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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광선하에서 Cd0.5Zn0.5S/ZnO 광촉매를 이용한 로다민 B의 광분해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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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Cd0.5Zn0.5S/ZnO 형태의 복합체 광촉매를 침전법으로 제조하였고, 이들 화합물의 특성을 XRD, UV-vis DRS, PL 및 
FE-SEM 등을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그리고 가시광선 조사 하에서의 로다민 B 분해반응에 대한 광촉매로서의 활성을 
조사하였다. ZnO와는 달리 Cd0.5Zn0.5S/ZnO는 자외선 뿐만 아니라 가시광선 영역의 빛도 효율적으로 흡수하며 특히 
Cd0.5Zn0.5S의 함량 증가에 따라 가시광선 영역의 빛에 대한 흡광도도 증가하였다. 또한 Cd0.5Zn0.5S/ZnO에 있어서 
Cd0.5Zn0.5S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최종 입자들의 크기가 작아지고 그 결과 비 표면적이 증가하였다. 로다민 B의 광분해
반응에 있어서는 Cd0.5Zn0.5S 함량이 높은 Cd0.5Zn0.5S/ZnO 촉매일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광촉매 활성을 보여주었다. 그러
므로 Cd0.5Zn0.5S/ZnO 광촉매의 활성에 있어서는 촉매의 흡착능력 뿐만 아니라 Cd0.5Zn0.5S와 ZnO 사이의 heterojunction 
효과도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Cd0.5Zn0.5S/ZnO composite photocatalysts were synthesized using the precipitation method and characterized by XRD, UV-vis 
DRS, PL and FE-SEM. Photocatalytic activities of the materials were evaluated by measuring the degradation of rhodamine 
B under visible light irradiation. Contrary to ZnO, Cd0.5Zn0.5S/ZnO materials absorb visible light as well as UV and their 
absorption intensities in visible region increased with increasing the Cd0.5Zn0.5S amount. The increment in the Cd0.5Zn0.5S con-
tent in Cd0.5Zn0.5S/ZnO also leads to reducing the particle size and consequently increasing the specific surface area.  
Cd0.5Zn0.5S/ZnO materials with the larger Cd0.5Zn0.5S content showed the higher activity in the photocatalytic degradation of 
rhodamine B under visible light irradiation. Therefore, the heterojunction effect between Cd0.5Zn0.5S and ZnO as well as the 
adsorption capacity seems to give important contributions to the photocatalytic activity of the Cd0.5Zn0.5S/Z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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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오늘날 급격한 산업발전에 따른 환경오염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

고 있다. 이 중 수질오염 문제 중의 하나로 유기염료를 포함하는 산업

폐수가 대량으로 배출되어 주위 수질을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는 총 염료생산량의 약 20%가 염색공정에서 소비된 후 

산업폐수로 방출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폐수배출량 중 16.6%

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폐수가 염색 또는 염료폐수이다[1].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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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들은 자연조건하에서 산화, 가수분해 혹은 기타 화학반응을 

통해서 일부는 분해되나 대부분은 분해되지 않으며 계속적으로 독성

물질을 발생시켜 환경을 위협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

다[2]. 현재 이와 같은 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다양한 물리화학적 

및 생물학적 제거기술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고가의 처리비용, 복잡한 

처리조건 그리고 2차 오염물질의 발생 등과 같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면서도 보다 친환경

적인 처리기술 중의 하나로 광촉매를 이용한 처리방법이 제시되었다. 

즉 광촉매 반응은 저농도 혹은 난분해성의 유무기 오염물의 완전분해

가 가능하며 처리조건의 영향도 적게 받는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광촉매 처리법에 있어서는 1970년대에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광

촉매로 폐수 중의 유기염료를 산화시키는 시도가 등장한 이후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처리방법에서는 광 에너지를 흡수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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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체 광촉매가 히드록시라디칼 혹은 수퍼옥사이드 등을 생성시켜 유

기물을 산화 분해시키는 과정을 거치게 되며, 현재 반도체 광촉매로

는 TiO2가 가장 대표적인 물질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TiO2는 여기된 

전자와 정공사이의 재결합 속도가 빠르며[3]. 또한 효과적으로 광반응 

진행을 위해서는 자외선을 필요로 한다. 이것은 실제로 TiO2 상에서

의 광반응에 대한 에너지원으로 약 5% 이하의 자외선을 포함하는 태

양광을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4]. 따라서 

이와 같은 사실은 광촉매 반응의 실생활 적용 및 응용범위의 확대에 

대해 제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최근 가시광선 영역에서도 높은 활성을 나타내는 광촉매 

제조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광촉매 중에서

도 CdS계 화합물은 밴드갭이 좁고 가시광의 흡수능력이 뛰어나다는 

점에서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물질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순

수한 CdS는 광활성이 낮고 광부식을 일으킨다는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CdS 광촉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고분자 혹은 층

