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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비 TiO2 계 광촉매 중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ATiO3 (A = Ca, Sr, Ba) perovskite를 sol-gel 법을 이용해 합성하였고, 
골격치환이 용이한 점을 이용해 A site에 Ni을 첨가한 입자를 합성하였다. 합성한 ATiO3와 Ni-ATiO3 입자의 불리화학적 특

성은 X-선 회절분석(XRD), 자외선-가시선 분광광도계(UV-visible spectroscopy), 주사전자현미경 (SEM), 에너지분산형 분

광분석법(EDS), 질소 등온 흡․탈착실험, X선 광전자분광법(XPS)을 이용해 확인하였다. 수소제조는 메탄올을 광분해하여 

얻었으며, ATiO3 보다 Ni-ATiO3 촉매에서 높은 수소발생량을 나타내었다. 특히 Ni-SrTiO3 촉매를 사용하였을 때 24시간 반

응 후 273.84 mmol g-1 의 수소가 발생하였다. 또한 Ni-SrTiO3 촉매는 물(0.1 M KOH)을 분해하였을 때에도 높은 수소 제조 

성능을 나타냈으며, 24시간 반응 후 961.51 mmol g-1의 수소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 Ni-ATiO3, 광촉매, 페로브스카이트, 수소제조, 광분해

Abstract : In this study, ATiO3 (A = Ca, Sr, Ba) perovskite, which is the widely known for non TiO2 photocatalysts, were 
synthesized using sol-gel method. And Ni was added at the A site of ATiO3 by using that it is easy to incorporate. The 
physicochemical characteristics of the obtained ATiO3 and Ni-ATiO3 particles were confirmed using the X-ray diffraction (XRD) 
UV-visible spectroscopy,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scopy (EDS), the N2 adsorption- 
desorption isotherm measurement, and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XPS). The H2 was produced using the photolysis of 
MeOH. Using the Ni-ATiO3 photocatalysts, H2 production was higher than using the ATiO3 photocatalysts. Especially, 273.84 
mmol g-1 H2 was produced after 24 h reaction over the Ni-SrTiO3. Also in the water (0.1 M KOH) with the Ni-SrTiO3, H2 pro-
duction was 961.51 mmol g-1 after 24 h reaction. 

Keywords : N-ATiO3, Photocatalyst, Perovskite, Hydrogen production, Photo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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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산업화 이후 지난 수십 년 동안 화석 연료의 무분별한 채굴

과 사용으로 인해 화석 에너지원의 고갈뿐만 아니라 이산화

탄소 발생량의 증가로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 되는 등 문제의 

심각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화석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 가

운데 수소 에너지는 자원고갈 및 환경오염 등의 에너지 문제

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최종적인 청정 에너지원 중 하나이다 

[1,2].
이 수소 에너지 시대를 선점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수소는 원유를 정제하면서 발생되

고 있으며, 다른 방법으로는 개질 반응(reforming)이 사용되

고 있다[3,4]. 하지만 두 방법은 화석 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화석 에너지원의 고갈과 이산화탄소가 배출 문제로부터 자유

로울 수 없다. 따라서 양이 거의 무한정에 가까운 물을 분해함

으로써 얻어지는 수소가 가장 친환경적인 수소 에너지원이라

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물 (수전해)로부터 얻어지는 수소는 전기분해

로 가장 쉽게 제조가 가능하다[5]. 하지만 수전해 시 사용되

는 전해질 및 전극과 같은 장치비용이 고가라는 문제점을 가

지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친 환경적인 

태양광을 광촉매에 조사하여 물이나 저급 알코올 류를 분해

함으로써 수소를 제조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6,7]. 
광촉매를 이용하여 수소를 제조하는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빛 에너지에 대한 반응성이라고 할 수 있다. 빛 

에너지가 광촉매에 조사되면 가전자대(valance band, VB) 전
자가 전도대(conduction band, CB)로 여기(excitation) 된다. 이
때 생성된 CB의 전자(electron)는 물을 환원시켜 수소를 생성

