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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전지, 광촉매, 가스센서 등 널리 응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TiO2(Titanium oxide)는 약 3.0eV의 밴드 갭을 가진 반도체 물질
로써 일반적으로 rutile, anatase, brookite의 세 가지 결정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TiO2의 태양전지, 광촉매의 응용을 위하여
TCO(transparent conducting oxide) 기판인 FTO, ITO 등에 TiO2
의 1차원 나노구조체를 합성하여 특성향상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rutile TiO2 nanorod의 경우 FTO기판과의 결정구조의
유사에 의한 수직성장에 대한 보고가 있으나 FTO의 SnO2와 TiO2
의 epitaxial 관계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최근 FTO
기판에 합성한 rutile TiO2 nanorod의 chemical etching을 통한
V-shape nanotube구조의 형성과 이에 따른 DSSC의 특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chemical etching에 의한 nanotube구조의
형성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TiO2 nanorod의 epitaxial 성장을 위하여 M-cut
sapphire 기판위에 epitaxial SnO2 (001) 박막을 PE-ALD를 이용
하여 증착한 후 SnO2와 TiO2의 낮은 격자 불일치도를 이용하여
TiO2 nanorod의 수직 성장을 유도하였으며, 이에따라 XRD와
pole-figure 분석을 통하여 M-cut sapphire 기판위에 증착한 SnO2
(001)

epitaxial

박막과

수직성장한

TiO2

nanorod의

out-of,

in-plane 관계를 확인하였으며, HRTEM을 통하여 결정학적 특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FTO 기판위에 수직성장한 TiO2 nanorod의 성장
거동과 HCl를 이용하여 chemical etching을 통한 V-shape의
nanotube구조를 형성을 통한 DSSC 특성을 확인하였으며 et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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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한 nanotube구조에 의한 DSSC의 특성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주요어 : Rutile TiO2, hydrothermal, chemical etching, DSSC
학

번 : 2010-22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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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태양전지, 광촉매, 가스센서 등 널리 응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TiO2(Titanium oxide)는 약 3.0eV의 밴드 갭을 가진 반도체 물질
로써 TiO2의 태양전지, 광촉매의 응용을 위하여 TCO(transparent
conducting oxide) 기판인 FTO, ITO 등에 TiO2의 1차원 나노구조
체를 합성하여 특성향상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rutile
TiO2 nanorod의 경우 FTO기판과의 결정구조의 유사에 의한 수직
성장에 대한 보고가 있으나 FTO의 SnO2와 TiO2의 epitaxial 관계
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최근 FTO기판에 합성한
rutile

TiO2

nanorod의

chemical

etching을

통한

V-shape

nanotube구조의 형성과 이에 따른 DSSC의 특성에 대한 연구가 진
행되고 있으나 chemical etching시 V-shape의 nanotube구조가 형
성되는지에 대해서는 HCl의 농도구배와 etching시의 식각속도가
nanorod의 우선성장방향의 역순에 의해서라고 보고되고 있으나
chemical etching시 etching 거동시 V-shape의 nanotube구조 형
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지 못하다.
본 연구에서는 TiO2 nanorod의 epitaxial 성장을 위하여 M-cut
sapphire 기판위에 epitaxial SnO2 (001) 박막을 PE-ALD를 이용
하여 증착한 후 SnO2와 TiO2의 낮은 격자 불일치도를 이용하여
TiO2 nanorod의 수직 성장을 유도하였으며, 이에따라 XRD와
pole-figure 분석을 통하여 M-cut sapphie 기판위에 증착한 SnO2
(001)

epitaxial

박막과

수직성장한

TiO2

nanorod의

out-of,

in-plane 관계를 확인하였으며, HRTEM을 통하여 결정학적 특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FTO 기판위에 수직성장한 TiO2 nanorod의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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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과 HCl를 이용하여 chemical etching을 통한 V-shape의
nanotube구조를 형성을 통한 DSSC 특성을 확인하였으며 etching
을 통한 nanotube구조에 의한 DSSC의 특성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나아가 TiO2 nanorod의 성장거동과 이에따른 nanorod의 내부구조
에 의한 chemical etching시의 V-shape의 nanotube구조의 형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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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헌연구
2.1. TiO2
2.1.1. TiO2의 특성 및 구조
TiO2는 non-toxic, abundant 그리고 photocorrosion에의 안정성
으로 인해 DSSC에 사용함에 있어서 좋은 물질로 알려져 있다.
TiO2는 wide band gap semiconductor 로서 band gap에너지가
3.2 eV로서 conduction band edge가 상용되는 photosensitizer인
dye의 LUMO(Lowest unoccupied molecular orbital) levels보다
낮기 때문에 dye에서 excited된 electron이 TiO2 conduction band
로의 transfer가 용이하다.
TiO2는 자연계에서 rutile, anatase, brookite의 세 가지의 주요 결
정상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TiO2 세 가지의 결정상에 대한 결정
학적 특성과 원자 배열을 Table.2.1과 Fig.2.1.에 나타내었다.[1]
Rutile은

tetragonal

구조를

가지며

P42/mnm의

공간군(space

group)을 가지고 있으며 anatase는 tetragonal 구조를 가지며
I41/amd의 공간군을 brookite는 orthorhombic구조를 가지면 Pbca
의

공간군을

가진다.

세

형태의

TiO2

결정구조를

형성하는

fundamental structure unit은 세 결정상 모두 [TiO6] octahedron
으로 구성되어지며 [TiO6]의 arrange와 linking의 차이로 인하여
세

가지

상이

나타나게

된다.