상 화합물 기질 내에 CdS 입자의 삽입, CdS와 넓은 밴드갭을 지닌 반

도체 물질과의 결합, CdS/산화물 형태의 이종구조물(heterostructure) 

형성 등과 같은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다[5]. 이와 같은 방법들 중의 

하나로 CdS와 ZnS를 결합하여 CdxZn1-xS 형태의 3성분 금속 황화물

을 제조하는 방법은 독성을 지닌 Cd의 사용을 줄이고 광촉매로서의 

활성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6]. 즉, 

CdS는 밴드갭이 좁아 가시광선을 흡수할 수 있는 반면, ZnS는 상대적

으로 전도대(conduction band)의 가장자리 위치는 높고 공유대(valence 

band)의 위치는 낮아 광여기에 의해 생성된 전자와 정공의 반응성이 

높으며, 이와 같은 특성들의 결합에 의해 CdxZn1-xS의 광촉매 특성은 

향상될 수 있다[6]. 그리고 CdxZn1-xS 화합물에 대해서도 다른 금속의 

도핑, 또 다른 산화물 혹은 황화물 형태의 반도체와의 결합, 그리고 

그래핀(graphene) 혹은 carbon nanotube와의 결합 등에 의해서 광촉매

로서의 활성을 더욱 향상시킬 수도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5,7-9]. 

본 연구에서는 가시광선 영역에서도 우수한 활성을 나타내는 광촉

매를 제조하기 위한 방법으로 ZnO상에 CdxZn1-xS 형태의 황화물이 입

혀진 Cd0.5Zn0.5S/ZnO 형태의 복합체 광촉매를 제조한 다음, 이 광촉매

의 구조 및 특성을 분석하고 가시광선 조사 하에서 로다민 B 염료의 

광분해에 대한 활성을 고찰하였다.

2. 실    험

2.1. 촉매의 제조

2.1.1. ZnO의 합성

본 연구에서는 먼저 ZnO를 제조하여 기준촉매로 사용하였다. ZnO의 

제조에서는 증류수를 용매로 한 0.2 M 농도의 Zn(NO3)2⋅6H2O를 출발 

물질로 사용하였으며, 여기에 2 M 농도의 NaOH를 가하여 pH가 8이 

될 때까지 조절하면서 교반하였다. 이때 반응온도는 80℃를 유지하였

다. 이후 침전된 화합물인 흰색의 Zn(OH)2를 약 30 min간 aging한 뒤, 

필터 후 100 ℃로 24 h 건조시켜 최종적으로 ZnO를 제조하였다[10].

 2.1.2. Cd0.5Zn0.5S/ZnO 광촉매의 합성 

CdxZn1-xS 형태의 황화물 중에서도 본 연구에서는 Cd0.5Zn0.5S의 조성

을 지닌 황화물을 광촉매로 택하였으며, 이는 x = 0.5일 때 CdxZn1-xS 

형태의 황화물에서 밴드갭의 넓이와 전도대의 위치가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 광촉매로서의 활성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발표되고 있기 때문

이다[11-13]. 이와 같은 Cd0.5Zn0.5S/ZnO 광촉매 제조는 다른 문헌에 

발표된 것과 유사한 방법으로 제조하였다[14]. 즉 앞의 2.1.1.에 나타

낸 것과 같은 방법으로 먼저 Zn(OH)2를 얻은 다음, 그 용액에 0.2 M 

농도의 Zn(NO3)2⋅6H2O 용액과 Cd(NO3)2⋅4H2O 용액을 각각 1 : 1의 

몰 비로 첨가하고 침전제로 0.2 M 농도의 Na2S⋅9H2O를 가하여 침전

물을 얻었다. 이때 반응온도는 80 ℃를 유지시켰으며 반응을 마친 후 

화합물을 약 30 min간 aging한 뒤 필터 후 100 ℃로 24 h 건조시켜 

최종 Cd0.5Zn0.5S/ZnO 광촉매를 얻었다. 여기서 Zn(OH)2 및 ZnO은 각

각 흰색을 나타내었지만, Cd0.5Zn0.5S/ZnO 형태의 광촉매는 노란색을 

나타내었다. 이때 Cd0.5Zn0.5S:ZnO의 몰비는 1 : 4, 1 : 2, 1 : 1 등의 

세 가지로 합성하여 실험하였으며, Cd0.5Zn0.5S:ZnO의 몰비가 1 : 1 이

상에서는 더 이상의 활성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2.2. 촉매의 특성 분석

제조된 촉매들의 결정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서 X선 회절분석기

(XRD, Philips X’pert diffractometer/Cu Kα radiation)를 이용하여 결정

각을 확인하였으며, 합성된 물질들의 입자 크기 및 입자 형태 등을 알

아보기 위해 전계방사형 주사전자현미경(FE-SEM, JSM-6700F, JEOL 

(JAPAN))을 이용하였다. 또한 제조된 촉매들의 흡광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UV-vis diffuse reflectance spectroscopy (DRS) (Varian Cary 100)