하고 가전자대에 발생한 정공(hole)은 물을 산화시켜 산소를 

생성한다. 이때 필요한 에너지는 약 1.23 eV이다. 광촉매의 밴

드갭(band gap)은 물을 분해하기 위한 1.23 eV 이상의 값과 

환원 전위와 산화 전위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 현재까지 이를 

만족 시키기 위한 다양한 광촉매들이 개발되었으며, 그 중에

서 가장 대표적인 물질은 3.2 eV의 밴드갭을 가지는 TiO2 이

다. 그리고 TiO2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촉매 표면에 다른 

금속을 도핑(doping)하거나 골격의 일부분을 다른 금속으로 

치환한 입자들이 개발 되었다[8-10]. 
최근 화학식이 ABO3를 가지는 페로브스카이트(peroveskite) 

구조의 물질이 또 다른 광촉매로 관심을 받고 있다. 그 이유

는 perovskite 구조는 A와 B 구성 성분을 바꿀 수 있으며, 또한 

좀더 쉽게 금속 이온을 화학양론적으로 골격 치환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perovskite 
중 A site가 알칼리토금속, B site가 Ti로 구성된 CaTiO3 [11], 
SrTiO3 [12], BaTiO3 [13]가 가장 널리 알려진 광촉매이다. 이
들 촉매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Pt/CaTi1-xFexO3 [11], Er3+- 
CaTiO3 [14], Zn-SrTiO3 [15], Zn-BaTiO3 [15], SrTiO3-RGO 
[16], Cu/SrTiO3 [17], Ru-SrTiO3 [18], Mo-SrTiO3 [19], SrTiO3: 

Rh/Ta/F [20], Cr/N/SrTiO3 [21] 등의 촉매들이 개발되었다. 
하지만 개발된 촉매들을 이용한 수소제조량은 매우 미소하여 

촉매의 개선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CaTiO3, SrTiO3, BaTiO3에 사용되는 알칼리토

금속 산화물인 CaO, SrO, BaO의 밴드갭은 각각 7.1, 5.7, 4.8 
eV이다[22-24]. 이 상당히 높은 밴드갭은 광촉매 활성을 어렵

게 하는 주된 원인이 된다. 또한 빛 에너지로부터 발생된 전

자와 정공은 쉽게 재결합하여 활성 저하를 일으킨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도입된 금속은 Ni이다. 
NiO는 밴드갭이 3.0 eV로 알칼리토금속 산화물에 비해 상당

히 작은 밴드갭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가시광선 영역의 에

너지도 흡수할 수 있다. 또한 환원전위 값이 -0.24 eV 이기 때

문에 ATiO3 (A = Ca, Sr, Ba)의 가전자대에서 들뜬 전자를 쉽

게 받아 전자와 정공 사이의 재결합을 줄여 촉매 활성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TiO3 
(A = Ca, Sr, Ba) perovskite 구조에서 A site의 일부분을 Ni로 

치환함으로써, 촉매 활성 개선에 가장 큰 두 요소인 밴드갭과 

전자와 정공 사이의 재결합 성능을 동시에 개선하고자 하였다. 
본 실험에서 사용된 촉매는 졸-겔(sol-gel)법에 의해 합성되

었다. 합성된 촉매의 물리적 특성은 X-ray 회절분석(X-ray 
diffraction, XRD), 자외선-가시선 분광광도계(UV-Visible spec-
troscopy), 주사전자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등온흡착실험, X선 광전자분광법(X-ray photoelectron spec-
troscopy, XPS)을 통해 분석하였다. 광촉매의 활성은 저급 알

코올의 분해를 통해 얻어진 기체 생성물은 기체크로마토그래

피를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2. 실험방법

2.1. 촉매합성

본 연구에서 사용된 촉매들은 졸-겔(sol-gel)법에 의해 합성 

되었으며, 합성 과정은 Figure 1에 나타내었다. TTIP (titanium 
tetra iso-propoxide, Junsei, Japan), CaCl2 (calcium chloride, 
Junsei, Japan), SrCl2 (strontium chloride, Junsei, Japan), BaCl2 
(barium chloride, Junsei, Japan), NiCl2 (nickel chloride, Junsei, 
Japan)가 전구체로 사용되었다. 에탄올 400 mL에 TTIP 0.13 
mol을 첨가한 후 1시간 동안 교반하였다. 또 다른 비이커를 

