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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O2의 가장 큰 특징은 광촉매적 특성을 들 수 있으나 순수한 TiO2는 자외선 영역에서만 활성을 보이는 단점이 있다. 단점

을 보완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초고온, 고활성을 이용한 열플라즈마 공정으로 질소가 도핑된 TiO2를 합성하여 TiO2의 광촉

매적 특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직류 플라즈마 제트를 이용하여 비금속이온인 질소와 반응 가스인 산소를 TiCl4와 함께 플라

즈마 반응기 안에서 반응시켜 질소가 도핑된 TiO2 나노 분말을 합성하였다. 합성 조건으로 질소의 유량을 변화하였다. 합성 

변수에 따른 입자의 상조성, 크기를 분석하였고 아세트알데히드와 곰팡이를 광분해하는 실험을 통해 광촉매 활성을 살펴보

았다. 한편 TiO2의 분말 상태와 코팅된 상태의 광촉매 특성을 비교하고자 합성한 분말의 스핀 코팅과 PLD (Pulsed Laser 

Deposition)을 통해 TiO2를 코팅하였다. 아세트알데히드 분해 실험의 결과 질소가 도핑된 TiO2 분말의 경우가 순수한 TiO2 

분말에 비해 가시영역에서의 광촉매 활성이 두 배 이상 뛰어난 것을 확인하였으며, 곰팡이 분해 실험 결과 역시 질소가 

도핑된 TiO2 분말에 곰팡이가 분해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분말과 필름을 제조하여 메틸렌블루 광분해 실험한 결과 분말의 

경우 100% TiO2입자가 메틸렌블루 분해에 이용되며, 반면 스핀 코팅의 경우 바인더의 함량 때문에 20∼30%의 TiO2만이 

분해에 이용되기 때문에, 분말의 경우 초기 30 mL 메틸렌블루를 한번에 분해할 수 있었다.

N2 doped TiO2 nano-sized powder was prepared using a DC arc plasma jet and investigated with XRD, BET, SEM, TEM, 

and photo-catalytic decomposition. Recently the research interest about the nano-sized TiO2 powder has been increased to 

improve its photo-catalytic activity for the removal of environmental pollutants. Nitrogen gas, reacting gas, and titanium tetra-

chloride (TiCl4) were used as the raw materials and injected into the plasma reactor to synthesize the N2 doped TiO2 power. 

The particle size and XRD peaks of the synthesized powder were analyzed as a function of the flow rate of the nitrogen 

gas. Also, the characteristics of the photo-catalytic decomposition using the prepared powder were studied. For comparing 

the photo-catalytic decomposition performance of TiO2 powder with that of TiO2 coating, TiO2 thin films were prepared by 

the spin coating and the pulsed laser deposition. For the results of the acetaldehyde decomposition, the photo-catalytic activity 

of TiO2-xNx powder was higher than that of the pure TiO2 powder in the visible light region. For the methylene blue decom-

position, the decomposition efficiency of TiO2 powder was also higher than that of TiO2 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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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산화물 반도체의 광산화 반응 활성도는 TiO2 (anatase) > TiO2 (rutile) 

> ZnO > ZrO2 > SnO2 > V2O3의 순으로, TiO2가 가장 큰 활성도를 

보이고 있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2]. 

TiO2는 아나타제, 루타일, 그리고 브룩케이트 등의 상이 있다. 그러나 

이 중 아나타제와 루타일이 가장 많고 공업적으로도 가장 많이 이용

된다. TiO2의 입자 크기가 나노화되면 기존 능력의 향상뿐만 아니라 

† 교신저자 (e-mail: dwpark@inha.ac.kr)

새로운 기능이 나타나게 된다. 예를 들면 전기적 특성을 이용하여 도

전재료나 센서재료로 응용이 가능하고, 광학적 특성을 이용하여 광흡

수제나 광필터, 광촉매, 광섬유, 적외선 센서에 응용이 가능하다. 특히 

광촉매로서는 탁월한 능력을 나타낸다. 광촉매란 광화학과 촉매가 결

합된 의미로 빛 에너지에 의하여 활성을 나타내는 촉매를 말한다. 즉, 

빛 에너지를 TiO2에 조사하면 빛 에너지를 흡수한 촉매가 활성을 나

타내어 유기물들을 산화 또는 환원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3].