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촉매의 분광학적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Photoluminescence spectrometer (PL, Hitachi F-4500, Fluorescence spec-

trophotometer)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촉매의 표면적을 조사하기 위해 

표면 측정 장치(Quntachrome, Autosorb-1 Surface Analyzer)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2.3. 광촉매 활성 측정

광촉매 반응기는 100 mL 크기로 Pyrex로 제작하였으며 광원 방향

에 quartz circle plate를 장착하였다. 반응기에 조사되는 광원은 300 W 

Xenon lamp를 사용하였으며 410 nm cut-off filter를 사용하여 자외선

을 차단한 가시광선영역 하에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광촉매 반응이 

진행되는 동안 반응용액은 자석 교반기로 교반하였다. 그리고 광촉매

의 농도는 예비실험을 통하여 최적으로 나타난 3 g/L로 하고 반응물 

로다민 B의 초기 농도는 1 × 10-5 mol/L으로 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광반응을 시작하기 전에 반응물의 흡탈착 평형을 위해 광이 조사되지 

않는 조건하에서 광촉매를 포함한 반응용액을 30 min 동안 교반한 다

음, 광촉매 반응을 시작하였다. 광촉매 반응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반

응물을 일정 시간 간격으로 채취하여 분광광도계(Shimadzu, UV-240 

spectrophotometer)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촉매의 특성분석

제조된 촉매의 결정구조를 알아보기 위해 XRD 분석을 하였고, 그 

결과를 Figure 1에 나타내었다. ZnO의 경우를 보면 2θ = 31.7, 34.4, 

36.2° 등에서 (100), (002), (101)에 해당하는 특성 피크(JCPDS 05-0664)

가 나타남으로부터 wurtzite 구조를 지닌 ZnO임을 확인할 수 있다. 반

면 Cd0.5Zn0.5S/ZnO 광촉매는 ZnO에 의한 피크들 이외에도 특히 2θ가 

약 25°~30°인 범위에서 넓은 폭의 피크가 나타남을 볼 수 있으며, 이는 

CdxZn1-xS 형태의 황화물에 대한 전형적인 X-선 회절 피크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15]. 일반적으로 CdxZn1-xS 화합물에서 x가 1에 근접하는 

경우는 CdS의 특성피크, 즉 cubic CdS의 경우에는 2θ = 26.5, 30.8° 

등에서 (111), (200)면에 해당하는 특성피크가 나타나고 hexag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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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XRD patterns of photocatalysts.

Figure 2. UV-vis diffuse reflectance spectra of photocatalysts.

Figure 3. PL spectra of photocatalysts.

CdS의 경우에는 2θ = 24.9, 27.5, 28.8° 등에서 (100), (002), (101)면

에 해당하는 특성피크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CdxZn1-xS 

에서 x가 0에 가까운 경우에는 근접하는 경우는 ZnS의 특성피크, 즉 

cubic zinc blende ZnS의 경우에는 2θ = 28.5, 33.2° 등에서 (111), 

(200)면에 해당하는 특성피크가 나타나고 hexagonal wurtzite ZnS의 경

우에는 2θ = 26.9° 등에서 (101)면에 해당하는 특성피크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12]. 그러므로 Figure 1에서 볼 수 있

듯이 본 연구에서 제조한 Cd0.5Zn0.5S는 CdS와 ZnS의 단순한 혼합물이 

아니고 고용체(soild solution) 형태의 화합물이며 특히 넓은 폭의 피크

가 나타남으로부터 나노크기의 입자들로 구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15]. 그리고 Cd0.5Zn0.5S/ZnO에서 ZnO에 대한 Cd0.5Zn0.5S의 상대적인 

양이 증가할수록 ZnO의 특성피크에 대해 Cd0.5Zn0.5S의 피크 세기가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는 이미 발표된 다른 보문

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고 있다[14].

태양광을 이용하여 활성을 나타낼 수 있는 광촉매는 자외선으로부

터 가시광선 영역에 이르는 넓은 범위의 빛을 흡수하는 것이 중요하

다. Figure 2에는 제조된 Cd0.5Zn0.5S/ZnO 광촉매들의 광흡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UV-DRS로 흡광도를 측정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ZnO

의 경우에는 가시광선 영역의 빛 흡수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반면, 

Cd0.5Zn0.5S/ZnO는 자외선 뿐만 아니라 가시광선 영역의 빛도 효율적

으로 흡수함을 볼 수 있다. 그리고 Cd0.5Zn0.5S/ZnO 광촉매에서 가시광

선 영역의 빛에 대한 흡광도도 Cd0.5Zn0.5S의 함량에 따라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Cd0.5Zn0.5S/ZnO 광촉매의 가시광선 흡수 특성은 

Cd0.5Zn0.5S에 기인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리고 순수한 CdS와 ZnS

의 광 흡수단(absorption edge)은 각각 약 630 및 400 nm이며, CdxZn1-xS

의 광 흡수단은 이들 CdS와 ZnS의 광 흡수단 사이의 값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6]. 특히 CdxZn1-xS에서 x 값이 증가할수록, 즉 CdxZn1-xS 

중의 Cd 함량이 증가할수록 CdxZn1-xS의 광 흡수단 파장이 감소하는 것

으로 발표되고 있다[6]. 본 연구에서 제조한 Cd0.5Zn0.5S/ZnO 광촉매의 

광 흡수단도 순수한 CdS와 ZnS의 광 흡수단 사이의 값을 갖는 것을 볼 

수 있다. 