이용하여 400 mL 증류수에 알칼리토금속 전구체인 CaCl2, 
SrCl2, BaCl2 0.13 mol을 각각 첨가하고 1시간 동안 교반하였

다. 그리고 알칼리토금속 전구체가 첨가된 용액에 NiCl2 
0.013 mol을 첨가한 뒤 다시 1시간 교반하였다. 균일한 두 용

액을 혼합하고 pH가 14.0가 될 때까지 1 M KOH를 첨가한 

뒤 24시간 동안 교반하였다. 균일하게 섞인 콜로이드 혼합물

은 용매를 제거하고 얻어진 침전물을 850 ℃까지 승온시킨 

후 5시간 반응시켜 최종 나노 입자를 얻었다. 

2.2. 분석 방법

합성된 나노입자 결정은 X선 회절분석기(X-ray diffraction, 
XRD, D/MAX-2500, Rigaku)를 통해 분석하였으며, 광화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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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Preparations of perovskite catalysts.

Figure 2. Batch type liquid photo system.

특성은 자외선-가시광선 분광 분석법(UV-vis spectroscopy, 
Varian Cary 500)으로 측정하였다. 입자의 크기와 형상은 주사

전자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S-4100, Hitachi)
으로 관찰하였고, 입자의 성분 분석은 에너지 분산형 분광분석

법(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scopy, EDS, EX-250, Horiba)
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그리고 입자의 비 표면적은 등온흡

착실험(Brunauer Emmet Teller, BET, BEL sorp II, BEL)으로 

측정하였다. 또한 입자 구성성분의 결합에너지는 X선 광전자

분광법(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XPS, K-Alpha, Ther-
moscientific)을 이용해 확인하였다. 

2.3. 광전기 화학적 수소제조

합성된 촉매를 이용한 수소제조성능은 Figure 2와 같이 제

작된 액상 광 반응기를 통해 평가 하였다. 광촉매 분해반응을 

위한 반응물인 메탄올 1.0 L를 1.5 L Pyrex 반응기에 넣고, 
합성된 촉매 5.0 g을 첨가하였다. 광원으로는 254 nm 파장 

UV-lamp (6 W cm-2) 3개를 사용하였다. 메탄올과 촉매 혼합

물을 교반하면서 광을 조사하였으며 24시간 동안 반응을 진

행하였다. 광을 조사한 후 3시간 단위로 발생한 기체를 마이

크로 실린지로 분취해 열전도도 검출기(thermal conductive 
detector, TCD)가 장착된 기체크로마토그래피(gas chromato-
graphy, GC, DS 6200, Donam Instruments Inc.)에 주입하여 분

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합성 촉매의 물리적 특성

졸-겔법으로 합성된 입자들은 XRD 패턴을 통해 결정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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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TiO3

(b) Ni-ATiO3

Figure 3. XRD patterns of perovskite catalysts.

인하였고, 그 결과를 Figure 3에 나타내었다. ATiO3 (A = Ca, 
Sr, Ba) 입자들은 전형적인 perovskite 형태의 골격구조를 나

타내었으며, Ca > Sr > Ba 순으로 2θ 값이 저각 쪽으로 이동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아래의 bragg’s law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25].

2 sind nθ λ= (1)

여기서 d는 결정의 격자 간격, θ는 입사각, n은 상수, λ는 X선

의 파장을 나타낸다. 이 Equation (1)은 다시 아래와 같이 변형

될 수 있다.

