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도체 및 광촉매의 기본 원리

Ⅰ. 반도체의 기본원리

1. Energy band

결정 내에서는 많은 원자들이 아주 가까이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므로 결정에 속한 전자들이

가질 수 있는 에너지 값들은 아주 촘촘하여 거의 연속적이라 할 수 있을 정도인데 이렇게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값들의 연속적인 띠처럼 보이는 것을 결정의 띠(band)구조 또는 energy band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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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띠 구조의 모양>

2. 도체, 절연체 및 반도체 비교

그림 2에 나타낸바와 같이 도체는 가전자대(CB)에 전자가 일부 채워져 있거나 가전자대와 전도대

(VB)에 겹쳐져 있어 전자이동이 원할 하여 전류가 잘 흐르나 절연체는 band gap이 너무 커서 가전자대

에서 전도대로의 전자전이가 어려워 전류가 흐르기 어렵다. 반면에 반도체는 절연체에 비해 band gap이

작아서 band gap energy 이상의 에너지에 의해 전자전이가 일어나 전류가 흐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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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0K 의 고체에서 존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자 밴드 구조들>



3. Luminescence

빛을 방출하는 일반적인 성질을 발광이라 하며 carrier가 광자 흡수(hν)에 의하여 여기되면 여기된

carrier 의 재결합으로 인하여 생기는 복사를 photoluminescence라 한다.

그림 3에 photoluminescence의 기본 원리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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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전자에 대한 포획준위를 갖는 photoluminescence에서의 여기와 재결합>

(a) hν1>Eg이 입사광자가 흡수되어 EHP 생성

(b) 여기된 전자는 산란에 의하여 에너지를 격자에 주고 끝내는 전도대역의 하단에 접근한다.

(c) 이 전자는 불순물준위 Et에 의해 포획되고

(d) 그것이 열적으로 전도대역으로 재 여기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포획상태로 머물러 있다.

(e) 마지막으로 대략 Eg와 같은 광자(hν2)를 방출하면서, 전자는 가전자대에 있는 빈 상태(정공)로 떨어

져 감에 따라 직접 재결합이 발생한다.

여기와 재결합 사이의 지연시간은 전자의 포획으로부터 열적 재여기(d)의 확률이 작으면 비교적 길 수

있다. 전자가 재결합하기 전에 여러 차례 다시 포획된다면 더욱 긴 지연시간까지도 생길 수 있다.

Ⅱ. 광촉매의 기본원리

1. 광촉매 반응의 원리

각종 산업분야에서 사용되는 유기 용제의 배출은 산업발전과 동시에 대기, 수질, 토양, 해양 등에 많

은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는데, 특히 휘발성 유기물질(Volatile Organic Compound)로 분류되는 유기화

합물들이 다양한 형태로 대기 중에 존재하면서 심각한 환경문제를 유발시키고 있다.

이러한 환경문제가 인류최대의 중점과제로 떠오르면서, 198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는 미국과 일본을 비

롯한 선진국을 중심으로 반도체 금속산화물을 광촉매로 이용하여 이들 유기물질을 환경 친화적으로 처



리 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 중에는 산화티타늄(TiO2)를 이용한 광

촉매 분야가 최근 주목을 받고 있으며, 그 성능 또한 기존의 활성탄 흡착(Activated-Carbon

Adsorption), 화학처리, Air Stripping, 오존분해(ozonization) 및 소각 등의 환경처리 방법과 비교하여 환

경 친화적이며 경제성 등 뛰어난 장점을 지니고 있어 현재 많은 연구가 진행 중이다.

광촉매 반응(photocatalytic reaction)이란 자외선이 조사된 광촉매 표면에서 생성된 hydroxyl radical,

superoxide radical 등의 강한 산화력에 의해 광촉매 표면에 흡착된 물질을 분해하는 반응을 말한다.

광촉매 반응은 크게 산화물 반도체를 이용하는 불균일계 광촉매 반응과 유기금속화합물을 이용하는 균

일계 광촉매 반응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불균일계 광촉매 반응에서는 반응물이 촉매에 흡착되고 이들이

촉매표면에서 반응하며 생성물이 촉매로부터 탈착되는 단계를 거쳐 화학반응이 진행된다.

TiO2의 광촉매 산화반응 메카니즘을 그림 4에 나타내었다. Band-gap 에너지 이상의 빛에너지를 반

도체에 조사하면 광자는 가전자대(valence band)로부터 전도대(conduction band)로 전자를 여기시키고

가전자대에 정공(positive hole)이라고 하는 electronic vacancy를 남긴다. 이 때 생성된 가전자대의 정공

과 전도대의 전자는 TiO2 표면에 흡착된 물질들과 반응하게 된다.

광촉매 현상은 일반 촉매 현상과 같으나, 촉매로 사용되는 반도체 물질이 빛에 의해 여기(excitation)되

어 생성되는 정공-전자쌍의 전하가 분리되고, 그 표면에서 이들이 각각 산화-환원되는 것으로 산화-환

원반응 메커니즘(redox mechanism)이라 말할 수 있다.

<그림 4. 광촉매 반응의 기본원리>



1)  Rutile : 세가지 결정 형태중 가장 일반적인 형태

                 SnO2(주석석)과 동일형. 백색의 고체로 안료나 페인트의 원료

  밀도 : 4.27, 변공유,   band gap energy :3.02eV

 2) Anatase : 결정형태중 드물게 존재.

                    약 915° C의 고온에서 자동으로 rutiel 의 구조로 변환됨

  경도, 밀도, 색깔, 광택, 특성이 rutile과 거의 흡사

  밀도 : 3.90  , 모서리 공유,  band gap energy :3.23eV

                       활성이 가장 강해 광촉매로서 주로 사용됨

3)  Brookite : 약 750 ° C 의 고온에서 자동으로 rutile 구조로 변환됨.

  경도, 밀도, 색깔, 광택의 특성이 rutile 과 거의 흡사

  밀도 :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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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iO2 광촉매의  3가지 결정 형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