Rutile

TiO2의

경우

[TiO6]

octahedron이 c 축을 따라 [TiO6] octahedron의 2개의 edge를 공
유하는 linear한 chain을 형성하며 이러한 chain들이 corner의
oxygen atom을 공유하며 서로 연결하여 [TiO6] octahedron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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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ner-shared bonding을 형성하게 된다. anatase의 경우 oxygen
atom을 공유하지 않는 4개의 edge를 공유하며, 하나의 octahedron
에 2개의 edge가 right-angle configuration을 가지며 서로 공유하
여 edge-sheared bonding을 형성하여 anatase구조를 형성하게 되
며 brookite의 경우 rutile과 anatase에서의 edge-shared bonding
과 corner-shared bonding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2] 이에 따라
각 결정상에 따라 [TiO6] octahedron이 공유하는 edge의 개수가
rutile(2) < brookite(3) < anatase(4) 순으로 증가하며 이러한
edge

share에서

cation-cation간의

repulsion과

structure의

destabilisation에 의해 결정상의 안정성이 rutile > brookite >
anatase 순으로 알려져 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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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 Structural data of TiO2

Figure 2.1 Bulk structure of the TiO2 polymorphs.
(a)rutile(P42/mnm), (b)anatase(I42/amd) and (c)brookite(Pb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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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1차원 나노구조체
2.2.1. 1차원 나노구조체
Dye-sensitized solar cell(DSSC)의 경우 낮은 가격과 높은 에너
지 변환 효율로 인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DSSC
의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photoanode(electron transporting
layer),

dye(photosensitizer),

electrolyte(electron

transfer

mediator), counter electrode(catalyst of electron transfer))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 중 photoanode의 경우 기존에 사용
되어져왔던 nanosized particle의 경우 낮은 electron diffusion
coefficient와 electron trap site(defect, surface states, grain
boundaries

등)에

의한

trapping/detrapping과

electron-hole

recombination에 의해 에너지 변환 효율의 한계를 보인다.[4-6] 이러
한 nanosized-particle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1차원 나노구조
체(nanorod/ nanowire/ nanotube)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
고 있다.[7] 이러한 1차원 나노구조체는 nanoparticle과 비교하여
grain boundary간의 inter-crystalline contacts의 감소와 electron
transport의

direct

pathway를

형성함에

따라

electron-hole

recombination의 감소와 electron diffusion length의 증가로 인해
더 많은 electron이 살아남아 photocurrent의 증가와 에너지 변환
효율의 증가를 가져온다는 문헌 보고가 Kang et al.[8] 등에 의해
보고되어져 있다. 뿐만 아니라, 동일한 두께의 photoanode에서의
dye의 흡착량이 1차원 나노구조일 경우 nanoparticle(p-25)에 비해
약 4배에 가까운 많은 dye의 흡착량으로 인해 DSSC의 에너지 변
환 효율의 향상을 가져온다.[9] 이러한 1차원 나노구조체의 장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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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DSSC에서의 1차원 나노구조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
고 있다.[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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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 (a) Electron scattering in metal oxide nanoparticles
and more efficient electron transport possibility in vertically
positioned 1D structures[10], comparison of (b) Photocurrent
density (Jsc)[8] and (c) electron diffusion coefficients and the
photoelectron density of the NP and NR cell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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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수열합성법
1차원

나노구조의

TiO2의

합성을

위해

thermal

evaporation[12],electro spinning[13,14],anodization[15-17]등의 합성방
법이 많이 연구되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은 고온의 공정
을 필요로 하거나 공정의 복잡성 그리고 polycrystalline으로 구성
되는 등의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공정이 쉽고
single crystal의 1차원 나노구조의 TiO2 합성을 위하여 수열합성법
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수열합
성법은 다른 합성법에 (1)crystalline product를 낮은 합성 온도(
250oC 이하)에서 crystalline product의 합성이 용이하며, 이는
DSSC와 photocatalyst등에 사용되어지는 Transparent Conducting
Oxide기판인 FTO기판이 500oC 이상의 온도에서의 저항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특성저하를 방지 (2) 수열합성법시의 condition(온도,
pH, additive, reactant concentration 등)의 변화가 쉽고 이에 따
른 다양한 composition, structure, morphology의 결정상의 합성이
용이. (3) 수열합성시의 solution내의 recrystallization에 높은 순도
의 결정상의 합성 가능. (4) 공정 장비와 공정의 용이성 등의 장점
이 있어 DSSC에 사용되는 TiO2 photoanode의 합성에 많이 사용되
어 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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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Hydrothermal TiO2 nanorod growth
Hydrothermal를 이용한 1차원 TiO2 나노구조체의 합성은 강한 산
성 분위기에서의 titanium precursor의 hydrolysis와 TiO2 결정구
조를 형성하는 growth unit인 [TiO6] octahedron의 condensation
에 의해 이루어지게 된다. solution내에서 hydrolysis를 통해 형성
된 [TiO6] octahedron은 condensation을 통해 bonding을 하게되
며, 이러한 bonding시의 octahedron의 arrangement에 의해 TiO2
의 결정상이 결정되게 된다.[18] 열역학적으로 이러한 octahedron의
linear arrangement가 electrostatic repulsive energy가 최소화되
어 가장 안정적이기 때문에 rutile상의 결정구조가 가장 안정하다고
알려져 있다. HCl를 이용한 강한 산성 분위기하에서 hydrothermal
solution내의

hydrolysis에

의한

Titanium

complex는

[Ti(OH)nClm]2- (n+m=6)의 anionic complex로 존재하게 되며
[TiO6]

octahedron의

arrangement는

[Ti(OH)nClm]2-내의

OH

ligand의 dehydration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는데 강한 산성분위기
에서는

