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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a，B•구리 및 무금속의 프탈로시아닌을 비이온성 계면활성제를 사용하여 수용액 중에서 산화아 

연에 흡착시켰더니, 첨가시킨 색소가 모두 흡착되었다. 계면활성제를 사용하지 않고 슬폰화된 프탈로시아닌의 

나트륨염인 경우는 Langmuir 단분자 흡착성을 나타내었다. 흡착상태에 따른 증감특성을 알기 위하여 진 

동용량형 표면 전위계를 사용하여 광기전력을 측정하였더니 , 산화아연의 고유파장과 프탈로시아닌 색소의 

흡수파장에서 높은 광기전력을 나타내었다 , 계면활성제를 이용하여 흡착시킨 프탈로시아닌은 산화아 연에 

대한 피복율(Obet)이 약 80%에서 광기전력이 크게 나타났고, 슬폰화된 프탈로시아닌은 피복율(Obet)이 약 

30% 부근에서 광기전력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ABSTRACT. As a result of adsorbing phthalocyanine (metal free, a and P-Cu) on zinc oxide in 
aqueous solution using non-ionic surfactant, all of the added dye was adsorbed and Na salt of sulfonated 
phthalocyanine showed the Langmuir monolayer adsorption. To analyze the effect of adsorption on zinc 
oxide, photovoltage was measured using surface photovoltmeter. The high photovoltaic effect was obser
ved at intrinsic wavelength of zinc oxide and wavelength of adsorbed phthalocyanine dye. Metal free 
phthalocyanine, a-copper phthalocyanine and p-copper phthalocyanine showed the highest photovoltaic 
effect when the percentage of coverage (Obet) for zinc oxide is about 80, while sulfonated phthalocyanine 
showed the highest photovoltaic effect when the percentage of coverage for zinc oxide is about 30.

서 론

산화아연은 과잉의 아연을 10頂원자/g 정도 포함한 

卯형 반도체로서, 산화아연의 표면은 산화아연의 

bulk에서 나온 전자 때문에 산소가 이온흡착하므로 

표면에 전자결핍층 즉 공간전하층이 형성된다% 산 

화아연 입자가 0.1~0.5 jim인 경우, 표면의 전자결 

핍의 영향은 입자 전체에 미친다고 보고2되어 있다. 

그 결과 에너지 준위는 페르미 준위에 대하여 위쪽 

방향으로 구부러지고 산화아연의 일함수는 증가하게 

된다.

Fig. 1은 (1)의 실온, 공기분위기에서의 산화아연의 

고유밴드모델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에 산화아연의 

고유 흡수광(385 nm)을 흡수하면 ⑵와 같이 된다. 

산화아연에 광을 계속 쪼여줄 때 (3)과 같이 표면의 

산소가 전자를 잃어 중성이 되어 떨어져 나오면서 

포텐셜의 차이에 따라 입자의 표면 부근에 있던 

전자는 내부로 들어가므로 포텐셜 장벽의 높이가 

감소하게 된다. 광흡수로 발생한 hole(+)은 표면에 

흡착되어 있는 전자와 재결합하여 광조사면의 전자 

결핍층이 더욱 약해져서 표면의 포텐셜 장벽이 감

— 416—



프탈로시아닌이 흡착된 산화아연의 광기전력효과에 관한 연구 417

Fig. 1. Band model of zinc oxide. (1) dark state, (2) 
light absorption, (3) light on.

• 표 + jr 十弓

Fig. 2. Schematic representation of the correspon
ding surface photovoltage (Eg: band gap, Vp: photovo
ltage).

소하여 광전류가 흐르게 된다. 빛을 차단하면 주위에 

있던 0厂 이온이 표면에 다시 재흡착하여 원래의 

정상상태로 돌아가게 된다, 다시말하면 광전자(pho
to이 e 가 ron) 는 산소분자가 재흡착할 때까지 수명을 

갖게 된다.

그러나 산화아연의 광흡수는 385 nm 부근이므로 

가시광을 흡수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가시광영역으 

로 광전도성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rose bengale, 
rhodamine B 및 tetrabromophenol blue오} 같은 색 

소를 흡착시키는 색소증감 방법이 이용되어 왔다件

광기전력은 광양자가 흡수된 부분의 자유전자의 

수가 다른 부분보다 증가하여, 자유전자의 농도분 

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어나므로, 광기전력측정은 

접촉전위차(Contact Potential Difference)를 측정하 

여 알아낼 수 있다". 에 산화아연의 광기전력 

기구를 나타내었다.