Figure 3에는 본 실험에서 제조된 Cd0.5Zn0.5S/ZnO 광촉매들에 대해 

여기광의 파장을 325 nm로 하여 얻은 PL 분석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 

때 촉매가 방출되는 빛의 발광에너지는 380∼700 nm 범위에서 측정

하였다. PL 스펙트럼은 빛의 조사에 의해 반도체 내부에서 생성되는 

전하 이송체들의 이동, 분리 혹은 재결합 등에 의해서 발생되며, 따라

서 반도체 물질에 대한 PL 강도는 그 물질의 광촉매로서의 성능과 밀

접한 관련성이 있게 된다[17]. 즉, PL 강도가 큰 물질일수록 광여기에 

의해 생성된 전자와 정공의 재결합이 빠른 것을 나타내며 따라서 그 

물질의 광촉매로서의 활성이 낮아지게 된다[18]. 일반적으로 ZnO는 

입자의 크기 및 모양 혹은 제조 방법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PL 스펙

트럼을 나타내게 되고[19], ZnxCd1-xS의 PL 방출밴드의 피크 위치는 

약 400 nm 근처인 ZnS의 방출밴드의 피크와 약 700 nm 정도인 CdS

의 방출밴드의 피크 사이의 값을 가지며 이때 ZnxCd1-xS 중의 Zn 함량

에 따라 피크 위치가 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0,21]. Figure 3에서 

보면 ZnO와 Cd0.5Zn0.5S/ZnO 광촉매들은 다소 다른 PL 결과를 보이며 

특히 ZnO가 더욱 폭이 넓고 강한 방출밴드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3

종류의 Cd0.5Zn0.5S/ZnO를 비교해보면 방출밴드의 중심은 거의 유사하

지만 Cd0.5Zn0.5S 함량이 증가할수록 그 강도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실험에 제조한 광촉매 중 Cd0.5Zn0.5S/ZnO (1/1)에 있

어서 광여기에 의해 생성된 전하이송체들의 재결합이 가장 효율적으

로 억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Cd0.5Zn0.5S/ZnO에 있어서는 

Cd0.5Zn0.5S와 ZnO의 heterojunction 효과가 전자와 정공들의 효율적인 

분리 및 재결합 억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12,17]. 

제조된 광촉매들의 형상을 FE-SEM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Figure 

4에 나타내었다. ZnO 및 Cd0.5Zn0.5S/ZnO 입자들 모두 다소 불규칙한 

형상을 지니고 있음을 볼 수 있지만, ZnO에 비해 Cd0.5Zn0.5S/ZnO 입

자들의 크기가 작으며 특히 Cd0.5Zn0.5S/ZnO에서 Cd0.5Zn0.5S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전반적으로 입자들의 평균 크기가 어느 정도까지는 작아

지며 또한 응결이 억제됨을 볼 수 있다. 이로부터 Cd0.5Zn0.5S/ZnO 합

성과정에서 먼저 ZnO의 전구체를 얻은 다음 Cd0.5Zn0.5S를 제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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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alyst Surface area (m2/g)

ZnO 24.26

Cd0.5Zn0.5S/ZnO (1/4) 75.73

Cd0.5Zn0.5S/ZnO (1/2) 77.22

Cd0.5Zn0.5S/ZnO (1/1) 117.80

Table 1. Specific Surface Area of Catalyst

Figure 4. FE-SEM images of photocatalysts.

Figure 5. Photodegradation of rhodamine B on photocatalyst under 
visible light irradiation.

두 번째 단계가 전체 입자들의 성장 및 응결을 억제하는 과정에서 중

요한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Cd0.5Zn0.5S/ZnO (1/4) 입자들보

다 Cd0.5Zn0.5S/ZnO (1/1) 입자들의 평균 크기가 작음을 볼 수 있다. 

