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양한 광촉매(TiO2) 제조 방법

Ⅰ. CVD(chemical vapor deposition) Method

화학증착법은 기체상태에서 반응을 일으켜 기판(substrate)위에 고체박막을 제조하는 방

법으로서 증착시키려고 하는 물질을 기화시킨 다음 기판위에서 다른 기체, 증기 또는 액체

와 반응시키면 기화되지 않은 고체생성물이 얻어지고, 이것이 기판에 증착되어 박막을 형성

하게 된다.

- 장점

1) 여러 가지 화학반응에 응용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박막을 얻을 수 있다.

2) 박막의 제조가 용이하고 기체선택성이 큰 박막을 제조할 수 있다.

3) 미량의 시료로 많은 부분을 증착시킬 수 있다.

- 단점

1) 증착속도와 박막두께의 조절이 어려우며, 박막형성과정에서 나타나는 스트레스나 박막

과 지지체 사이의 열팽창 계수 차이 등으로 인해 박막에 변형이 일어날 수 있다.

2) 또한 다공성 지지체의 기공내에 박막이 형성되는 경우 기공이 완전히 막히지 않고 작은

구멍(pin-hole)이 생길 수도 있다.

Ⅱ. Sputtering Method

Sputtering 증착기술은 주로 팔라듐 등의 금속박막을 제조하는데 활용되는 방법으로, 고에

너지의 이온이 금속타게트를 때리면 타게트에서 나온 원자가 기판에 증착되어 박막이 만들

어진다. 스퍼터링 방법에는 기판이 글로우 방전(glow discharge)의 영역 내 또는 근처에 위

치하여 증착이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스퍼터링과, 기판이 글로우 방전 영역 밖에 위치하여

이루어지는 ion beam sputtering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주로 혼합기체 분리(H2/CO2,

H2/N2, H2/He)에 이용됨

- 특징

1) 불순물이 매우 적은 초저박막(ultra thin film) 제조 가능하며 합금박막 제조가 용이하

다.(나노구조 갖는 박막 제조 가능)

2) 제조 공정 변수 조절 용이하며 지지체에 대한 박막이 점착성이 좋아 막의 기계적 강도

가 우수함

3) 박막에 pin-hole이 존재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러한 pin-hole이 없는 박막을 제조하는

것이 관건임.

Ⅲ. Spray Pyrolysis Method

액상법에 속함, 금속알콕사이드(TTIP) 용액을 nebulizer를 이용하여 분무한 다음

furnace(400～800℃) 내로 carrier gas를 공급하여 입자를 제조하는 방법. 제조된 티타니아

입자의 광활성이 매우 낮다고 보고된 바 있음.



Ⅳ. Sol-Gel Method

1. 개요

솔-젤법(Sol-gel method)은 금속 알콕사이드의 가수분해와 축중합 반응에 의하여 금속

산화물을 제조하는 방법. 이러한 솔-젤법은 금속 알콕사이드 용액의 가수분해와 생성된 젤

의 소성을 통해 금속 산화물을 제조 할수 있으며 기존의 제조 방법에 비해 meltimg 과정이

필요 없고 저온에서 세라믹을 제조 할 수 있음

- 특징

(1) precursor의 균일한(homogeneous)상태 유지

(2)고순도, 고균질의 제품을 얻을 수 있음

(3) 저온 공정

(4) film등의 여러 형태로 제조 가능

1) Sol (colloidal suspension)

일반적으로 1～100㎚ 정도의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Van der waals 인력이나 표면전

하의 작용의 주된 원인이 되어 침전 없이 균일하게 분산된 suspension 상태(액체상에 고체

입자가 콜로이드 형태로 분산된 상태)를 말함.

2) Hydrolysis

M-OR + H2O → M-OH + ROH

(metal hydroxide)

3) Condensation

alcoxolation ( alcohol condensation )

M-OR + M-OH → M-O-M + ROH

oxolation ( water condensation)

M-OH + M-OH → M-O-M + H2O

2. 수화물(M-OH)의 해교(Peptization)

- 가수분해에 의하여 생성된 수화물(hydroxide)은 희고 불투명한 액체로 된 다음 입자들이

서로 엉키어 침전을 하게 된다.

- 이러한 입자들을 용액 내에 골고루 분산시켜 투명한 졸을 제조하는 것을 peptization라고

하며 해교제로서 강산이 많이 사용되고 있음

- 졸의 해교에 첨가되는 산의 역할은 질산 등의 전해질 이온들이 입자표면에 강하게 흡착

됨으로서 입자들 상호간에 반발력을 발생시켜 입자들을 분산시킴



3. Sol-Gel 반응에 있어 가수 분해 및 중합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1) Metal Alkoxide[M(OR)z](precursor)에 대한 물의 양

hydrolysis ratio, h = [H2O]/[M(OR)z]

M : Metal, -OR : Alkoxy기, z : Alkoxy기의 수

일반적으로 h가 증가할수록 가수분해 속도가 증가하여 젤화 시간이 감소하나 계속 증가

하면 금속 precursor를 희석하는 효과에 의하여 가수분해 및 중합 속도가 느려져 젤화 시간

이 증가한다.

2) 금속의 성질과 M-O-M 결합의 극성

금속의 전기음성도와 이에 따른 부분적인 양전하(δM)가 가수분해속도에 영향을 미침.

보통 δM가 가장 작은 Si alkoxide [ ex) TEOS]의 반응성이 다른 전이 금속 alkoxide보다

가장 낮다.

3) Alkoxy기의 수 (z)

z가 클수록 반응속도는 감소한다.

4) pH
일반적으로 산성촉매 하에서는 가수분해 속도가, 염기성촉매 하에서는 중합속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응성이 매우 큰 전이 금속 alkoxide의 경우 [ ex) TTIP ]에는 침전

생성을 방지하고 고분자형의 젤을 형성하기 위하여 보통 산을 촉매로 사용하여 가수분해 및

중합 속도를 조절한다.

- 산의 첨가량이 적은 경우(그러나 콜로이드입자를 분산시키기에는 충분한 양)에는 입자들

간의 인력보다는 콜로이드 입자를 분산시켰던 상호 반발력의 영향이 더 커져서 비교적

낮은 점도값을 나타내나 산의 첨가량이 많아지면 입자들의 응집이 일어나 졸의 점도가

증가한다고 보고함.

- 산의 첨가량이 많아지면 입자의 stacking density가 증가하기 때문에 surface area는 감소

하게 된다고 보고함.

5) 용매 및 희석정도

용매는 젤화 속도뿐만 아니라 최종 생성된 무기산화물의 구조와 기공도에 영향을 미침.

6) 온도

반응온도가 높을수록 금속알콕시드 내의 -OR기의 방출속도가 빨라 가수분해에 의해 금

속 수화물[M-OH]을 형성하는 시간이 빠르나 전이금속 alkoxide는 반응성이 풍부하므로 보

통 상온(25℃)에서 반응을 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