  광촉매의 메카니즘은 금속산화물의 가전자대와 전도대의 밴드갭 

에너지와 관련되어 있다. 금속 산화물은 가전자대(valence band: VB)

와 전도대(conduction band: CB)로 구성된 분자 궤도함수로 이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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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he experimental apparatus for preparation of TiO2-xNx.

있고, 이 두 밴드간의 차(E = ECB - EVB = hν)를 밴드갭(band gap)

이라고 하며, 이 밴드갭 에너지가 대략 2.0∼4.0 eV 정도이면 반도체

의 특성을 나타내게 된다. 여기에 해당되는 밴드갭 에너지 차이를 갖

는 반도체 화합물 중 대표적인 광촉매로는 TiO2, ZnO, Fe2O3, CdS, 

ZnS, SnO와 같은 화합물이 있다[4].

  광촉매로서의 응용분야는 항균 효과(세균이나 대장균의 성장 억제), 

탈취 기능(실내 오염 공기의 정화), 자외선 차단 효과(기재의 변색방

지-고분자의 황변 방지), 방오/친수 효과(오염물 방지, 김서림 방지), 

난분해성 유해물질 분해(VOCs, NOx, SOx 제거) 등 여러 분야에서 응

용되고 있다[5-7].

  열플라즈마 공정을 이용하여 미립자를 합성할 수 있는 것은 초고온, 

고활성으로 원료 물질이 플라즈마 불꽃 속에서 즉시 반응하고 반응된 

가스는 외부영역에서 급속한 온도 구배에 의해 빠르게 급냉(quen-

ching)되기 때문이다. 또한 입자의 응집 특성 시간보다 반응기체의 체

류시간이 작고 핵 발생 속도에 비해 반응기체의 혼합 속도가 크기 때

문에 입경이 작은 미립자를 후처리 공정 없이 직접 얻을 수 있다[8]. 

  본 연구에서는 고온, 고활성의 성질을 갖는 열플라즈마 공정을 이

용하여 가시광선 영역에서 광촉매 활성이 우수한 비금속 물질인 질소

가 도핑된 TiO2를 합성하였다. 또한 현재 응용 제품으로 많이 사용되

고 있는 필름이나 코팅을 파우더의 특성과 비교하고자 열플라즈마 공

정을 이용해 합성한 나노 분말을 스핀 코팅하여 분말과 비교하였고, 

PLD (Pulsed Laser Deposition) 실험을 통하여 얻은 TiO2를 이용해 광

촉매 활성을 비교하였다.

2. 실    험

  2.1. 질소가 도핑된 TiO2 나노 분말 합성

  Figure 1은 질소가 도핑된 TiO2 분말을 합성하기 위한 DC 플라즈마 

장치도를 나타낸 것이다. 장치는 DC 전원, 플라즈마 토치, 반응 물질 

주입부, 반응관 및 챔버 그리고 필터와 배기부로 구성된다. 플라즈마 

발생 토치는 수냉시킨 텅스텐 음극봉과 노즐출구가 6 mm인 동 양극

으로 이루어졌다. 플라즈마는 15 L/min의 알곤 가스로 방전하였다. 반

Table 1. The Experimental Conditions for Preparation of TiO2-xNx

Plasma power 300 A, 10 kW

Plasma gas
Total flow: 15 L/min.

(Ar+N2 mixture)
(N2: 0∼5 L/min.)

Pressure 750 Torr

Reacting gas O2 (0.5 L/min.)

Raw materials

Titanium chloride (99.9%, Aldrich Co.)

Feeding : 0.2 mL/min.
(carrier gas : Ar 2.0 L/min.)

Reaction time 10 min.