[Ti(OH)nClm]2-내의

OH

ligand의

개수가

감소하여

edge-shared bonding을 억제하여 corner-sharing bonding이 더
쉽게 이루어져 rutile 상의 형성이 용이하게 된다.[19] 1차원

rutile

TiO2 nanorod의 성장은 다른 결정면에 비해 빠른 (001)면의 성장
속도와 HCl에 의한 Cl- ion의 영향에 의해 [001] 방향으로의
anisotropic growth에 의해 형성되게 된다. HCl은 이러한 1차원 나
노구조의 TiO2 합성에 두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는 key factor로 알
려져 있다. HCl의 H+은 titanium precursor의 hydrolysis의 속도를
늦추어 주는 역할을 하며 Cl- ion은 TiO2의 (110)면에 선택적 흡착
을 통해 (110)면의 성장을 억제하여 [001]방향으로의 anisotro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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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wth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rutile TiO2의 경우 결정면에 따라
다른

성장속도를

가지고

있으며,

surface

energy에

의한

(110)(0.31J/m2) < (100)(1.12J/m2) < (001)(1.65J/m2)[20] 방향으로
의 빠른 성장 속도에 의해 [001] 방향으로의 anisotropic growth에
의한 1차원 나노구조의 합성이 이루어진다. rutile TiO2 (110) 면의
surface는

가장

낮은

surface

energy를

가지고

five-fold

coordinated Ti4+ atom과 two-fold coordinated O2- atom 과
oxygen

vacancies를

가지며

이는

chloride

ion의

선택적

adsorption를 통한 ‘screening layer’로 작용하여 Titanium growth
unit의 흡착을 억제하여 (110) 면의 성장을 억제하게 된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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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Rutile TiO2의 Epitaxial growth
수직성장한 TiO2 nanorod의 경우 Liu et al.[22]의 문헌보고에 따
르면 glass 나 silicon substrate에서는 성공적으로 수직성장한
TiO2 nanorod의 합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FTO 기판에서만이 가능
하다고 보고되어있다. 이는 TiO2의 nucleation과 growth에 TiO2와
기판과의 epitaxial 관계가 기판에서의 TiO2 nanorod의 수직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FTO기판의 경우 rutile
TiO2와

같은

tetragonal

FTO(a=b=0.468nm)[23]와

rutile

구조를

가지며

TiO2(a=b=0.459nm)[24]의

lattice

mismatch가 약 2%로 매우 작기 때문에 이러한 작은 lattice
mismatch가 FTO 기판에서의 epitaxial nucleation과 growth에 중
요한 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다. A. Kumar et al.등의[25] FTO,
ITO, Glass 와 Si/SiO2기판에서 합성한 TiO2 nanowire의 경우에서
도 이를 확인 할 수 있다. FTO기판에서의 경우 FTO와 TiO2의
epitaxial 관계에 의해 기판에 수직성장한 TiO2 nanowire가 성장한
것에 비해 ITO, Glass, Si/SiO2기판의 경우 dandelion 형상의
nanowire가 형성되어지며 또한, 기판과의 낮은 adhesion으로 인해
쉽게 기판에서 peel-off가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FTO
기판과는 달리 rutile TiO2와 ITO, Glass, SiO/SiO2는 어떠한
epitaxial관계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판에 island로 nucleation
된

TiO2에서

nanowire가

성장하기

때문에

dandelion현상의

micro-sized의 particle의 형상으로 성장하데 된다. 이러한 문헌보
고를 바탕으로 보아 Rutile TiO2 nanorod의 기판에서의 수직성장에
있어 FTO기판의 SnO2의 rutile 결정구조가 중요한 factor임을 확인
할 수 있다. rutile TiO2의 경우 1차원 나노구조로 성장 시 [001]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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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이 우선성장 방향으로 tetragonal구조의 특성에 따라 square
shape의 nanorod의 성장이 보고되어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결정구
조가 같고 lattice mismatch가 작은 SnO2 (001) epitaxial 박막을
기판으로 사용할 경우 보다 수직성장된 rutile nanorod의 성장이 기
대되어진다. C.N. Yeh et al.[26] 등은 lattice mismatch가 낮은
sapphire 단결정 기판을 사용하여 (magnetron sputtering을 통해
sapphire

(100)

단결정

기판에

densely

수직

성장한

TiO2

nanocrystal이 증착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낮은 lattice mismatch
에 의한 epitaxial 성장임을 Fig.2.4 에 원자구조를 그림으로써 설명
하였다. 하지만 보다 정확한 rutile TiO2 nanorod의 epitaxial한 수
직성장을 위해서 단결정 sapphire기판위에 sapphire 기판에 비해
TiO2와의 lattice mismatch가 더 적은 SnO2 (002) epitaxial 박막
을 TiO2 nanorod의 epitaxial 성장을 위한 기판으로 사용하기 위해
서 PE-ALD로 SnO2 (001) epitaxial 박막을 증착하였다. Kim. et
al.[27,28] 등은 lattice mismatch가 낮은 sapphire (100) 단결정 기
판인 M-cut sapphire 기판위에 PE-ALD를 이용하여 SnO2 (001)
epitaxial 박막을 증착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기판의 in-plain 배향
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pole-figure를 확인하였으며 이를 Fig.2.5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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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3 SEM images of TiO2 nanowire grown on (a) FTO
substrate, (b) ITO substrate, (c) Glass substrate and (d)
Si/SiO2 substrate[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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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4 Schematic plots of the lattice relationships between
vertically aligned rutile TiO2 NCs and sapphire (SA) (100)
substrate: (a) R-TiO2 (001); (b) SA(100); (c) R-TiO2 (001) on
SA(100).[26]