즉 표면전위 氏。는

(3)

이舌

(1) (2)

Fig. 3. Structure of phthalocyanine compounds. (1) 
metal free phthalocyanine (H2Pc), (2) metallophthalo- 
cyanine, (3) sulfonated phthalocyanine.

vk°=v次(1) 

으로 나타낸다. 여기서 ①”은 검출전극의 일함수이 

고, 史Z，，。은 산화아연의 일함수이다. 鱼况＞은 F店.2에 

나타낸 바와 같이

^zno=7.+eVs+E} (2)

이다. 여기서 X는 전자친화력, E/는 페르미준위이고 

e*는 표면 전위의 장벽 높이이다. 여기에 빛을 쪼 

여주면 광전효과에 의하여 표면 전위장벽의 높이가 

낮아진다. 즉 일함수가 감소되어 K°가 변화한다，. 

그러므로 광기전력 此는 崎의 변화량(厶*。)으로 나 

타낼 수 있다.

즈

成
--  -- -- ------------------------ (3) 

e

으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는 광의 강도이고, 

丁는 온도이다.

F讶.3에 나타낸 프탈로시아닌 화합물들은 azanit
rogen 원자들과 isoindole로 이루어져 풍부한 파이 

전자계를 갖고 있어서 광전도성 및 유기반도체의 

성질을 갖고 있다. 또한 물리적, 화학적 및 광학적 

으로 안정성이 높고, 독성이 없는 장점을 가진 기 

능성 색소로 알려져 왔다I 그러나 이들 프탈로시 

아닌 화합물들은 물이나 보통의 유기용매에 녹지 

않고 클로로벤젠, 클로로나프탈레인 및 진한 황산 

등에나 약간 녹는다. 그래서 프탈로시아닌 화합물 

들의 박막 제작법은 진공증착법이나 LB，방법 등 

제한되어 왔다. 최근 계면활성제를 이용한 분산방 

법1。에 관한 연구로 유기박막을 만드는 새로운 방 

법이 개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산화아연(ZnO)의 감광 파장 영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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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가 낮은 가시부로 넓히기 위하여, 수용액 속 

에서 비이온성 계면활성제를 사용하여 프탈로시아 

닌을 분산시켜 산화아연에 흡착시키고 그 흡착특성 

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프탈로시아닌 화합물의 광 

증감 효과를 연구하기 위해 프탈로시아닌 화합물이 

흡착된 산화아연의 표면 광기전력을 측정하여 연구 

보고한다.

실 험

A| 약. 본 실험에 사용한 a,p-copper phthaloc- 
yanine(a-CuPc, p-CuPc) 및 metal free phthalocya- 
nine(H2Pc) 등은 일본 Tokyo Kasei Chem. 제품을 

사용했으며, copper phthalocyanine-3,4',4”,4"'-tetra- 

sulfonic tetrasodium salt(CuPcTS)와 nickel phtha
locyanine tetrasulfonic tetrasodium salt(NiPcTS) 
등은 Aldrich Chem. 제품을 사용했다. 계면활성제 인 

lauryl alcohol-7-ethylene oxide은 일칠화학 제품을 

사용하였고, 산화아연은 평균 입자의 직경이 0.1〜 

0.3 卩m 인 Merck사 제품을 사용하였다. 사용한 산 

화아연의 비표면적(Obet)은 B.E.T법”으로 측정하였 

더니 43.0 m2/g 이었다.

흡착등온선. 0.3% lauryl alcohol-7 ethylene 
oxide 수용액에 H2PC, a-CuPc 및 0-CuPc를 최종 

농도가 3mM이 되도록 한 다음, 2시간 동안 초음파 

분산시킨 후 여러 농도의 색소용액을 만든다. 위의 

각 색소용액 25即와 산화아연분말 2.5 g을 갈색 

삼각 플라스크에 넣고 3분동안 초음파 분산시킨 

다으 20°C에서 3시간 동안 교반하면서 흡착시 켰다I" 
흡착이 끝난 후 3,000 rpm으로 원심분리하여 산화 

아연을 침전시킨 다음, UV-vis 분광기로 상등액의 

색소농도를 측정하여 평형농도 C(mol〃)로 하고 처 

음의 색소농도와의 차이로부터 산화아연에 흡착된 

색소의 흡착량 wi(mol/g・ZnO)으로 하였다. 슬폰화된 

프탈로시아닌 색소들은 증류수로 색소용액을 만들 

고，수용액에서 위와 똑같은 흡착실험을 하였다.