Collected position reaction tube

응관은 길이가 160 mm이고 내부 직경이 47 mm이다. 반응관은 챔버

와 같이 스테인레스 이중관으로 제작되었으며, 토치와 함께 냉각수에 

의해 냉각되었다. 반응 시간은 10 mim이었으며 반응기 내부의 압력

은 자동압력조절장치를 이용하여 가압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

기압에 가까운 약 750 torr (100 kPa)로 유지시켰다. 원료 물질인 TiCl4

는 0.2 mL/min의 유량으로 주입하기 위해 70 ℃의 물에서 버블링한 

후 2.0 L/min의 알곤 가스와 함께 주입부로 주입하였다. 반응 가스인 

산소는 플라즈마 토치의 상부를 통해 0.5 L/min의 유량으로 주입되어 

주입부에서 원료물질과 반응한다. 도핑하기 위해 사용한 비금속 물질

인 질소 가스는 플라즈마 가스와 함께 토치 상부를 통해 0∼5 L/min

으로 주입된다. 합성된 분말은 반응관의 벽에서 포집하였다. 배출가스 

중의 염산 또는 염소가스는 스크러버를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자세한 

실험 조건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2.2. 합성한 분말의 스핀 코팅

  분말 상태인 TiO2 특성과 코팅된 TiO2의 특성을 비교하고자 본 실

험에서 합성한 분말을 이용해 ITO 기판에 TiO2를 코팅하였다. 분말을 

기판에 입히기 위해 스핀코팅기법을 사용하였다. 합성한 파우더를 용

매(물)에 분산시킨 후 기판과 접착을 위한 접착제로 PVA를 사용하였

다. 기판은 아세톤, 에탄올, 증류수에 세척한 ITO기판을 사용하였으며 

코팅 시간은 30 sec간 실시하였다. 코팅된 기판의 용매를 제거하기 위

해 150 ℃ 오븐에서 건조하였다. 자세한 실험 조건은 Table 2에 나타

내었다.

  2.3. PLD (Pulsed Laser Deposition)를 이용한 TiO2 증착 실험

  본 연구에서 열플라즈마를 이용하여 직접 합성한 분말을 이용하여 

코팅한 물질의 특성을 분말과 비교하였다. 코팅의 경우 스핀 코팅과 

플라즈마 코팅으로 많이 응용되고 있는 PLD를 사용하여 코팅하였다. 

  Figure 2는 TiO2의 PLD장치 개략도이다. 레이져는 Nd: YAG laser

를 사용하였고, 기판과 타겟 사이의 거리는 45 mm로 고정하였으며, 

타겟은 TiO2 (99.99%)를 사용하였다. 초기 압력은 10
-5

 torr, 기판은 

ITO와 코닝글래스(Corning glass)를 사용하였다. 기판의 온도는 200 

℃로 하였고, 증착 시간은 35 min으로 하였다. 자동유량장치를 이용하

여 PLD장치에 부착된 챔버의 압력이 0.2 mtorr가 유지되도록 산소를 

주입하였다. 상세한 실험 조건은 Table 3에 나타내었다.

  2.4. 광촉매 분해 실험

  포집된 분말의 광촉매적 활성을 알아보기 위해 아세트알데히드를 

분해하는 실험을 하였다. 분해실험을 위한 장치의 개략도는 Figur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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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A schematic illustration of the Pulsed Laser Deposition 

System.

Table 2. The Experimental Conditions for Spin Coating

RPM (revolution per minute) 800∼1,800

Coating time 30 s

Drying temperature 200 ℃

Substrate ITO (20 × 30)

에 나타내었다. 광분해 장치는 전원장치, 램프, 반응기로 구성되었으

며 빛과 반응기 사이의 거리는 130 mm이다. 빛의 노출은 0.5∼3 h, 

가시광선 영역의 빛(가시영역)과 자외선 영역 및 가시광선 영역의 빛

이 모두 나오는 영역(자외/가시영역)으로 변수를 두어 광분해 실험을 

실시 하였다. 열플라즈마를 이용하여 합성한 순수한 TiO2와 질소가 

도핑된 TiO2 분말의 광촉매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유해물질인 아세트

알데히드를 분해하는 실험을 하였다. 반응 시간에 따른 아세트알데히

드의 분해율과 파장 영역에 따른 아세트알데히드 분해율, 질소의 유

량 변화에 따른 아세트알데히드 분해 실험을 하였다.

  TiO2의 항균성을 확인하고자 곰팡이를 분해하는 실험을 하였다. 질

소가 도핑된 TiO2분말을 자외/가시영역에서 광촉매 반응을 실험하였

다. 합성한 순수 TiO2 분말과 현재 광촉매 응용 제품으로 많이 사용되

고 있는 필름 형태로 코팅한 TiO2 (스핀코팅, PLD)의 광촉매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메틸렌블루를 분해하는 실험도 수행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질소의 유량 변화에 따른 TiO2 나노 분말의 합성

  Figure 4는 산소의 유량을 0.5 L/min으로 고정하고 질소의 유량을 

변화시켜 합성한 질소 도핑된 TiO2 분말의 XRD 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질소의 유량은 0∼5 L/min로 변화시켰다. 질소의 유량변화에 

따라 Spur[9]을 이용해 루타일상을 계산하였다. 질소의 유량이 많아짐

에도 TiO2 분말의 상조성의 두드러진 변화는 확인할 수 없었다. 