- 15 -

Figure 2.5 {101}pole figures of SnO2 films deposited on (100)
(m-cut)sapphi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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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Chemical etching
nanotube구조는

TiO2

넓은

반응

표면적과

electrode에서의

electron과 hole의 dual-channel transportation으로 인해 많은 관
심을

있다.[29]

받고

titanium

foil의

이러한

anodic

nanotube구조를

oxidation

method,

합성하기

위하여

template-assisted

method 그리고 hydrothermal method등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
다.[30-33] 하지만 위와 같은 방법들은 대개 amorphous상으로 존재
하거나 후열처리를 통해 결정화하여야 하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
점을 극복하기 위해 L. Liu et al.은[34] FTO 기판에 수직성장한
rutile

TiO2

chemical

nanorod의

etching

(001)방향으로의

시에도

(001)면의

우선성장을

다른

이용하여

결정면보다

높은

reactivity로 인해 anisotropic corrosion으로 rutile TiO2 nanotube
형성을 제시하였으며, chemical etching solution인 HCl의 etching
방향에 따른 농도구배에 의해 V-shape의 nanotube가 형성됨을 보
고하였으며 이에 따른 schematic diagram을 Fig.2.6에 나타내었다.
또한, H. Pan et al.등은[35] chemical etching을 통한 V-shape
TiO2 nanotube의 tube구조에 의한 dye 흡착량의 증가와 light
scattering effect에 의한 DSSC의 에너지 변환효율의 증가를 보고
하였으며 이에 대한 schematic을 Fig.2.7에 나타내었다. M. Lv. et
al. 등도[36] 또한 마찬가지로 etching 시의 etching 속도가 (001)면
의 빠른 성장 속도의 역순으로 (001)면이 다른 결정면에 비해 빠른
etching 속도를 보이며 etching이 진행됨에 따라 single TiO2
nanorod가 수개의 작은 직경을 가지는 nanorod의 bundle로 변화한
다고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chemical etching
mechanism과 chemical etching에 의한 V-shape nanotube구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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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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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6 Schematic diagram of the morphology evolution of
TiO2 nanotubes[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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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7 Schematic of dye-sensitized NTs solar cell and the
transfer-path of light in TiO2 wedgy NT.[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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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1차원 Rutile TiO2의 전기화학적 특성
2.3.1. DSSC
DSSC는 2개의 conducting glass electrode(photoanode, counter
electrode)의 sandwich configuration가 redox electrolyte가 두
electrode

내의

photo-anode의

빈
경우

공간을
wide

채워진

band

형태로

구성되어진다.

gap semiconductor 물질인

conducting glass에 증착 후 이 semiconductor의 표면에 dye를 흡
착시키며, counter electrode의 경우 platinum 박막을 증착하여
photocathode로 사용하게 된다. 이러한 DSSC의 energy band
diagram을 Fig.2.8에 나타내었다. DSSC에서의 energy conversion
은

dye의

LUMO

level에서의

photoexcited

electron의

semiconductor 물질의 conduction band로의 이동으로 이루어진다.
빛을 인가하였을 경우, photon이 semiconductor의 표면에 흡착된
dye molecule내에서 HUMO(Highest occupied molecular orbital)
에서 LUMO level로 electron이 여기되어진다(1). 이렇게 여기된
electron은 semiconductor 물질의 conduction band로 이동하게 되
어 electron collection photoanode로 이동하게 된다. electron이
dye에서

semiconductor로

이동함에

따라

dye는

그

자체로

oxidized되며(2) 이러한 oxidized된 dye는 iodide electrolyte의
reduction을 통해 electron을 다시 받게 된다(3). Reduction된
iodine은 platinized counter electrode에서 regeneration되며(4)
이러한 circuit은 external load에 의해 electron migration의 cycle
이 완료된다. 이러한 관계식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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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DSSC는 wide range의 voltage(V)와 current(I)에서 작동한다.
DSSC의
power

효율을

결정하는

point(Pmax),

변수(figure

에너지

변화

of

merit)는

효율(Energy

Maximum
conversion

efficiency), Fill factor 등이다. DSSC의 에너지 변화 효율(Energy
conversion efficiency)는 흡수된 빛의 power와 DSSC의 electrical
circuit의 power와의 percentage로 구할 수 있다. 이러한 에너지
변한 효율은(η)은 maximum power output(Pmax)의 값을 인가한
light source의 input power(Plight)로 나누어 그 percentage로 구
하게 된다.

 max

 
 
Pmax의

값은

current,

Jsc)와

load의
가장

저항이
높은

0에서의

단락전류(short

circuit

값에서의 개회로전압(open circuit

voltage, Voc)에 의해 결정되며 단락적류와 개회로전압의 곱이 가
장 높은 지점이 Pmax의 값이 된다. Fill factor는 DSSC의 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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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중요한 변수이며, Pmax point에서의 current와 voltage의 곱의
값을 Jsc와 Voc의 곱의 값으로 나누어 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fill
factor는 실제의 Pmax의 값과 이론적 Pmax의 값과의 비교를 가능
케 하며 DSSC에서의 current의 증가량이 얼마나 빠른지를 나타내
는 변수이다.