반사 spectrum의 측정. 3X3 cm2 크기의 알미늄 

판에 프탈로시아닌색소를 흡착시킨 산화아연 시료를 

도포하고, 분광 반사율은 색소를 포함하지 않은 산 

화아연을 표준으로 하여 반사형 분광광도계 (Hitachi, 
Model EPS-3T형)로 측정하였다.

표면 광기전력의 측정. 색소를 흡착시킨 산화아 

연 시료를 중류수와 에탄올로 세척한 다음, A1 판(3X 
3 cm?)에 io〜5 卩m의 두께로 도포하여 암실에서 자 

연건조시킨 후 실내온도 20〜23°C, 상대습도 30-40 
%의 암실에서 일주일간 보관하여, 표면광기전력의 

측정시료로 하였다. 표면 광기전력의 측정은 이미 

보고된 논문12과 같은 방법으로, 광원은 100 V-650 W 
할로겐 전구와 회절격자형 monochromator(Ritsu 
Oyo Kogaku Co.), ND 필터 및 간섭필터(Kosin ko- 
kaku Co.)를 사용하여 광량을 조절하였다. 측정파 

장은 300〜900 nm로 시료의 윗부분으로부터 쪼였 

으며, 이때의 광량은 1.08~1아，photons/cnf sec이 

었다. 측정온도는 20±2°C이고 습도는 45±5%로 

조절하였다. 표면전위 변화의 측정은 진동용량형 

전극을 장치한 micro surface photovoltmeter(Ka- 
waguchidenki, Model SSVII-10)를 사용하였다.

결과 및 고찰

흡착특성. 프탈로시아닌 화합물들의 산화아연 

입자에 대한 흡착등온선은 Kg. 4에 나타낸다.

Fig.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H2Pc 및 a-, R-CuPc는 

계면활성제로 인하여 첨가시킨 색소가 모두 흡착되 

어 평형농도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수용성인 

(2)의 CuPcTS의 경우는 산화아연에 Langmuir의 

단분자 흡착특성12을 나타내고 있다. 즉 ⑵의 (A)점 

을 지난 이후부터는 색소의 평형농도가 증가해도

o
e
z  느

—-°-

4 e

Equilibrium cenc.C

Fig. 4. Adsorption isotherms of phthalocyanine com
pounds on zinc oxide at 20°C. (1) metallophthalocya- 
nine (H2PC and a-, B-CuPc), (2) CuPcTS, (3) NiP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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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Absorption spectra of surfactant and phthaloc
yanine. (1) 0.04 mM H2Pc, (2) 0.05 mM a-CuPc, 0.05 
mM p-CuPc solubilized in micellar s시ution, (4) 0.03 
mM CuPcTS and' (5) 0.02 mM NiPcTS in H2O.

C (X1OS M >

Fig. 5. Langmuir plot of metallophthalocyanine. (1) 
CuPcTS, (2) NiPcTS.

흡착량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일정하게 포화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부분을 포화흡착 또는 단분 

자층 완성점이라 한다. 산화아연에 프탈로시아닌 

색소 분자가 어느 정도 흡착되었는가 B.E.T법11에 

의해서 간단한 가정으로 계산할 수 있다. 즉, ZnO 
분말 1g의 표면적(43.0m2/g)을 프탈로시아닌 색소 

가 평면상으로 흡착한다고 가정하고 이때의 피복 

율을 0bet=1 로 하여, Fig.4의 (A)점의 피복된 백분 

율을 구하였더니, 산화아연 1 g에 대한 피복율이 31.0 
%에 해당되었다. 이때의 색소의 투영단면적H은 H2 

Pc가 156.35, a-CuPc는 156.35, 0-CuPc는 156.35, 
CuPcTS는 655.46, NiPcTS는 655.46로 계산하여 

사용하였다. (3)의 NiPcTS에서 (B) 부분 이후부터는 

다시 홉착량이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 부분을 

단분자흡착층에 서 다분자흡착층으로 전이 되는 부분 

이라고 한다. 이때의 피복율을 계산하여 보니 98.5 
%가 된다. F04의 CuPcTS 및 NiPcTS를 식 ⑷를 

이용하여 Langmuir plot12# 하면 F05와 같이 나 

타낼 수 있다.

C C 1 '八
 = 1  (4) 
m-----M-----bM

여기서 c는 색소의 평형농도, M는 포화흡착량, 

所은 흡착량, 3는 상수이다.