2 sin
nd λ

θ
= (2)

분자인 n과 λ의 값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nλ는 상수이다. 
따라서 θ 값이 작아질수록 분모의 값이 작아지고, 결국 결정 

격자 간격인 d 값이 증가한다. A site에 첨가된 금속은 Ca < 
Sr < Ba 순으로 이온반경이 크기 때문에 결정의 격자 간격이 

증가된 것이다. 
Ni이 함유된 perovskite 입자의 경우에도 주로 perovskite 형

태를 나타내지만 A site에 완전히 들어가지 못한 Ni성분이 표

면에 NiO 형태로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현상

은 A site 금속 이온반경이 작아질수록 두드러지는데 Ni 금속

의 이온반경보다 큰 site일 경우에는 쉽게 첨가가 되지만 작은 

site일 경우에는 골격에 첨가되지 못하고 표면에 노출되어 있

는 것으로 판단된다. 
입자들의 자외선-가시광선 영역에서 흡광도와 밴드갭을 

확인하기 위해 자외선-가시광선 분광 분석법을 측정하였고, 
그 결과를 Figure 4에 나타내었다. 입자들의 광학적 밴드갭은 

측정된 흡광 데이터로부터 아래의 Equation (3)인 빛의 에너

지와 진동수의 관계식을 이용하여 계산 되었다[26]. 

hcE hν
λ

Δ = = (3)

여기에서 ΔE는 양자 구속효과(quantum confinement effect)에 

의한 에너지 변화를 나타내고, 반도체 입자의 밴드갭을 의미

한다. h는 플랑크 상수(6.626 × 10-34 J s)이고, c는 빛의 속도

(2.997 × 108 m s-1), λ는 빛의 파장이다. 플랑크 상수와 빛의 속

도를 계산하여 Equation (4)로 나타내었다. 

1240E
λ

Δ = (4)

따라서, 입자가 흡수한 파장이 클수록 작은 밴드갭을 가지

게 된다. 
Figure 4에서 Ni이 첨가되지 않은 입자들은 400 nm 이하의 

파장에서 흡광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BaTiO3가 

Figure 4. UV/visible spectra of perovskite cataly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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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FESEM images of perovskite catalysts.

Table 1. Atomic compositions and surface areas of perovskite catalysts

Catalysts
Composition on surface (Atomic%) Average pore

size (Å)
Average pore

volume (mL g-1)
Surface area

(m2 g-1)Ni Me Ti O
CaTiO3 - 16.32 23.12 60.56 108.99 0.0359 10.35
SrTiO3 - 19.90 19.29 60.81 191.99 0.1828 37.45
BaTiO3 - 16.36 18.65 64.99 113.13 0.0619 20.23

Ni-CaTiO3 2.97 16.52 21.94 58.57 131.13 0.0931 26.62
Ni-SrTiO3 3.11 16.53 26.10 54.26 102.18 0.0488 17.16
Ni-BaTiO3 11.95 15.78 22.91 49.36 178.73 0.0272 5.14

가장 단파장에서 흡광하였고, 다음으로 SrTiO3, CaTiO3 순으

로 장파장에서 흡광하였다. 이 측정 결과로부터 입자의 밴드

갭은 BaTiO3 > SrTiO3 > CaTiO3 순서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

하였다. 또한 입자에 Ni이 첨가됨으로써 흡수파장이 장파장

으로 이동하였으며, 가시광선 영역에서도 전반적으로 흡광을 

하고 있는 것이 관찰되었다. 따라서 Ni이 perovskite 입자에 

첨가됨으로써 밴드갭이 작아지고 광감응이 높아진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입자들의 형상과 크기를 SEM을 통해 확인하였고, 그 이미

지를 Figure 5에 나타내었다. 입자들은 일반적으로 구형형태

를 지니고 있으며 BaTiO3 입자는 막대 형태의 입자도 관찰 

되었다. CaTiO3 입자는 입자들 사이의 뭉침 현상 및 결정 성

장이 빨라 100 ~ 150 nm 크기를 나타내고 있으며, SrTiO3와 

BaTiO3는 각각 20 ~ 40 nm, 50 ~ 80 nm의 크기를 가지고 있었

다. Ni이 첨가된 입자의 경우, 입자가 구형의 형상을 가지는 

것은 비슷하지만, 입자의 크기 변화가 다르게 일어난 것을 확

인하였다. Ni-CaTiO3는 입자의 크기가 감소하였고, Ni-SrTiO3

의 입자 크기는 증가했으며, Ni-BaTiO3는 큰 변화가 없었다. 
이 결과는 Ni이 perovskite 결정 구조에서 알칼리토금속 site
에 위치함으로써 주변 산화물과의 상호작용으로 perovskite 
결정 성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Table 1은 합성된 perovskite 입자들의 성분 분석과 비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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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XPS peaks of perovskite catalysts.