이는 Zn(OH)2 침전과정을 통한 ZnO 제조에 있어서는 Na+ 이온이 

capping agent 역할을 하여 나노입자들의 성장 및 응결을 억제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22]. 즉, 본 실험에 있어서도 먼저 ZnO의 전

구체를 얻은 후 Cd0.5Zn0.5S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Na2S를 반응용액에 

첨가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제조되는 입자들의 크기가 감소하는 효과

가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Cd0.5Zn0.5S/ZnO에서 Cd0.5Zn0.5S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제조과정에서 첨가되는 Na2S의 상대적인 양이 증

가함으로 입자들의 크기감소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

된다. 또한 제조된 입자들의 비표면적을 측정하여 Table 1에 나타내

었으며, ZnO에 비해 Cd0.5Zn0.5S/ZnO 입자들의 비표면적이 크며 특히 

Cd0.5Zn0.5S/ZnO에서도 Cd0.5Zn0.5S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즉, 입자들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비표면적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3.2. 광촉매 활성

본 연구에서 제조한 광촉매들의 가시광선하에서의 활성을 측정하

였으며, 이때 분해 대상물질로는 triphenylmethane 계열의 염료인 로

다민 B를 택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와 같은 triphenylmethane 계

열의 염료는 섬유, 인쇄, 식품 및 화장품 산업에서 널리 사용되지만 

일반적인 화학적 방법이나 미생물 처리에 의해 분해되기 어려워 중요

한 수질 오염물질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23]. 

먼저 광촉매를 반응 용액에 첨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로다민 B의 광

분해 특성을 조사하였으며, 광촉매가 없는 경우에는 가시광선 조사에 

의해서 로다민 B의 광분해 현상이 관찰되지 않았다. 제조된 ZnO 및 

Cd0.5Zn0.5S/ZnO 촉매들의 로다민 B에 대한 광분해 반응성을 Figure 5

에 나타내었다. 이때 본 연구에서 제조한 광촉매 이외에도 가장 대표

적인 광촉매로 알려진 P25 TiO2를 이용한 실험도 진행하여 그 결과를 

함께 비교하였다. 먼저 광촉매 반응을 시작하기 전, 즉 광 조사가 진

행되기 전의 흡착을 보면 ZnO에 비해 Cd0.5Zn0.5S/ZnO 촉매들에서의 

반응물 흡착이 크게 일어남을 볼 수 있고 또한 Cd0.5Zn0.5S/ZnO 촉매

들 중에서도 Cd0.5Zn0.5S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흡착이 많이 진행됨을 

볼 수 있다. 이로부터 상대적으로 넓은 비 표면적을 지니고 있는 촉매

상에서 더 많은 양의 반응물이 흡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광촉매 반

응을 보면, 일반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광촉매로 알려진 P25 TiO2는 

가시광선하에서는 거의 활성을 나타내지 못함을 볼 수 있고 ZnO는 

P25 TiO2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금 높은 활성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다른 문헌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보고되었으며, 실제로 ZnO와 TiO2는 

유사한 밴드갭을 지니고 있지만 일부 유기 오염물에 대한 광촉매 반

응 특히 가시광선하에서의 azo 염료의 광분해 반응 등에 있어서는 

ZnO가 TiO2에 비해 더 우수한 활성을 나타내며 이는 ZnO의 높은 

quantum efficiency에 기인한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24,25]. 그리고 이 

때 가시광선 영역의 빛을 흡수하지 않는 ZnO와 TiO2가 가시광선 조

사 하에서도 일부 광촉매 활성을 보이는 것은 반응물인 염료에 의한 

감광반응(photosensitized reaction)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25]. 즉 광촉

매상에 흡착된 염료가 먼저 가시광선에 의해 여기되고, 이때 여기된 

전자 등이 광촉매로 전달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염료들이 계속적으로 

분해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Figure 5에서는 Cd0.5Zn0.5S/ZnO 촉매들이 ZnO에 비해서 상대

적으로 높은 활성을 지니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유기물질의 광분해 반응의 경우 Langmuir-Hinshelwood 

속도식을 따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26,27].






그리고 이식을 적분하여 정리하면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유사 1

차 속도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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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alyst kapp ×103 (min-1)

TiO2 1.8 

ZnO 2.5

Cd0.5Zn0.5S/ZnO (1/4) 5.2

Cd0.5Zn0.5S/ZnO (1/2) 9.8

Cd0.5Zn0.5S/ZnO (1/1) 10.2

Table 2. Apparent Rate Constants for the Photodegradation of Rhodamine
B on Various Catalysts

Figure 6. Apparent first-order linear transform ln(C/Co) vs. t for 
rhodamine B photodegradation kinetic plots.

여기서 Co와 C는 반응물의 초기농도 및 일정 반응시간(t) 후의 반

응물 농도이며, kapp는 유사일차 속도상수이다. 이 속도상수는 반응온

도나 반응물의 pH 등과 같은 반응 조건에 영향을 받으며, 이 값이 커

질수록 그 촉매의 반응성이 커진다는 것을 나타낸다. Figure 6에는 ln 

(C/Co) = f(t) 그래프를 표시하고 이로부터 반응속도 상수를 계산하여 

Table 2에 나타내었으며, 이들 속도상수의 값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광촉매들의 효율을 보다 정량적으로 비교할 수 있었다. 