F讨.5에서 (1)5] CuPcTS는 식 (4)를 만족하는 

직선을 나타내며, 색소의 평형농도가 중가해도 산 

화아연에 대한 흡착량은 더 이장 증가하지 않는 

단분자 흡착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이미 연구보고한 결과a와도 같아서, CuP- 

cTS는 슬폰기(S0「) 쪽으로 산화아연 표면의 일정 

한 흡착점에 흡착하여, 흡착분자 사이에 서로 상호 

작용이 없는 단분자층 상태로 흡착된다고 추정되어 

진다. 그러나 Ni은 단분자층 흡착이 끝난 후에는 

다시 다분자 흡착을 유도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즉 

Langmuir 식에서 약간 벗어낙 둥근 활모양으로 나 

타나고 있다.

吝수스펙트럼. 作务6의 ⑴의 a-CuPc의 최대 흡 

수파장은 610 nm 와 720 nm 에서: (2)의 0-CuPc는 

610 nm와 720 nm, (3)의 玦&는 610 nm, (4)의 Cu- 
PcTS는 612 nm, 그리고 (5)의 NiPcTS는 615 nm와 

720nm에서 나타나고 있다. 즉' NiPcTS와 a, p- 

CuPC 등은 610 nm 부근과 710 nm 부근의 두 군 

데에서 최대흡수를 보이고 있으며, l&Pc와 CuP- 

cTS는 610 nm 부근에서 최대흡수를 보이는데 이들 

용액을 산화아연에 흡착시켰을 때의,반사스펙트럼을 

F:也.7에 나타내었다. 산화아연에 대한•각 프탈로시 

아닌 색소의 피복율은 50%이다.
고체 상태의 반사스펙트司은 용액 상태보다 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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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Reflectance spectra of phthalocyanine com
pounds adsorbed on zinc oxide. (1) NiPcTS, (2) CuP- 
cTS, (3) a-CuPc, (4) HzPc, (5) p-CuPc.

파장이 약간씩 이동하고 있다. 즉 ⑴은 NiPcTS로 

609 nm와 671nm에서 최대흡수가 나타나고 있다. 

(2)의 CuPcTS는 612 nm 와 679 nm, (3)의 a-CuPc는 

614 nm오+ 694 nm, (4)의 氏氏는 615 nm, 그리고 (5) 
의 8-CuPc는 631 nm와 712 run에서 최대 흡수파장 

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 파장영역에서 광 

기전력 효과가 예상된다. 또한 CuPcTS는 pyridine 
용액을 가하면 670 nm의 단분자 상태로 전환된다는 

보고14에 의거 pyridine 용액속에서 흡수스펙트럼을 

측정하여 卩独8에 나타내었다.

에 나타낸 피리딘 용액속에서의 CuPcTS는 

679nm에 서 좁은 흡수피크를 보여 주고 있다. Fig. 6 
과 7 및 8의 흡수피크를 비교하여 볼 때, 이합체 (di
mer) 상태의 612nm에서 단량체 (monomer) 상태의 

679nm로 흡수되어 변환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위와 같은 결과로부터, CuPcTS의 최대 흡수파장이 

이힙체 (dimer) 상태인 612nm오｝ 단량체 (monomer) 
상태인 679nm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수용액 

속에서 프탈로시아닌의 산화아연에 대한 흡착은 단 

량체(monomer)와 이합체(dimer) 상태로 흡착된다고 

추정할 수 있다.

색소흡착된 산화아연의 광기전력 효과. 프탈로 

시아닌 색소들을 흡착시킨 산화아연시료에 파장을 

변화시키면서 광기전력을 측정하여 尸议.9에 나타내 

었다. 여기서의 광의 강도는 1.08X1014 photons/cm2

wavelength < nm)

8. Absorption spectrum of 0.02X IO-2 mM CuP- 
in pyridine.

C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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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Spectral distributions of surface photovoltage 
of zinc oxide adsorbed phthalocyanine compounds. 
(1) a-CuPc, (2) p-CuPc, (3) H2Pc, (4) CuPcTS, (5) Ni- 
PcTS.

sec이고 산화아연에 대한 각 색소들의 피복율은 85 
% 이다.

7谊9에서 300nm에서 500 nm 사이의 광기전력 

은 산화아연 및 프탈로시아닌 색소의 영향이고, 이 

부분은 색소 증감부분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언급은 

피하기로 한다. Fig. 9의 ⑴의 a-CuPc는 700 nm 
부근이 가장 큰 광기전력을 나타내고 있다. (2)의 

氏氏와 (3)의 B-CuPc은 반사스펙트럼 영역인 630 
nm 부근에서 광기전력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 

러나 F谊.7의 690nm에서 710 nm에 걸친 반사스펙 

트럼 부분은 광기전력효과에는 기여하지 않았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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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covers ge ®bet ( % )

Fig. 10. Photovoltage (Vp) vs. coverage (0bet) phthalo
cyanine compounds. (1) a-CuPc, (2) 0-CuPc, (3) H2Pc, 
(4) CuPcTS, (5) NiPcTS.