 max
 ×  





  × 
  × 
따라서 DSSC의 에너지 변환 효율은 Fill factor, Jsc, Voc의
값으로 통해 구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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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8 Energy band diagram of a TiO2 based DSSC.[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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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방법
3.1. 박막의 증착
본 실험에서는 M-cut sapphire 기판에 epitaxial하게 증착한
SnO2 (001) 박막에 따른 TiO2 nanorod의 성장거동을 확인하기 위
하여 plasma를 이용한 Atomic Layer Deposition(ALD, Quros
Plus

100,

chamber는

한국)

장비를

wafer를

사용하여

넣을

수

있는

SnO2

박막을

증착하였다.

lock

chamber와

load

processing chamber로 구성되어있으며, 진공은 Dry pump를 이용
하여 10-3 Torr 까지 낮출 수 있고 chamber내의 stage의 온도는
700oC까지 승온 시킬 수 있도록 구현되어 있으나, heater의 한계로
인하여 실제의 stage 온도는 이보다 낮다. Tin의 source gas를 선
정함에

있어

metal

organic

물질인

Dibutyl

Tin

Diacetate

(DBTDA, C12H24O4Sn)을 사용하였고[38] 분자구조는 Fig.3.1.과 같
다. 기존에 ALD를 이용하여 SnO2를 증착한 여러 문헌에서 대다수
가 SnCl4 또는 SnI4를 사용하였으나, SnCl4의 경우 Chloride 이온이
박막을 식각시키거나 장비를 부식시키는 역할을 하므로 사용에 어
려움이 있으며, SnI4는 solid source로써 고온의 증착공정이 요구됨
으로 적합하지 못하다. DBTDA의 화학구조는 Fig.3.1.에 도시한 바
와 같이 두 개의 acetate기오 두 개의 butyl기가 Sn에 붙어있는 구
조로 되어있다. DBTDA의 분자량은 351.02이고 끓는점은 139oC,
증기압은 1.3mmHg(20oC)이다. ALD공정에서 source로 이용하기
위한 적정 증기압은 10mmHg이며, source가 담긴 canister를
50oC로 가열하여 원활한 가스를 공급하도록 하였다. 공급간 Ar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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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를 사용하는 bubble 장치를 이용하여 source의 주입량과 시기를
조절하였다.
ALD를 이용한 M-cut sapphire 기판에 SnO22 (001) 박막을
epitaxial 하게 증착하기 위하여 sapphire에 epitaxial SnO2 박막을
증착한 기존문헌 보고를 기초로 하여 (100) 결정면을 가지는
M-cut sapphire 단결정기판을 사용하였다. M-cut sapphire 기판은
MTI사(미국)에서 구입하였으며, 10mm*10mm*0.5mm의 정사각형
크기를 가지며 한쪽 면이 균일하게 polishing된 기판을 사용하였다.
증착 전 acetone, ethanol, D.I. water를 이용하여 기판의 불순물
을 제거 후 건조 처리하여 SnO2 박막 증착에 사용하였다. epitaxial
SnO2 (001) 박막을 증착하기 위한 조건은 기존 문헌연구를 기초로
하여 table 3.1.에 나타내었으며, ALD 증착 sequence는 Fig.3.2.에
나타내었다.

3.2. Rutile TiO2 nanorod 합성
SnO2 (001) epitaxial 박막이 증착된 M-cut sapphire기판의 경우
100ml 용량의 teflon용기에 25ml의 D.I. water와 25ml의 HCl(36%
HCl, 대정화학, 한국)를 혼합하여 magnetron stirrer를 이용하여
10분간

혼합한 뒤, Titanium(IV) butoxide(Sigma aldrich, 미국)을

SnO2 (001) epitaxial 박막이 증착된 M-cut sapphire기판의 경우
0.8ml를 첨가하여 3시간 stirring을 하여 solution을 준비하였다. 준
비된 solution에 기판을 poly-alumina plate에 alumina paste로 고
정하여 teflon용기에 수직이 되게 넣어 기판이 solution 계면의 바
로아래에

위치하게

하여

stain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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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clave에 넣어

electric

oven(WON-32, 대한과학, 한국)에서 150oC에서 3시간 합성 후 자
연냉각

시켜

epitaxial

TiO2

nanorod를

합성하였다.

합성한

nanorod는 D.I.water로 washing하여 자연건조 후 600oC에서 1시
간 열처리를 상 및 미세조직 분석을 진행하였다.
FTO 기판위에 수직성장한 TiO2 nanorod의 합성을 위하여 L. Liu
et al.의 방법을 따라 수열합성법을 통해 rutile TiO2 nanorod를 합
성하였다. 2.5cm*1.5cm크기의 FTO기판을 초음파세척기를 이용하
여 acetone, ethanol, D.I. water에서 각 10분간 세척을 하여 TiO2
nanorod 합성을 위한 기판의 불순물을 제거하여 건조하여 합성에
사용하였다. 준비된 FTO 기판을 100ml 용량의 teflon용기에 25ml
의 D.I. water와 25ml의 HCl를 혼합하여 magnetron stirrer를 이
용하여 10분간

혼합한 뒤, Titanium(IV) butoxide 1ml를 첨가하여

3시간 stirring을 하여 solution을 준비하였다. 준비된 solution에 기
판을 poly-alumina plate에 alumina paste로 고정하여 teflon용기
에 수직이 되게 넣어 기판이 solution 계면의 바로아래에 위치하게
하여 stainless autoclave에 넣어 electric oven에서 180oC에서 시
간별로 합성 후 자연냉각 시킨 후 D.I.water로 washing후 자연건조
시켜 샘플을 준비하였다. chemical etching을 위한 TiO2 nanorod
샘플의 경우 합성시간을 2시간 30분으로 고정하여 합성을 진행하였
다.

