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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티타늄 금속판을 공기산화와 수증기 산화하여 만든 TiQu 박막을 시료로 사용하여 IM NaOH 
용액에서 광전기화학적 성질을 연구하였다. 높은 온도에서 제조된 TiO2_x 전극들은 낮은 온도에서 제조된 

전극들보다 더 음의 값으로 주어지는 flat band potential。久)과 더 높은 donor density(M))를 가졌다. 전 

극전위의 변화에 따른 광전류 측정과 Mott-Schottky plot로부터 얻은 *는 一0.95-----1.1 V 사이에서 비슷한

값으로 주어졌다. 자외부 영역의 광을 완전히 차단하는 TiO2 단결정을 필터로 하여 가시부 영역의 광전류를 

측정할 때 분해능이 좋은 slit를 사용한 경우 좋은 sub band gap 광반응을 볼 수 있었다.

ABSTRACT. The titanium oxide thin film was prepared by air oxidation and water vapor oxidation. 
The photo-electrochemical properties of the electrode was studied in IM NaOH solution. Titanium dio
xide electrodes prepared at higher temperatures were found to have slightly more negative flat band 
potentials and slightly higher donor densities than their low temperature counterparts. The value of 
flat band potential (V板)was obtained to be —0.95^—1.1 V by the measurement of photocurrent and 
Mott-Schottky plots. The photocurrent of visible region was measured in terms of single crystal filter 
which entirely blocks the UV radiation. The photo-response of electrodes appeared good with the measu- 
ment by direct current, when the slit of great resolution was used.

서 론

지난 몇년동안 반도체 전극에 빛을 조사시켜 나 

타난 물의 광전기 분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 

루어 져 왔다. 많은 반도체 물질 즉 TiOUf SrTiO鬥 

KTiO此 BaTiO3u, SnO212, CdS13~15t GaP1718 그리고 

SiO2”들은 이러한 광전기 분해 전지로서 널리 이 

용되어 왔다. 이들중 TiQ와 SrTiQ는 전해질 용액 

에서 화학적으로 상당히 안정하기 때문에 널리 이 

용되어져 왔다洲~叫

Maruska와 그의 공동연구자는33 TiO2 단결정에 

알루미늄 및 크롬을 담지시킨 반도체 물질을 전극 

으로 사용하여 이들의 광전기 분해에 대한 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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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한 바 있으며 Kim 등25은 Ti 금속을 수증기 

산화하여 TiO2 X 박막을 제조하였으며 UV-visible 
영역에서 이들 전극의 광전기적 성질을 조사한 바 

있다. Choi 등"은 Ti 금속판을 공기중에서 산화시켜 

만든 TiO2_x 반도체 전극에 백금을 담지시킨 후 이들 

전극의 광전기화학적 성질을 규명하였다.

Butler와 Decker 등3은 수소로 환원시킨 TiO2 및 

SrTiO3 단결정을 전극으로 사용하여 IM KOH 전 

해질 용액에서 가시광선 영역의 빛을 5 Hz로 Chop- 

ping하면서 광전류를 측정한 결과 400~500 nm 근 

처에서 가시부 영역의 1차선에 의한 sub-band gap 
광반응이 나타남을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전보36에 

서는 티타늄 금속판을 U40°C에서 수증기 산화하여 

만든 TiO2-x 박막을 시료로 사용하여 IM NaOH 
전해질 용액에서 광전류를 측정하였으며, 가시부 

영역에서 나타난 3개의 광전류는 대부분이 monoch
romator^ 이차선에 의하여 나타난 것임을 밝힌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온도 조건하에서 공기 

산화법과 수증기 산화법에 의해 제조된 TiOzr 전 

극을 시료로 사용하여 가시부 영역에서 나타난 광 

전류 peak의 특성을 감도가 좋은 slit C(폭; entra
nce : 5.36 nm, exit: 3.00 nm)를 사용하여 자세 히 검 

토하고 시료의 capacitance와 자외부 영역에서 광 

전류를 측정하여 flat band potential(*)과 donor 
density^)를 구하고 이들 값으로부터 TiO2_x 반 

도체의 특성을 알아보았다.