알 수 있다. 또한 수용액속에서 흡착시켰던 (4)의 

CuPcTS와 (5)의 NiPcTS는 전체적으로 낮은 광기 

전력을 나타내고 특히 700nm 이후에는 광기전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은 현상은 Na 이온이 광 

전자 이동에 큰 도움을 주지 않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려된다I% Fig. 9의 광기전력 스펙트럼은 

산화아연에 대한 프탈로시아닌 색소 피복율은 50% 
이다. 이들 색소들의 홉착량에 따른 광기전력 효과를 

비교하여 Rg. 10에 나타내었다.

광기전력(4)의 피복율 의존성. Fig. 10에 산화아 

연에 대한 색소의 피복율에 따른 광기전력의 경향을 

나타내었다. a-CuPc는 694 nm, B-CuPc는 631 nm, 
HzPc는 615 nm, CuPcTS는 679 nm 그리고 NiP- 
cTS는 671nm에서 광기전력을 각각 측정하였다. 

이때의 광의 강도는 ：L08X10"photons/cm2sec이다. 

광기전력의 절대값은 흡착량이 비슷한 부분에서 측 

정하였다.

⑴의 a-CuPc와 (2)의 B-CuPc는 흡착량이 증가 

할수록 광기전력이 증가하나, 피복률이 약 70% 이 

상이 되면 거의 비슷한 광기전력을 나타내고 있 

다.

수용액 중에서 슬폰기에 의해 흡착시킨 (4)의 Cu- 
PcTS와 (5)의 NiPcTS는 피복율이 약 30%에서 광 

기전력(V》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산화아연에 대한 

흡착량이 증가할수록 광기전력 *는 오히려 감소하 

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이미 연구 

보고된'2 tetrabromophenol blue와 같은 경향성임을 

알 수 있다. 즉 산형색소(一2H)는 흡착량이 많아질 

수록 광기전력은 더 커지고, 흡착량이 더 많아지면 

광기전력 값은 포화되어 일정하게 나타나나, Na염 

형인 경우는 일정한 피복율이 지나서 흡착량이 많 

아지면, 색소들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광기전력이 

오히려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즉 CuPcTS는 피복율 

30% 부근까지는 흡착량이 증가함에 따라 광기전력 

도 증가하나, 30% 이후에서는 흡착한 색소는 오히려 

색소끼리의 상호작용을 하게 되고, 광기전력은 감 

소하게 된다. 그러나 계면활성제를 사용하여 산화 

아연에 흡착시킨 a-CuPc, P-CuPc 및 HzPc는 Na염 

형보다도 더 높은 피복율 즉 80% 정도까지 광증감 

효과를 보이고 있다. 이들을 CuPcTS와 비교하여 볼 

때 피복율에 따른 광기전력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산화아연에 대한 강한 홉착 특성, SQj 
Na의 유무에 따른 효과, 그리고 계면활성제의 영 

향이라고 사료된다.

결 론

프탈로시아닌 색소를 수용액속에서 계면활성제를 

이용하여 산화아연에 흡착시키고 그 결과로부터 다 

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계면활성제를 사용하여 난용성 색소인 프탈로 

시아닌 색소를 수용액 또는.알코올 용액속에 흡착 

시키고 흡착량을 조절할 수 있었다.

2. 수용성색소인 Na염형인 CuPcTS(Copper ph

thalocyanine tetrasodium salt)는 수용액속에서 산 

화아연에 흡착시켰더니, Langmuir형 단분자층 홉착 

특성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 CuPcTS는 홉수스펙트럼과 흡착특성 곡선으로 

부터 수용액속에서 흡착시키면 단분자층 흡착이 되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 난용성이지만 감광성이 좋은 a-CuPc나 B-CuPc 
및 HzPc는 계면활성제를 이용하여 흡착량을 조절 

하여 흡착시키면 가시영역에서 광기전력 효과를 높 

일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광기전력 특성이 

피복율이 약 80% 부근에서 좋은 것을 알 수 있었다.

5. 수용성색소인 Na이 들어있는 CuPcTS와 같은 

색소는 산화아연에 단분자층 흡착을 하나, 광기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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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는 오히려 좋지 않아 피복율이 약 30% 이상에 

서는 광기전력 효과가 오히려 감소함을 알 수 있 

었다.

6. 광기전력 측정으로 흡착시료의 증감특성과 표 

면의 정보를 측면적으로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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