3.3. Chemical etching을 통한 nanotube 합성
Rutile TiO2 nanorod의 chemical etching 을 통한 V-shape
nanotube는 25ml의 D.I. water와 25ml의 HCl혼합하여 magnet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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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rrer를 이용하여 10분간

혼합한 뒤 teflon용기에 TiO2가 합성된

면이 위를 향하게 용기의 바닥면에 위치하게 한 후 electric oven에
서 180oC에서 시간별로 chemical etching을 한 후 자연냉각 시킨
후 D.I.water로 washing후 자연건조 시켜 샘플을 준비하였으며, 열
처리 온도에 따른 etching은 3시간으로 고정하여 열처리 온도에 따
른 chemical etching을 확인하였다.

3.4. Nanorod / Nanotube의 구조 및 상 분석
M-cut sapphire 기판에 증착한 SnO2 (001) epitaxial 박막과 수
직 성장한 TiO2 nanorod에 대하여 먼저 FE-SEM(JSM7401F,
JEOL, 일본)을 이용하여 morphology를 확인하였으며, 증착된 박막
과 nanorod의 상을 분석하기 위하여 X-ray diffraction (XRD, D8
Advance, Bruker AXS,독일)을 사용하였다. 측정조건은 40kV의 전
압과 40mA의 전류로 설장하여 2Θ의 범위를 30~70 oC, 분당 5 oC
의 스캔속도로 측정을 하였다. 측정에 사용한 X-ray는 Cu Kα1 (λ
= 1.5405Å)를 사용하였다. out-of-plane 배향성은 Θ-2Θ 측정으
로 분석이 가능하지만 기판의 평면과 수평한 in-plane 배향성을 확
인하기 위해서는 Φ, ψ, w scan이 가능한 장비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in-plane orientation을 확인하기 위해 4축 goniometer XRD
장비인 X’pert pro( X’pert pro, PANalytical, 네덜란드)를 사용
하여 4축 스캔 (2Θ, Φ, ψ, w)을 통해 pole-figure를 측정하여
기판과 박막 및 nanorod의 in-plane 배향성을 확인하였다. 장비의
기본구성은 Fig.3.3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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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DSSC cell 제작 및 특성평가
Hydrothermal로 합성한 TiO2 nanorod와 chemical etching 시간
에

따른

DSSC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Solar

Cell

I-V

Measurement System (K3000(Ⅳ), McScience, 미국)장비를 사용
하였다.
Dye-sensitized solar cell은 FTO위에 합성한 TiO2와 chemical
etching을 통한 TiO2 nanorod를 photoanode로 사용하였다. dye의
흡착을 위해 샘플을 0.3mM ethanolic dye solution에 침지시켜
dye가 샘플에 붙을 수 있게 상온에서 24시간 침지시킨 후 ethanol
로 washing후 건조시켰다.
이 때, dye는 N-719 (cis-bis(isothiocyanato)bis(2,2′-bipyrridyl-4-4′
-dicarboxylato)-ruthenium(II)bis-tetrabutylammonium) dye (B2(N-719),
DYESOL, 호주)를 사용하였으며 N-719 dye의 분자구조는 Fig.3.4에
나타내었다. counter electrode로는 ion coater를 사용하여 20mA,
0.1mbar의 진공에서 300초간 공정을 진행하여 FTO에 Pt를 증착하
여 400oC에서 승온속도 5oC/min으로 1시간 열처리한 Pt전극을
counter electrode로 사용하였다.
Pt 전극과 TiO2 nanorod/nanotube photoanode는 thermoplastic
sealant로 working area인 0.25mm2에 공간을 두어 접합하였다.
Iodine electrolyte(SI16 L1535-01 DSSC-electrolyte, Merck, 독
일)는 TiO2 photoanode와 Pt counter electrode 내에 capillary
forces를 이용하여 주입하였다. DSSC의 current-voltage 특성은
simulated AM1.5 spectrum을 형성하는 solar simulator를 사용하
였으며, 측정조건은 table.3.2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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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 Molecular structure of DiButyl Tin DiAcetate
(DBTDA) which is the metal organic source for S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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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 Deposition condition of SnO2

Figure 3.2 Working sequence of source gas injection, purging,
O2 plasma and purging for S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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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3. Schematic diagram showing the X'pert MR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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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4. Molecular structure of N-719 dye.
(TBA: tetrabutylammonium.[39]

Table 3.2 DSSC J–V characteristics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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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고찰
4.1. Epitaxial TiO2 nanorod의 성장
4.1.1. 결정학적 배향성을 가지는 Epitaxial SnO2 박막 증착 및
TiO2 nanorod 합성
Rutile TiO2 nanorod의 epitaxial 성장을 위한 기판으로 PE-ALD
를 이용하여 M-cut (100) sapphire 기판에 SnO2 (001) epitaxial
박막을 증착하였다. 먼저 증착된 SnO2 박막과 hydrothermal로 합
성한 TiO2 nanorod의 상과 결정학적 배향성을 확인하기위하여 먼
저 Θ-2Θ X-ray diffraction(XRD, D8-advance, Bruker AXS, 독
일)장비를

이용하였다.