실 험

TiO2r 박막의 제조. 본 실험 에서 사용한 TiO"w 
박막의 성장용 Ti 금속 sheet(99.999% Nilaco제)는 

1 mm 두께의 Ti판을 1X1 cm? 크기로 절단하여 Ja- 
sco Model DS-701G Automatic Crystal Polisher 
(Japan)에서 0.2 jim 크기의 알루미나 가루로 연마 

하였다. Ti-sheet는 약 5분동안 CP4 용액(HNQ 50 
ml, glacial acetic acid 30 ml, HF 30 m/와 2~3방 

울의 Br2 혼합용액)에 담구어 etching한 다음 2차 

증류수로 씻고 증류된 isopropyl，alcohol로 씻어 50 
°C로 유지된 진공 건조기 속에서 1시간 동안 말려 

사용하였다. 공기 산화법에 의한 TiQr 박막은 Ti 
금속 sheet를 600, 700, 800, 900 그리고 1000°C로 

일정하게 유지된 Sybron Thermolyne 1300 fur- 
nace에서 1 분동안 산화시켜 제조하였다. 수증기 산 

화법에 의한 Ti。”* 박막은 전보35와 같은 장치에서 

600, 700, 800, 900 그리고 1000°C로 일정하게 유 

지된 산소 부재상태인 전기로에 놓인 Ti-sheet에 25 
°C의 수증기로 포화된 Ar 기체를 5분간 통과시킴으 

로써 제조하였다. 산화 후 증가된 무게의 양을 Shi- 
mazu L-SM semi-micro balance(10 7 g 측정 감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고, 산화에 의한 TiO"* 박막의 

두께는 증가된 무게로부터 TiQ의 밀도37가 4.26 g/ 
cnr5임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제조된 TiO2-, 박막의 한쪽면을 연마한 후 Ag-pa- 
ste로 전선을 부착시키고 그 위를 에폭시로 절연시켜 

전극으로 사용하였다.

Capacitance 측정. TiO2-x 전극에 가해준 전극 

전위에 따라 Capacitance를 측정하면 Mott-Schottky 

plot로부터 flat band potential(场) 및 donor density 
(Nd)를 구할 수 있다. 본 실험에서는 질소로 포화된 

1 Af NaOH 용액에서 직접 제작한 potentiostat를 

이용해 SCE에 대한 전극전위를 변화시키면서 Hew

lett-Packard 4205B Universal Bridge(at 1 kHz)로 

Capacitance를 측정하였다.

광학적 필터 제조 Commercial Crystal Lab. Inc. 
의 TiO2 단결정을 C축에 수직인 방향으로 절단하여 

1mm 두께가 되도록 양면을 연마하여 필터로 사 

용하였으며 각 파장에 따른 필터의 투과 특성을 Su

per Scan II Varian UV-vis 분광광도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36.

광전류 측정. TiQr 전극들에 대한 광전류는 

전보36와 같은 장치를 이용하여 IM NaOH 용액이 

담긴 전해조에 공기를 흘려주어 전극표면이 계속적 

으로 신선한 전해액으로 씻어지는 상태에서 측정하 

였다. 기준전극으로 SCE를 지지전극으로는 Pt를 

그리고 작업전극으로는 TiO”. 전극들을 사용하였 

다. 단색광기는 300nm에서 blaze된 Baush and 
Lomb high intensity monochromator-f- slit는 A 
(slit폭 : entrance = 5.36 mm, exit=3.00 mtn) 와 C 
(entrance = 1.34 mm, exit=0.75 mm)< 사용하였고 

광원으로는 Oriel 8500 Xe-Lamp(150 W)를 사용하 

였다. SCE에 대한 용액속의 전극전위는 직접 제작한 

potentiostat로 조절하였으며 광전류는 Grapht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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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X4301 X-Y recorder로 기록하였다.

결과 및 고찰

공기 산화와 수증기 산화에 의해 제조된 TiO2_x 
박막의 두께는 무게 증가량법에 의해 계산하였으며 

이들 결과를 Table 1에 나타냈다. 같은 조건에서 

온도 증가에 따라 Ti。** 박막의 두께는 증가하였 

으며, 공기산화에 의한 것보다는 수증기 산화에 의한 

TiQr 박막이 더 두껍게 형성되었다. 이와같은 현 

상은 산소의 분압을 고려하더라도 수증기 산화의 

시간(5분)이 공기 산화에 의한 시간(1분)보다 충분히 

길게 주어짐으로써 나타난 결과라 볼 수 있다. 실 

제로 공기 산화법에 의해 Ti。”, 박막을 제조할 경우 

100°C에서 2분 동안 산화시킬 경우에 Ti의 상당량이 

TiQ로 산화됨을 관찰할 수 있었다.