Figure 5는 질소가 도핑된 TiO2 나노 분말의 TEM 분석 결과이다. 분

말의 입자 형태가 구형을 띠었고 나노 분말 입자가 고르게 분포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분말의 사이즈가 수 nm됨을 확인하였다. 본 

실험에서 합성한 TiO2 분말, 질소가 도핑된 TiO2 그리고 상용화되고 

있는 P-25 (Degussa Chemical Co.)의 표면적(BET) 측정 결과를 Table 

4에 나타내었다. 열플라즈마를 이용해 합성한 순수한 TiO2와 질소가 

도핑된 TiO2가 상용화 되고 있는 P-25에 비해 더 높은 표면적을 갖고 

Figure 3. A Schematic diagram of Photocatalytic decomposition.

Table 3. The Experimental Conditions of Pulsed Laser Deposition 

System

Laser Nd: YAG Laser

Pressure 10
‐5
 torr

Distance 45 mm

Target TiO2 (99.99%)

Substrate ITO, Corning glass (20 × 30)

Substrate Temperature 200 ℃

Operation time 35 min

Table 4. BET Adsorption Isothermal Plot (350 ℃)

Surface area
(sq m/g)

Average pore diameter
(Å)

P-25 55.488 108

TiO2 73.926 117

N-TiO2 77.895 124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광촉매 반응은 촉매 반응의 하나로 표면 반응

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표면적이 높을수록 더 우수한 촉매적 특

성을 보인다고 말 할 수 있다. 이는 TiO2 광촉매 반응에 아나타제상의 

영향뿐 아니라 분말 사이즈가 감소되어 표면적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광촉매 반응에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3.2. rpm의 변화에 따른 스핀 코팅

  Figure 6의 위의 그래프는 열플라즈마를 이용해 합성한 TiO2 나노

분말을 ITO 기판에 rpm (revolution per minute)의 변화에 따른 스핀 

코팅한 XRD 분석 결과이다. 분말의 졸-겔 상태는 같은 상태와 같은 

조건의 분말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상조성은 모두 같은 결과를 나타내

었다. Figure 6의 아래 사진은 동일 조건에서 스핀 코팅한 SEM 분석 

결과이다. 800 rpm과 1500 rpm으로 실험하였을 경우는 분말 입자가 

사용한 접착제와 응집되어 고르지 못한 분포를 나타내었으나, 1800 

rpm으로 실험을 하였을 경우에는 입자와 접착제의 응집이 이루어지

지 않았고, 분말 입자 분포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

었다. 코팅된 표면 입자 사이즈는 수 nm가 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3.3. PLD (Pulsed Laser Deposition)을 이용한 TiO2의 증착

  Figure 7은 ITO와 코닝글래스를 기판으로 사용하여 산소 주입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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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XRD patterns of N doped TiO2 at different amounts of N2 

flow rate. (a) 1 L/min. (b) 2 L/min. (c) 3 L/min. (d) 4 L/min. (e) 5 

L/min.

Figure 5. TEM image of TiO2-xNx.

변화에 따른 증착의 영향을 XRD 분석한 결과이다. 산소를 주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TiO2의 결정형이 이루어지지 않은 무정형을 나타내

었다. 코닝글래스를 기판으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도 산소를 주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TiO2 입자의 결정형이 이루어지지 않은 반면에 산소

를 주입하였을 경우에는 증착된 TiO2 입자의 아나타제상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ure 8은 ITO 기판과 코닝글래스 기판의 산

소 주입 유무에 따른 SEM 분석 결과이다. ITO 기판을 사용하고 산소

를 주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증착된 TiO2 입자 형태가 판형으로 여

러 겹이 겹쳐진 형태를 띠고 있다. 동일한 조건에 산소를 주입하였을 

경우 산소를 주입하지 않았을 때와 유사하게 판형의 형태를 띠지만 

좀 더 부드러운 판형과 구형의 입자형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코닝글

래스를 기판으로 사용하여 산소를 주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입자가 

구형을 띠지만 입자끼리 응집되어 있고, 입자 사이즈 역시 고르지 못

하게 분포되어 있음을 확인 하였다. 그러나 동일한 조건에 산소를 주

입하였을 경우 산소를 주입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하여 입자 형태가 

Figure 6. XRD patterns and SEM image of spin coating at different 

rpm (revolution per minute). (a) 800 rpm (b) 1500 rpm (c) 1800 rpm.