Table 2에 나타난 각각 촉매들의 kapp 값으로부터 가시광선하에서의 로

다민 B에 대한 광분해 반응성에 있어서는 ZnO에 비해 Cd0.5Zn0.5S/ZnO 촉

매들의 반응성이 크며, Cd0.5Zn0.5S/ZnO 촉매들 중에서도 Cd0.5Zn0.5S 함량

이 높은 촉매일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광촉매 활성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시광선하에서의 광촉매 반응에 있어서는 Cd0.5Zn0.5S 

화합물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Cd0.5Zn0.5S/ZnO 

촉매에서 가시광선 영역의 빛 흡수는 기본적으로 Cd0.5Zn0.5S의 작용에 

의해 이루어지며 따라서 Cd0.5Zn0.5S/ZnO 촉매들 중에서도 Cd0.5Zn0.5S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가시광선 영역의 빛 흡수가 효과적으로 진행되며 또

한 광여기에 의해 생성된 전하이송체들의 재결합도 보다 효율적으로 억

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로 인해 광촉매로서의 활성도 증가한 것으

로 생각된다. 그리고 Cd0.5Zn0.5S의 함량이 높은 Cd0.5Zn0.5S/ZnO 촉매들

은 입자크기가 작아 비 표면적이 커져 반응물의 흡착량이 증가하게 되

며, 이러한 현상들도 이들 입자들의 높은 광촉매 활성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여러 종류의 광촉매를 이용한 로다민 B의 광분해 반

응에 있어서는 반응물의 흡착량 및 흡착상태가 전체 반응속도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인자 중의 하나라는 연구결과들이 발표

되었다[28-30].

또한 Cd0.5Zn0.5S/ZnO 촉매상에서의 반응에 있어서도, 촉매물질인 

Cd0.5Zn0.5S의 광여기 뿐만 아니라 염료 반응물의 광여기도 전체 반응

물의 분해반응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9]. 즉 가시광선

에 의해 Cd0.5Zn0.5S 뿐만 아니라 로다민 B도 광여기 전자를 생성할 수 

있고 이들이 전체 광분해 반응에 참여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Cd0.5Zn0.5S/ZnO 촉매들에 있어서 Cd0.5Zn0.5S의 함량 증가에 

따른 전체 광촉매 활성 변화 경향을 보면, Cd0.5Zn0.5S의 함량이 낮은 

경우에는 Cd0.5Zn0.5S의 함량 증가에 따른 전체 광촉매 활성 향상이 크

게 나타나지만 Cd0.5Zn0.5S의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에는 

Cd0.5Zn0.5S의 함량 증가에 광촉매 활성 향상 현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

음을 볼 수 있었다. 즉 Table 2에서 ZnO 촉매와 Cd0.5Zn0.5S/ZnO (1/4) 

및 Cd0.5Zn0.5S/ZnO (1/2) 촉매의 활성을 비교해보면 Cd0.5Zn0.5S의 함

량 증가에 따라 활성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반면에 

Cd0.5Zn0.5S/ZnO (1/2)와 Cd0.5Zn0.5S/ZnO (1/1)의 경우를 비교해보면 

Cd0.5Zn0.5S의 함량 증가에 따른 촉매 활성 증가가 아주 작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실제로 Cd0.5Zn0.5S:ZnO의 몰비가 1 : 1 이상에서는 더 이

상의 활성변화를 거의 관찰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CdxZn1-xS 

형태의 화합물이 다른 산화물 반도체와의 결합에 의해서 광촉매로서

의 활성을 향상될 수 있지만, 이때 CdxZn1-xS와 산화물 사이의 hetero-

junction 효과가 중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12,17]. 즉 전도대 

및 공유대의 산화환원 에너지가 각각 다른 두 종류의 반도체가 접촉

함으로써, 광여기에 의해 생성된 전자와 정공의 분리 및 계면을 통한 

이들 전하이송체들의 이동이 효율적으로 진행되어 궁극적으로는 광

촉매로서의 활성 증가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31]. 따라서 

CdxZn1-xS와 산화물 사이의 충분한 접촉이 광촉매 활성 증가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 있어서도 ZnO에 

비해 Cd0.5Zn0.5S의 상대적인 양이 작은 촉매 즉 Cd0.5Zn0.5S/ZnO (1/4) 

및 Cd0.5Zn0.5S/ZnO (1/2)에 있어서는 Cd0.5Zn0.5S와 ZnO 사이의 hetero-

junction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Cd0.5Zn0.5S의 함량 증가에 따

라 활성 증가 효과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에 상대적으

로 Cd0.5Zn0.5S 함량이 높은 Cd0.5Zn0.5S/ZnO (1/1) 촉매에 있어서는 모

든 Cd0.5Zn0.5S 입자들이 ZnO와 충분한 heterojunction 효과를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Cd0.5Zn0.5S의 함량 증가에 따른 촉매 활성 증가 효과

가 크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Cd0.5Zn0.5S/ZnO 형태의 복합체 화합물을 제조하였고, 

XRD, UV-vis DRS, PL 및 FE-SEM 등을 이용하여 이들 화합물에 대

한 특성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가시광선 조사 하에서의 로다민 B 

분해반응에 대한 광촉매로서의 활성을 조사하였다. ZnO의 경우에는 

가시광선 영역의 빛 흡수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반면, Cd0.5Zn0.5S/ZnO

