점차 불균일하게 나타났으며, 180 분의 환원반응의 결과

림 11(b)에 나타냈다. 그림 11(b)에서 TiO2 나노튜브의 경

생성된 Pd 입자의 평균 직경은 9.29 nm로 나타났다. 또한

우, Aniline blue 염료의 분해반응에 대한 반응상수는

환원반응에 의해 Pd 나노 입자들이 생성되고 성장되는 과

2.80 × 10−3/min으로 나타났으며, 이 TNT 시편 표면에 10

정은 2단계로 구별되어 나타났으며 초기 단계에서 Pd 나

분의 광환원을 통해 Pd 나노입자가 형성되어있는 TNT/Pd

노 입자들의 직경크기는 0.189 nm/min의 속도로 성장하였

−3

광촉매의 경우는 반응상수가 3.33 × 10 /min 으로 상승되

으며, 30 분이 지난 후의 성장속도는 0.020 nm/min를 나

었다. 이후 광환원 반응의 진행과 더불어 TNT 광촉매 표

타냈다.

면에서 Pd 나노입자가 조밀하게 분포되면서 성장됨에 따

2) TNT/Pd 복합 광촉매의 EDX와 XRD 분석결과를 통

라 TNT/Pd 광촉매의 반응상수는 계속 증가하였으며, 120

해 TiO2 나노튜브는 대부분 anatase 결정구조와 부분적으

분의 광환원 반응을 통해 Pd 나노입자가 형성되어있는

로 rutile 결정구조가 혼합되어 형성되어 있으며, 광환원반

−3

TNT/Pd 광촉매의 경우, 반응상수는 9.04 × 10 /min까지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0 분의 광환원을 통한

응을 통해 Pd(OAc)2 용액에 존재하는 Pd(II) 이온들은
TiO2 나노튜브 표면에서 광여기된 전자들과 반응하여 다양

TNT/Pd 광촉매와 비교해 볼 때 약 3배 정도의 반응상수

한 크기의 Pd 입자들로 석출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수용액

가 증가했다. 이와 같이 TNT 광촉매 표면에 적절한 크기

중의 염료분해를 위한 적절한 TNT/Pd 복합광촉매를 제조

와 분포 형태를 조절하여 Pd 나노입자를 형성시킨 TNT/

할 수 있었다.

Pd 광촉매의 경우 광촉매의 효율성이 현저하게 증가되는

3) TiO2 나노튜브 광촉매 표면에 Pd 나노입자들이 존재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180 분의 광환원을 통해 Pd

할 경우 광촉매 효율은 현저하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

나노입자가 형성되어있는 TNT/Pd 광촉매의 경우, 반응상

다. 또한 TNT/Pd 광촉매의 경우 광환원 반응을 통해

−3

수는 6.26 × 10 /min 으로 나타나 최고값에 비해 약간 감

TiO2 광촉매 표면에서 Pd 입자들이 균일하게 분포되면서

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분포된 Pd 입자들의 크기가

적절한 크기로 성장될 때까지 광촉매 효율을 계속 증가했

적절하지 않거나 분포된 Pd 입자들의 형태가 균일하게 형

으며 120 분의 광환원 반응을 통해 Pd 나노입자들의 평균

성되지 않는 경우에, 광촉매 효율이 감소되는 것을 나타내

직경은 7.80 nm로 생성되어 있을 때 최대의 광분해 효율

고 있다. 따라서 염료분해 반응의 결과 120 분의 광환원

은 나타냈다. 이때 Pd 나노입자들이 형성되기 시작한 초기

반응을 통해, Pd 나노입자들의 평균직경이 7.80 nm로 생성

단계에서 TNT/Pd 광촉매의 염료분해 반응의 반응상수는

되어 있는 TNT/Pd 광촉매의 경우 최대의 광분해 효율은

3.33 × 10−3/min이며 최대 염료분해 효율을 나타낼 경우

나타냈다.

9.04 × 10−3/min까지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TiO2 나노튜브 광촉매 표면에서 Pd 입자들의 크기가 적정

4. 결 론

한 크기 이상으로 성장하고 분포도 불균일하게 형성되어
있는 경우는 광촉매의 염료분해 효율은 다시 약간 감소한

염료분해 반응의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기화학적 방

것으로 나타났으며 염료분해 반응의 반응상수는 6.26 ×

법으로 TiO2 나노튜브 광촉매를 제조한 후, 광환원 반응을

10−3/min 감소되어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가시광 영역에

이용하여 TiO2 나노튜브 광촉매 표면에 미세한 Pd 입자를

서의 광 흡수효율과 광조사에 의해 발생되는 광 전류의 크

형성시킨 TiO2/Pd 복합 광촉매를 제조하였다. 이때 광환원

기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같은 경향을 나타냈다.

반응 시간에 의해 TNT 광촉매 표면에 형성된 Pd 나노입
자들의 크기와 분포는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러한 표면 특
성의 차이로 인한 광촉매 반응효율의 변화와 그 결과는 다
음과 같다.
1) palladium acetate 용액에 침치된 TiO2 광촉매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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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Hg lamp 조사를 통한 광환원 반응시간이 길어질수록
TiO2 표면에서 생성된 Pd 입자들의 크기는 증가되면서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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