IM NaOH 용액속에서 외부로부터 가해준 전극 

전위에 따라 측정된 T102-X 전극의 capacitance값 

들을 다음과 같은 Mott-Schottky 식38에 따라 V에 

대해 1/G?을 도시하면 이들 직선의 기울기로부터 

donor의 밀도 Nd를 X축에 대한 절편으로부터 flat 
band potential &를 구할 수 있다.

Table 1. Flat band potentials and donor densities for 
TiO2-x electrodes

Samples
Film 

thickness, A

Vfk V vs. SEC
Nif, cm-3

a b

600(AO) 1920 -0.96 -0.95 9.2 X1017
600(VO) 2010 -0.97 -0.98 8.9 XI이8
700(AO) 2140 -0.98 -0.97 4.4 X1018
700(VO) 2430 -0.97 -1.00 3.7 X1019
800(AO) 2330 -0.98 -0.98 7.1 X1018
800(VO) 2720 -1.00 -1.00 4.8 X1019
900(AO) 2570 — 0.99 -0.99 8.6 X1018
900(VO) 3020 -1.10 -1.11 6.2XU)i9

1000(AO) 2900 -1.04 -1.02 9.2 X1018
iooo(vo) 3480 -1.10 -1.09 6.9X1019

Single Crystal -1.08 -1.11 6.5 X1019

600(AO): TiO2-x electrode prepared by air oxidation of 
the Ti sheet at 600°C. 600(VO): TiO2-x electrode prepa
red by water vapor oxidation of the Ti sheet at 600°C. 
aFlat band potentials obtained from Mott-Schottky plots, 
"Flat band potentials obtained from Butler plots.

1 2 / kT \
7「厂= ~------------ ) (1)

CsU 釦孙Nd ' e /

Cx: space charge capacitance per unit area, e\ 
electrostatic charge, dielectric constant (TiO2= 
100的)，vacuum permittivity,《&： potential drop 

in the space charge (V-岛)，V: applied potential, 
Vjb' flat band potential, Nd： donor concentration.

식 (D에 따라 공기 산화와 수증기 산화에 의해 

제조된 TiO2_x 전극에 대한 대표적인 M아t・SchMtky 
plot를 FZg. 1에 나타냈다. 이와 같은 Mott-Schottky 
plot로부터 얻은 0와 값을 Table 1에 나타냈으며 

본 실험, 조건하에서 이들 값이 타당한지兽 알아보기 

위해 TiO2_x 전극 전위의 변화에 따른 광전류를 

측정하여 匕»값을 추정하였다. TiO2 x 전극에 광을 

조사했을 때 발생한 최대 광전류 peak는 Rg. 2에서 

볼 수 있듯이 자외부 영역에서는 330nm 근처에서 

나타났으며, 이들 peak current는 외부로부터 전극에 

가해준 전위가 음으로 갈수록 점점 작아져 一 1.0V 
근처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반도체 전극과 

전해질 사이의 Schottky model에 의한 광전류 밀 

도와 전극전위와의 관계식은 Butler4。에 의해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2)

여기서 I协: photocurrent density, e: charge tran-

-1.2 -1 -0.6 -0.6 -0-4 -0.2 0 0

Applied potential. V vs. SCE 

J ・ a) - 90CHA。), ▲ b} 900(V。)—1

Fig. 1. Mott-Schottky plots of a) a TiO2 x electrode 
prepared by air oxidation of the Ti sheet at 900°C 
for 1 min, and b) TQ” electrode prepared by water 
vapor oxidation of the Ti sheet at 900°C for 5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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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350
Wavelength, nm

Fig. 2. Photocurrents observed at a TiO2-, electrode 
prepared by water vapor oxidation at 900°C for 5 
min in IM NaOH solution at bias potentials of: 1) 
0.0, 2) -0.2, 3) -0.4, 4) -0.6, 5) -0.8, 6) -0.9, 
7) -1.0, and 8) -1.1 V vs. SCE, respectively.

sferred per ion, a: optical absorption coefficient, 
饥 incident photon flux, w„: depletion layer width, 

V/i： flat band potential.