는 자외선 뿐만 아니라 가시광선 영역의 빛도 효율적으로 흡수하며 특

히 Cd0.5Zn0.5S의 함량 증가에 따라 가시광선 영역의 빛에 대한 흡광도

도 증가하였다. 또한 Cd0.5Zn0.5S/ZnO에 있어서 Cd0.5Zn0.5S의 함량이 증

가할수록 최종 입자들의 크기가 작아지고 그 결과 비 표면적이 증가하

였다. 따라서 로다민 B의 광분해반응에 있어서는 ZnO에 비해 

Cd0.5Zn0.5S/ZnO 촉매들의 반응성이 크며, Cd0.5Zn0.5S/ZnO 촉매들 중에

서도 Cd0.5Zn0.5S 함량이 높은 촉매일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광촉매 활

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Cd0.5Zn0.5S/ZnO 광촉매의 활성 증가에 있

어서는 Cd0.5Zn0.5S와 ZnO사이의 heterojunction 효과 및 촉매의 흡착능

력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361가시광선하에서 Cd0.5Zn0.5S/ZnO 광촉매를 이용한 로다민 B의 광분해 반응

Appl. Chem. Eng., Vol. 26, No. 3, 2015

감    사

이 논문은 2012학년도 부경대학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PK-2012-CD20120569).

References

1. H. S. Lee, N. J. Kim, and C. H. Yoon, A study on the removla 
of COD and color to wastewater using plasma generator, J. 
Korean Oil Chemist’s Soc., 23, 273-279 (2006).

2. A. Socha, E. Sochocka, R. Podsiadly, and J. Sokolowaka, 
Electrochemical and photoelectrochemical treatment of C. I. Acid 
Violet I., Dyes and Pigments, 73, 390-393 (2007).

3. X. Z. Li, F. B. LI, C. L. Yang, and W. K. Ge, Photocatalytic ac-
tivity of WOx-TiO2 under visible light irradiation, J. Photochem 
Photobio. A, 141, 209-217 (2001).

4. M. Ni, M. K. H. Leung, D. Y. C. Leung, and K. Sumathy, A re-
view and recent developments in photocatalytic watersplitting us-
ing TiO2 for hydrogen production, Renew. Sustain. Energy Rev., 
11, 401-425 (2007).

5. N. Li, B. Zhou, P. Guo, J. Zhou, and D. Jing, Fabrication of no-
ble-metal-free Cd0.5Zn0.5S/NiS hybrid photocatalysts for efficient so-
lar hydrogen evolution, Int. J. Hydrogen Energy, 38, 11268-11277 
(2013).

6. S. Xie, X. Lu, T. Zhai, J. Gan, W. Li, M. Xu, M. Yu, Y.-M., and 
Y. Tong, Controllable synthesis of ZnxCd1-xS@ZnO core-shell 
nanorods with enhanced photocatalytic activity, Langmuir, 28, 
10558-10564 (2012).

7. X. Wang, H. Tian, W. Zheng, and Y. Liu, Visible photocatalytic 
activity enhancement of Zn0.8C1-x0.2S by hybridization of reduced 
graphene oxide, Mater. Lett., 109, 100-103 (2013).

8. X. Wang, H. Tian, X. Cui, W. Zheng, and Y. Liu, One-pot hydro-
thermal synthesis of mesoporous ZnxCd1-xS/reduced graphene oxide 
hybrid material and its enhanced photocatalytic activity, Dalton 
Trans., 43, 12894-12903 (2014).

9. W. Li, D. Li, S. Meng, W. Chen, X. Fu, and Y. Shao, Novel ap-
proach to enhance photosensitized degradation of rhodamine B un-
der visible light irradiation by the ZnxCd1-xS/TiO2 nanocomposites, 
Environ. Sci. Technol., 45, 2987-2993 (2011).

10. R. A. McBride, J. M. Kelly, and D. E. McCormack, Growth of 
well-defined ZnO microparticles by hydroxide ion hydrolysis of 
zinc salts, J. Mater. Chem., 13, 1196-1201 (2003).

11. Q. Li, H. Meng, P. Zhou, Y. Zheng, J. Wang, J. Yu, and J. Gong, 
ZnxCd1-xS solid solutions with controlled bandgap and enhanced 
visible-light photocatalytic H2-production activity, ACS catal. 3, 
882-889 (2013).

12. Y. Min, J. Fan, Q. Xu, and S. Zhang, High visible-photoactivity 
of spherical Cd0.5Zn0.5S coupled with graphene composite for de-
colorizating organic dyes, J. Alloy Comp., 609, 46-53 (2014).

13. Q. Li, H. Meng, J. Yu, W. Xiao, Y. Zheng, and J. Wang, 
Enhanced phtocatalytic hydrogen-production performance of gra-
phene-ZnxCd1-xS composites by using an organic S source, Chem. 
Eur. J., 20, 1176-1185 (2014).