Figure 7. XRD patterns of TiO2 using PLD. (a) ITO substrate, (b) ITO 

substrate (O2: 0.2 mtorr), (c) Corning glass substrate, (d) Corning glass 

substrate (O2: 0.2 mtorr).

구형을 나타내며 입자 분포 역시 고르게 분포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코팅글래스의 경우 SiO2로 이루어져 기판이 박막 성분과 

같은 결정구조를 갖고 있을 경우 더 우수한 박막이 형성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10].

  3.4. 광촉매 분해 실험

  3.4.1. 합성한 TiO2 나노 분말을 이용한 아세트알데히드 분해

  Figure 9는 가시영역에서 시간에 따른 아세트알데히드의 분해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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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SEM image of TiO2 using PLD. (a) ITO substrate, (b) ITO 

substrate (O2: 0.2 mtorr), (c) Corning glass substrate, (d) Corning glass 

substrate (O2: 0.2 mtorr).

Figure 9. Decomposition of acetaldehyde as a function of the irradi-

ation time under the visible light (under 420 nm). (a) TiO2-xNx pow-

ders, (b) TiO2 powders.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가시영역파장의 빛에 노출된 시간이 증가할 

수록 아세트알데히드 분해율이 증가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실험

에서 직접 합성한 순수 TiO2나노 분말의 분해율이 3 h이 경과 후 20%

인 것에 비해 질소가 도핑된 TiO2나노 분말의 경우는 40% 이상의 분

해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질소가 도핑된 TiO2나노 분말이 비금속 물

질인 질소가 도핑됨으로써 전자-정공의 효과를 보여 순수한 TiO2나노 

분말에 비해 가시 영역에서 더 우수한 촉매적 활성을 보여준 것이다. 

  Figure 10은 질소의 유량에 따라 자외/가시영역과 가시영역에서의 

아세트알데히드 분해 실험 결과를 나타내었다. 빛에 노출되어 분해되

는 시간을 3 h 수행한 결과 질소의 유량이 변함에 따라 자외/가시영역

에서는 90% 이상의 높은 분해율을 보였고, 가시영역에서는 질소의 유

Figure 10. Decomposition of acetaldehyde as a function of N2 flow 

rate. (a) UV/Visible light, (b) Visible light (under 420 nm).

Figure 11. SEM image of a disk mold decomposition using TiO2-xNx. 

(a) Before the photocatalytic reaction, (b) After the photocatalytic 

reaction.

량이 1 L/min이었을 때 40% 이상의 분해율로 질소를 주입하지 않았

을 때보다 2배 이상의 높은 분해율을 보였다. 그러나 질소의 유량을 

2 L/min, 3 L/min으로 증가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질소 유량이 1 L/ 

min일 때와 같은 양의 분해율이 나타났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TiO2에 질소가 도핑되면서 산소 대신에 질소가 Ti와 결합하여 분말의 

입자를 형성하게 된다. 이에 입자 안에 결합 가능한 질소의 양이 한정

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3.4.2. 질소가 도핑된 TiO2 분말을 이용한 곰팡이 분해

  Figure 11은 열플라즈마를 이용해 합성한 질소가 도핑된 TiO2분말

을 이용해 곰팡이를 분해한 SEM 분석 결과이다. TiO2의 항균성을 파

악하고자 일정한 조건하에 배양한 곰팡이를 자외/가시영역에서 30 

min간 반응하였다. 곰팡이 특성상 오랜 시간(1.5 h) 빛에 노출되면 자

체 분해와 특성이 파괴되기 때문에 반응 시간을 조절하였다. 반응하

기 전에는 환형 곰팡이로 구형 모양을 띤 반면에 반응한 후의 곰팡이

는 전체 사이즈가 감소되었고, 곰팡이 입자마다 분열이 이루어지고 

파괴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3.4.3. 분말 상태의 TiO2와 코팅 상태의 TiO2의 광촉매 분해 특성 

비교

  Figure 12는 열플라즈마를 이용해 합성한 순수 TiO2분말을 이용해 

메틸렌블루를 분해한 이미지이다. 10 ppm 농도의 메틸렌블루를 Ti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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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Image of methylene blue (C16H18N3SCl3H2O) decomposition 

using TiO2 powders. (a) Before the reaction, (b) After the reaction.