측정된

XRD

장비는

Bragg-Brentano

geometry를 가지고 있으며 측정 전압과 전류를 40kV, 40mA의 조
건하에 2Θ의 범위를 30~70

o

C, 분당 5

o

C의 스캔속도로 측정을

하였다. 측정에 사용한 X-ray는 Cu Kα1 (λ = 1.5405Å)를 사용하
였다.
M-cut sapphire 기판과 PE-ALD롤 SnO2 (001) epitaxial 박막
증착 및 TiO2 nanorod합성 후의 XRD 측정결과를 Fig.4.1에서 나타
내었다. XRD의 intensity는 log scale로 표시하였다. XRD분석결과
M-cut sapphire (100)면에 해당하는 기판 peak이 Bragg 법칙에
의해 (300)면에 해당하는 68o에서 높은 intensity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그 이외의 기판의 peak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
로 보아 (100)면으로 높은 결정성 및 배향성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M-cut

sapphire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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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증착한

SnO2

박막과

hydrothermal로 합성한 TiO2의 peak도 (002)면에 해당하는 57.8o
와 62.7o에만 peak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001)면으로 highly
oriented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SnO2와 TiO2의 결정 구조는
rutile로 동일하지만 SnO2 (a=4.738Å, c=3.187Å)에 비해 TiO2
(a=4.593Å, c=2.959Å)의 lattice parameter가 작은 값을 가지기
때문에 Bragg’s law (nλ=2dsinθ)에 따라 d값이 SnO2가 TiO2보다
크기 때문에 (002)면에 해당하는 peak이 동일한 rutile구조임에도
약 5o 정도 작은 2θ 값에서 peak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Θ-2Θ 스캔을 통해 out-of-plane orientation을 확인 할 수 있는데
M-cut sapphire (100) 기판위에 SnO2와 TiO2가 (001)면으로
highly oriented 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기판과 박막 및 nanorod의 배향성은 기판과 수직방향으로 우선 배
향된

out-of-plane

배향성과

기판의

평면과

수평하게

배향된

in-plane 배향성으로 나눌 수 있으며, out-of-plane 배향성은 Θ-2
Θ 측정으로 분석이 가능하지만 기판의 평면과 수평한 in-plane 배
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Φ, ψ, w scan이 가능한 장비가 필요하
며

이에

따라

in-plane

orientation을

확인하기

위해

4축

goniometer XRD 장비인 X’pert pro( X’pert pro, PANalytical,
네덜란드)를

사용하여

4축

스캔

(2Θ,

Φ,

ψ,

w)을

통해

pole-figure를 측정하여 기판과 박막 및 nanorod의 in-plane 배향
성을 확인하였다. pole-figure 는 시편의 tilting 정도에 따라 다
른 값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각각의 시편마다 정밀한 alignement과
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Pole-figure 측정은 Θ-2Θ 스캔을 통해 확인한 out-of-plane면인
(100), (001)면의 in-plane 배향성을 확인하기 위해 intensity가

- 35 -

높으면서 sapphire, SnO2,TiO2면 중 낮은 index의 면이면서 peak
position이 겹치지 않는 sapphire (110) (37.776o), SnO2 (101)
(33.893o), TiO2 (101) (36.085o)를

pole-figure를 찍기 위한 면으

로 하여 2Θ값을 입력하여 2Θ를 고정하여 phi, chi 스캔을 통해
나타난 pole을 stereographic projection을 통해 pole의 위치와
pole에 해당하는 면을 확인하였다.
M-cut sapphire (100)과 증착된 각 SnO2 (001) 박막과 TiO2 nanorod
의 pole-figure를 Fig.4.2.에 나타내었다. SnO2 (001) 박막과 수직
성장된 TiO2 nanorod 모두 (101) family 면들이 나타났으며 이에 따
른 M-cut sapphire기판과의 in-plane 배향성을 같이 표시하였다.
pole-figure 분석을 통하여 확인된 sapphire 기판과 SnO2 박막,
SnO2 박막과 TiO2 nanorod의 in-plane 관계는
[010] Al2O3 ∥ [010] SnO2
[001] Al2O3 ∥ [ 00] SnO2
[010] SnO2 ∥ [010] TiO2
[ 00] SnO2 ∥ [ 00] TiO2
의 관계를 가진다.
위의 결과를 통하여 sapphire 기판과 SnO2 박막 및 TiO2 nanorod의
in-plane 배향성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자모델을 통하여 기
판과 박막, 박막과 nanorod의 lattice mismatch를 계산할 수 있다.
원자 모델링은 Crystalmaker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그렸으며 원자
모델링에

대한

결과는

Fig.4.3.에

나타내었다.