14. X. Wang, G. Liu, Z.-H. Chen, and F. Li, Highly efficient H2 evo-
lution over ZnO-ZnS-CdS heterostructures from an aqueous solution 
containing SO3

2- ans S2- ions, J. Mater. Res., 25, 39-44 (2010).
15. W. Wang, W. Zhu, and H. Xu, Monodisperse, mesoporous 

ZnxCd1-xS nanoparticles as stable visible-light-driven photocatalysts, 
J. Phys. Chem., 112, 16754-16758 (2008).

16. A. Deshpande, P. Shah, R. S. Gholap, and N. M. Gupta, Interfacial 
and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polymer-supported CdS⋅ZnS 
nanocomposites and their role in the viisble-light mediated photo-
catalytic splitting of water, J. Colloid Interface Sci., 333, 263-268 
(2009).

17. D. Li, Z. Wu, C. Xing, D. Jiang, M. Chen, W. Shi, and S. Yuan, 
Novel Zn0.8Cd0.2S/g-CSN4 heterojunctions with superior visi-
ble-light photocatalytic activity: Hydrothermal synthesis and mech-
anism study, J. Mol. Catal. A: Chem., 395, 261-268 (2014).

18. K. Zhang, D. Jing, Q. Chen, and L. Guo, Influence of Sr-doping 
on the photocatalytic activities of CdS-ZnS solid solution photo-
catalysts, Int. J. Hydrogen Energy, 35, 2048-2057 (2010).

19. M. H. Huang, Y. Wu, H. Feick, N. Tran, E. Weber, and P. Yang, 
Catalytic growth of zinc oxide nanowires by vapor transport, Adv. 
Mater., 13, 113-116 (2001).

20. Y. Li, M. Ye, C. Yang, X. Li, and Y. Li, Composition- and 
shape-controlled synthesis and optical properties of ZnxCd1-xS al-
loyed nanoparticles, Adv. Funct. Mater., 15, 433-441 (2005).

21. S. K. Kulkarni, U. Winkler, N. Deshmukh, P. H. Borse, R. Funk, 
and E. Umbach, Investigations on chemically capped CdS, ZnS and 
ZnCdS nanoparticles, Appl. Surf. Sci., 169-170, 438-446 (2001).

22. S. Xu and Z. L. Wang, One-dimensional ZnO nanostructures: sol-
ution growth and functional properties, Nano Res., 4, 1013-1098 
(2011).

23. K. Yu, S. Yang, H. He, C. Sun, C. Gu, and Y. Ju, Visible light-driv-
en photocatalytic degradation of rhodamine B over NaBiO3: path-
ways and mechanism, J. Phys. Chem. A, 113, 10024-10032 (2009).

24. S. Sakthivel, B. Neppolian, M. V. Shankar, B. Arabindoo, M. 
Palanichamy, and V. Murugesan, Solar photocatalytic degradation 
of azo dye: comparison of photocatalytic efficiency of ZnO and 
TiO2, Sol. Energy Mater. Sol. Cells, 77, 65-82 (2003).

25. S. Rehman, R. Ullah, A. M. Butt, and N. D. Gohar, Strategies of 
making TiO2 and ZnO visible light active, J. Hazard. Mater., 170, 
560-569 (2009).

26. N. Barka, S. Qourzal, A. Assabbane, A. Nounah, and Y. Ait-Ichou, 
Factors influencing the photocatalytic degradation of Rhodamine B 
by TiO2-coated non-woven paper, J. Photochem. Photobiol. A: 
Chem., 195, 346-351 (2008).

27. W. Yao, B. Zhang, C. Huang, C. Ma, X. Song, and Q. Xu, 
Synthesis and characterization of high efficiency and stable 
Ag3PO4/TiO2 visible light photocatalyst for the degradation of 
methylene blue and rhodamine B solutions, J. Mater. Chem., 22, 
4050-4055 (2012).

28. Q. Wang, C. Chen, D. Zhao, W. Ma, and J. Zhao, Change of ad-
sorption modes of dyes on fluorinated TiO2 and its effect on photo-
catalytic degradation of dyes under visible irradiation, Langmuir, 24, 
7338-7345 (2008).

29. S. C. Yan, Z. S. Li, and Z. G. Zou, Photodegradation of rhod-
amine B and methyl orange over boron-doped g-C3N4 under visi-
ble light irradiation, Langmuir, 26, 3894-3901 (2010).

30. J. Low, J. Yu, Q, Li, and B. Cheng, Enhanced visible-light photo-
catalytic activity of plasmonic Ag and graphene co-modified Bi2WO6 
nanosheets, Phys. Chem. Chem. Phys., 16, 1111-1120 (2014).

31. W. Cui, S. Ma, L. Liu, J. Hu, Y. Liang, and J. G. McEvoy, 
Photocatalytic activity of Cd1-xZnxS/K2Ti4O9 for rhodamine B degrada-
tion under visible light irradation, Appl. Surf. Sci., 271, 171-181 (2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