Figure 13. Image of methylene blue (C16H18N3SCl3H2O) decomposition 

using TiO2 film prepared by the spin coating. (a) Before the reaction, 

(b) After the reaction of P-25 (Commercial TiO2), (c) After the re-

action of TiO2 (Synthesized TiO2).

분말을 이용하여 30 min간 광분해 한 결과 30 min 후에 완벽하게 분

해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Figure 13은 합성한 분말을 이용해 스핀 

코팅한 것을 이용하여 메틸렌블루를 분해한 이미지이다. 상용화되고 

있는 P-25 분말과 합성한 순수 TiO2분말을 스핀 코팅했을 때와 비교

해보면 합성한 순수 TiO2가 더 많이 분해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분

해된 색이 확연히 나타나지 않음은 분말과 코팅의 비교를 위해 코팅

의 두께는 100 nm에 불과하지만 메틸렌블루를 과량 사용하였기 때문

으로 사료된다. Figure 14는 PLD를 이용해 증착한 TiO2의 메틸렌블루

를 분해한 이미지이다. ITO 기판을 이용해서 TiO2를 증착하였을 경우 

XRD와 SEM의 결과를 보았듯이 입자의 결정성에 두드러진 특징을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메틸렌블루 광촉매 분해 실험은 코닝글래스를 

기판으로 사용하여 실험하였다. 한편 스핀코팅 실험과는 다르게 메틸

렌블루의 양을 0.5 mL로 소량 사용하였으며, 그 결과 코닝글래스를 

기판으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0.5 mL의 메틸렌블루가 완전히 분해

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증착된 TiO2의 색을 비교해 보면 산소를 주

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타켓과 같은 검회색의 빛을 띠었지만, 산소

를 주입하였을 경우에는 투명에 가까운 색을 보이는 것이 확인되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열플라즈마를 이용하여 비금속 이온인 질소가 도핑

된 TiO2 나노 분말을 합성하였다. 평균 30 nm의 나노 분말을 성공적

으로 합성하였으며 질소가 도핑된 TiO2가 질소가 도핑되지 않은 순수

한 TiO2보다 더 높은 표면적을 갖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질소의 유량

이 1 L/min 이상에서는 모두 동일한 특성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질소

Figure 14. Image of methylene blue (C16H18N3SCl3H2O) decomposition 

with TiO2 films prepared using the corning glass substrate by PLD. (a) 

Before the reaction, (b) After the reaction, (c) Before the reaction (O2: 

0.2 mtorr), (d) After the reaction (O2: 0.2 mtorr).

의 유량을 1 L/min로 합성한 분말의 최적화 조건에서 광촉매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말의 특성과 코팅된 필름의 특성을 비교하고자 합성한 분말을 이

용하여 스핀 코팅과 PLD를 이용하여 TiO2를 코팅하였다. PLD를 이

용하여 TiO2를 증착한 결과 기판으로 코닝글래스를 사용하고 산소를 

주입하였을 때가 입자의 표면 특성이 우수하며 작은 사이즈로 고르게 

분포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분말의 광촉매 활성으로 아세트알데히드의 분해 실험을 통해 질소

가 도핑된 TiO2의 경우가 순수한 TiO2에 비해 가시영역에서 광촉매적 

활성이 뛰어난 것을 알 수 있었다. 자외/가시영역에서는 순수한 TiO2

와 질소가 도핑된 TiO2의 아세트알데히드 분해율이 90% 이상을 보였

으며, 가시영역에서의 광촉매 분해 실험 결과 질소가 도핑된 TiO2의 

경우가 순수한 TiO2보다 분해율이 2배 이상 증가되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또한 질소가 도핑된 TiO2분말의 항균 특성을 확인하고자 곰팡이를 

분해하는 실험 결과 곰팡이의 전체 사이즈가 줄어들고 입자들이 분해

된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합성한 분말과 코팅한 TiO2의 광촉매 특성을 비교하고자 메틸렌블

루를 분해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분말과 스핀 코팅을 비교한 결과 

분말의 경우 100% TiO2가 분해에 사용되지만 스핀 코팅의 경우 바인

더의 함량으로 인해 20∼30%의 TiO2만이 분해에 사용된다. 뿐만 아

니라 PLD증착의 경우 증착되는 면적이 작기 때문에 이 역시 분해에 

사용되는 TiO2는 기판 사이즈인 20 × 30 mm
2
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

문에 과량의 메틸렌블루를 한번에 분해하기 위해서는 분말의 경우가 

더 우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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