용액 속의 전극전위에 따른 TiO2 x 전극들의 광 

전류 측정으로부터 330nm에서 나타난 최대 광전류 

peak값들을 식 (2)에 따라 전류밀도(/싸)2에 대해서 

V를 도시하여 F讶.3에 나타냈다. (7•싸)2와 (V-V^ 
사이에 좋은 직선 관계가 성립함을 알 수 있고 (Jpk) 
= 0일 때 丫= 匕，인 관계로부터 얻은 岛»를 Table 1에 

나타냈다. Table 1 에 나타낸 바와 같이 Mott-Schot- 
tky plot에 의한 *값은 Butler plot에 의한 결과와 

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Capacitance 측정에 있어 

서는 용액속의 전극 전위가 음으로 갈수록 noise가 

더욱 심해져 측정에 어려움이 따랐는데 이는 용액 

속의 흡착 화학종에 의한 전극 표면 상태의 변화에 

의한 영향으로 간주된다. 일반적으로 *는 시료제조 

온도의 증가에 따라 더 음의 값으로 나타났으며 

수증기 산화법에 의한 办는 공기 산화법에 의한 

값보다 더 음의 값으로 주어졌고, 900°C 이상에서는 

시료제조 방법에 무관하게 &■는 일정한 값으로 주 

어졌다. 이와 같은 현상은 낮은 온도 범위에서는 

공기 산화법보다는 수증기 산화법에 의해 제조된 

TiQ一. 박막이 더 rutile형의 성질을 갖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Donor 밀도 Nd값들 역 시 

시료 제조 방법에 따라 의존할 뿐 아니라 산화시키는 

온도 조건에 따라 상당히 다르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일정온도 즉 900°C 이상에서 수증기

u3

5

n 
-w <

=

은
 M
G
 으
으

一
 d 2 -O.a -0.6 -0.4 -0.2 0.0

Applied potential, V vs. SCE

I - a)-~900(AO), a b)V&00(VO)—I

<3-
u
e
M
=
8
 호
 d

Fig. 3.(丄疔 V plots of a) a TiO2^ electrode pre
pared by air oxidation of the Ti sheet at 900°C for 
1 min and b) a TiO2-x electrode prepared by water 
vapor oxidation of the Ti sheet at 900°C for 5 min, 
where Ipfl is the maximum photocurrent observed at 
330 nm.

400 500 600 700 8。。
Wavelength, nm

Fig. 4. Photocurrents observed at a Ti02 x electrode 
prepared by water vapor oxidation at 900%； for 5 min 
in IM NaOH solution at bias potential of 0.0V vs. 
SCE.

산화법에 의해 제조된 TiOzr 전극들의 특성들은 

비슷한 값으로 주어졌다. 본 연구 결과로 미루어 

보아 수증기 산화법에 의해 제조된 Ti02r 박막이 

공기 산화법에 의한 것보다는 더 rutile 형태로 주 

어지며 이들은 단결정 TiOz의 성질과 같은 물리 

적 성질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가시부 영역에서 

TiO,-, 전극의 광반응에 의한 전류곡선을 F讶.4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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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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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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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velenglh, nm

Fig. 5. Photocurrent measured in terms of single cr
ystal filter which blocks the UV radiation entirely 
at a TiO2 j electrode prepared by water vapor oxida
tion at 900°C in lAf NaOH; a) with monochromoter 
slit A, b) with mnochromator slit C.

나타냈다. 전보36 에 지적한 바와 같이 이들 3개의 

peak는 UV 영역의 2차선의 영향에 의한 것들로 

밝혀 졌다. 또한 Butler와 공동연구자35는 5 Hz의 주 

파수로 광을 chopping흐］•면서 TiO2 단결정의 광반 

응을 조사한 결과 460 nm 근처 에 서 나타난 광전류의 

spike들은 Xe-Lamp 광원에서 가시부 영역의 특성에 

따라 나타난 sub band gap에 의한 광전류임을 지 

적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도 자외부 영역의 광을 

완전히 차단하는 TiO2 단결정을 필터로 사용하여 

TiO”* 박막의 광반응을 측정한 결과 430nm에서 

최대 광전류 peak가 나타났으며 460 nm 근처에서 

slit A를 사용한 경우에는 여러 개의 spike들이 나 

타남을 볼 수 있는데 이 결과는 Butler가 보고한 

바와 잘 일치하였다世也.5). 따라서 본 실험에서 제 

조된 TiOi 박막의 광전류 측정 결과 430 nm 근처 

에서 나타난 광전류는 Xe-Lamp 광원의 1차선에 

의한 TiO2_x 전극의 sub band gap에 해당하는 광 

전류로 볼. 수 있다.

또한 TiO2-.r 반도체 전극의 광전류 측정시, noise 
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chopping하면 signal0! 

상당히 약화되므로(not shown) 가시부 영역에서 단 

지 1차선에 의한 TiQr 전극의 광전류를 측정하는 

경우에 교류를 사용하여 측정하는 것이 반드시 유 

리한 것만은 아니며, 감도를 좋게하고 분해능이 좋은 

slit를 사용할 경우에는 DC 측정으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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