적을 측정한 결과이다. ATiO3 (A = Ca, Sr, Ba) 입자들의 알칼

리토금속과 Ti의 성분은 약 1 : 1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고, Ni이 첨가됨으로써 Ti의 비율이 다소 증가하였다. 또
한, 입자의 비표면적은 SEM 이미지에서 확인한 결과와 유사

하게 입자크기가 가장 큰 CaTiO3가 가장 작은 비표면적인 

10.35 m2 g-1을 나타내었고, 이어서 BaTiO3가 20.23 m2 g-1, 그
리고 가장 작은 입자크기를 가진 SrTiO3가 37.45 m2 g-1으로 

가장 넓은 비표면적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Ni이 첨가됨으로

써 CaTiO3 입자의 크기가 감소하여 비표면적은 증가하였고, 
SrTiO3와 BaTiO3의 비표면적은 감소하였다. 이 결과는 Figure 
5에 나타낸 SEM 이미지 결과와 상응한다.

Ni이 첨가된 ATiO3 (A = Ca, Sr, Ba) perovskite 입자의 결합

환경에 따른 성분의 결합 에너지와 산화상태를 확인하기 위

해 XPS를 측정하였고,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광촉매인 

TiO2와 비교한 결과를 Figure 6에 나타내었다. perovskite 에 

첨가된 Ni의 2p3/2와 2p1/2의 결합 에너지가 855.2와 872.5 eV
로 측정되었다. 이 결과는 Ni2p3/2이 853.5 ~ 854.3 eV를 나타

내는 NiO와 Ni2p3/2이 855.8 ~ 857.3 eV를 나타내는 Ni2O3의 

중간 정도 값에 해당한다. 따라서 perovskite 에 첨가된 Ni의 

산화상태는 Ni2.5+ 상태로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산화

상태는 Ni2+ 보다 상당히 불안전하기 때문에 전자를 더 쉽게 

받을 수 있다. 결국 광촉매 반응 시 들뜬 전자를 더욱 잘 받아 

전자와 정공 사이의 재결합을 억제시켜 활성을 개선할 수 있

는 요소가 된다.
또한, perovskite 입자의 Ti2p3/2와 2p1/2의 결합 에너지가 

TiO2의 결합에너지보다 작은 쪽으로 이동하였다. 이것은 Ti
이 산화상태가 Ti4+ 뿐만 아니라 Ti3+도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따라서 입자 내 결함(vacancy)이 형성되어 있으며, 빛 

에너지에 의해 들뜬 전자와 정공이 이 결함을 따라서 쉽게 

이동할 있게 된다. 이 역시 광촉매의 활성을 높여주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본 연구에서 합성된 광촉매들이 개선된 활성을 

나타낼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3.2. 광촉매 수소제조 성능 평가 

Figure 7은 합성된 촉매를 이용하여 메탄올의 광화학적 분

해를 통해 제조한 수소 발생 누적량을 보여주고 있다. CaTiO3

와 BaTiO3를 사용했을 때는 반응 개시 후 12시간부터 수소가 

검출되기 시작하였고, SrTiO3를 사용했을 때는 9시간부터 수

소가 검출 되었다. 처음 검출된 수소의 양은 30.55 mmol g-1

에서 47.34 mmol g-1이었으며 24시간 후에는 CaTiO3는 60.32 
mmol g-1, BaTiO3는 49.39 mmol g-1, 그리고 SrTiO3는 가장 

Figure 7. H2 evolution for methanol photodecom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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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The expected reaction pathway on Ni-SrTiO3 photocatalyst for the H2 production from methanol photodecomposition.

많은 189.21 mmol g-1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다른 두 촉매와 비교해 볼 때 SrTiO3가 

작은 밴드갭과 입자 크기, 그리고 넓은 비표면적을 가지고 있

기 때문이다. 
Ni-ATiO3 (A = Ca, Sr, Ba) 촉매들은 ATiO3에 비해 최초 

수소검출 시간이 3시간 정도 앞당겨 졌다. 또한 24시간 뒤 

검출된 수소량은 ATiO3 촉매를 사용했을 때에 비해 약 1.5배 

증가하였으며, 수소 발생량은 Ni-CaTiO3가 83.84 mmol g-1, 
Ni-BaTiO3가 73.53 mmol g-1, 그리고 Ni-SrTiO3는 최대 273.84 
mmol g-1까지 발생하였다. 이것은 첨가된 Ni이 빛 에너지에 

의해 들뜬 전자를 효율적으로 받아 전자와 정공 사이의 재결

합을 억제하고, 전자를 수소 환원에 이용함으로써 촉매의 성

능이 개선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촉매 중 가장 우수한 활성을 나타낸 

Ni-SrTiO3에 대해 추가적으로 물분해를 수소제조 실험을 실

시하였다. 순수한 물은 분해가 어렵기 때문에 0.1 M KOH 수
용액 상에서 반응하였고, 나머지 조건은 동일하게 유지하였

다. 그 결과 3시간부터 수소가 검출되었으며, 발생량도 지속

적으로 증가해 24시간 이후에 961.51 mmol g-1 의 수소가 생

성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촉매의 반응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반응 후 사용된 촉

매 회수하여 XRD 결정 분석을 하였다. Figure 8에 나타난 것과 

같이 반응후의 Ni-ATiO3 (A = Ca, Sr, Ba)는 반응전과 결정성

의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촉매

들은 광화학적 반응에 안정성을 가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Figure 9에는 위에서 언급한 분석 및 반응 결과를 토대로 

메탄올 광분해 반응 메커니즘을 나타내었다. SrTiO3 perovskite 
구조에서 Sr site 일부분에 환원력이 높은 Ni2.5+가 존재함으로

써 전도대로 들뜬 전자가 Ni 이온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 결

과 빛 에너지에 의해 생성된 전자와 정공 사이의 재결합을 감

소시켜 정공에서 더 많은 OH라디칼을 생성하게 된다. 그 결

과, 다량의 OH라디칼이 강력한 산화제로서 작용을 하며 메

탄올을 분해반응을 촉진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ure 8. XRD patterns of perovskite catalysts after reaction.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메탄올로부터 광화학적 분해를 통해 수소를 

제조하기 위한 perovskite 계 광촉매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A 
site가 Ni로 골격 치환된 Ni-ATiO3 (A = Ca, Sr, Ba) 촉매를 

졸-겔법에 의해 합성하였으며, XRD 분석 결과 전형적인 pe-
rovskite 형태의 골격구조가 형성된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합

성된 촉매들은 30 ~ 100 nm 크기의 구형 입자인 것을 SEM 이
미지를 통해 확인하였다. perovskite 골격에 Ni이 함유되었을 

경우, 자외선-가시광선 분광 분석법에서 흡광도가 장파장으

로 이동하였으며, 그 결과를 통해 밴드갭이 줄어든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XPS 결과 촉매에 존재하는 Ti는 결함이 

생기기 유리한 Ti3+가 존재하는 것으로 관찰되었고, Ni은 전

자를 쉽게 유도할 수 있는 Ni2.5+ 산화상태를 가지고 있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요소의 복합적인 시너지 효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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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Ni-SrTiO3 촉매를 사용해 메탄올 분해 시 24시간 이후 최

대 273.84 mmol g-1의 수소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0.1 M KOH의 물 분해 반응에서도 수소가 발생하였고, 
24시간 반응 후 961.51 mmol g-1의 수소가 발생하였다. 본 연

구를 통해 perovskite에 Ni을 첨가함으로써 위에서 언급한 촉

매에서 다양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였고, 따라서 메탄올 광

분해 성능이 증가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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