이를

이용한

out-of-plane 및 in-plane 관계와 lattice mismatch를 table 4.1에
나타내었다. M-cut sapphire 기판과 SnO2 (001) 박막, SnO2 (001)
박막과 수직성장한 TiO2 nanorod 모두 낮은 lattice mismatch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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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이러한 낮은 lattice mismatch에 의하여 epitaxial한 박막
증착 및 수직성장한 nanorod 성장이 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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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 XRD patterns of M-cut sapphire substrate, SnO2
buffer layer and TiO2 nanor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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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2 (110) pole-figure of M-cut sapphire substrate,
(101) pole-figure of SnO2 buffer layer and TiO2 nanor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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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3 Schematic diagrams of in-plane atomic
configurations for the M-cut sapphire substrate, SnO2 buffer
layer and TiO2 nanor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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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2

Epitaxial

orientation

relationship

and

lattice

mismatch calculation between M-cut sapphire substrate, SnO2
buffer layer and TiO2 nanor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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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Epitaxial TiO2 nanorod의 미세조직 분석
Hydrothermal로 합성한 epitaxial TiO2 nanorod의 형상과 길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Field Emission –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FE-SEM, JEM-7401F, JEOL, 일본)를 이용하여 수직성장한 TiO2
nanorod의 형상을 관찰하였으며 Fig.4.4.에 나타내었다. 합성한
TiO2 nanorod는 Fig.4.4.(a)의 top-view image를 통해 SnO2 (002)
epitaxial 박막을 buffer layer로 사용한 M-cut sapphire의 기판에
높은 density를 가지며 약 40 ~ 60nm의 직경을 갖는 square shape
의 단면을 갖는 nanorod가 uniform하게 증착되어 있음을 확인하였
다. 또한, nanorod의 top surface에서 많은 step edge가 보임을 확
인 할 수 있다. 앞서 Θ-2Θ 스캔과 pole-figure를 통해 확인한 기
판과의 out-of-plane, in-plane 배향성에 따라 nanorod가 [001] 방
향으로 기판과의 수직한 방향으로 성장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nanorod의 side surface가 {110} family plane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Rutile

TiO2의

경우

문헌에 보고된 봐와 같이

tetragonal 구조를 가지며 [001] 방향으로 성장할 경우 square
shape을 형성하게 되며 이 때, 가능한 side surface의 plane은
(100)과 (110)의 두 가지 가능성을 가진다. 각 각의 면의 surface
energy와 면간의 angle을 이용하여 △G 값을 계산하였을 경우,
(100) 면 (△G = -2.26)에 비해 (110) 면 (△G=-2.65)이 side
surface의 면이 될 경우의 △G값이 더 낮기 때문에 [001] 방향으로
성장한 TiO2의 side surface는 {110} family plane이 됨을 기존 문
헌보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cross-section image (Fig.4.4.(b))
를 통해 SnO2 (001) epitaxial 박막의 두께는 약 ~20nm, 수직성장한
nanorod의 길이는 약 ~360nm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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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성장한 TiO2 nanorod의 결정학적 성장방향과 앞서

X-ray

pole-figure를 통하여 확인한 M-cut sapphire 기판과 SnO2 박막 및
TiO2 nanorod의 in-plane 배향성이 pole-figure와 일치하는지를
High-Resolution
JEM-3000F,

Transmission

JEOL,

일본)를

Electron

이용하여

Microscopy

확인하였다.

(HR-TEM,
Fig.4.5.의

individual nanorod의 원자배열(Fig.4.5.(b))의 선명한 lattice
fringe를 통해 높은 결정성을 가지는 single crystal임을 확인하였
으며 nanorod의 길이방향과 수평, 수직한 lattice fringe의 면간거
리 (0.296, 0.32nm)를 통해 결정학적 성장방향이 [001] 방향임을
확인하였으며 nanorod의 side wall이 (110) 면과 평행함을 확인하
였다.FFT

pattern(Fig.4.5.(c))을

통해

수직성장한

nanorod가

rutile TiO2임을 재확인 하였다.
수직성장한

nanorod의

TiO2

(Fig.4.6.(a,b))를

[010]

cross-section

방향에서 보았으며,

TEM

image

이를 통해 TiO2

nanorod가 약 ~20nm 두께의 SnO2 박막위에 수직정장 하였음을 확인
하였으며, [010] 방향에서 본 FFT patten(Fig.4.6.(c))를 통해
sapphire(white), SnO2(yellow), TiO2(red)가 각각 일치함을 확인하
였다. (300)Al2O3, (002)SnO2 와 (002)TiO2의 peak이 계면과 수직하
게 배열되어있음을 통해 TiO2 nanorod의 기판에 수직한 [001] 방향
으로의 성장과 각각의 peak을 통해 pole-figure에서의 in-plane 배
향성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위의 TEM 분석과 pole-figure를
통하여

SnO2

(002)

박막과

수직성장한

TiO2

nanorod가

M-cut

sapphire기판과 in-plane 배향성을 가짐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in-plane 배향성에 의해 TiO2 nanorod가 hetero-epitaxial하게 수직
성장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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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4 Top-view image(a) and cross-sectional image(b) of
vertically aligned TiO2 nanor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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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5 (a) Low-magnification TEM image of individual
TiO2 nanorod. (b) HRTEM image of the side wall of the TiO2
nanorod and (c) FFT pattern of the nanorod

Figure 4. 6 (a,b) Cross-sectional TEM image of the TiO2
nanorod on SnO2 (001) buffered M-cut sapphire. (c) FFT
pattern of image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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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TiO2 nanorod의 합성 및 chemical etching
4.2.1. 합성시간에 따른 TiO2 nanorod의 성장거동
FTO 기판에 수직 성장한 TiO2 nanorod의 성장거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hydrothermal을 통한 nanorod의 합성시간의 변화를 주어
nanorod의

합성을

진행하였다.

합성시간에

따른

nanorod의

morphology의 변화를 FE-SEM을 통해 직경과 길이를 확인하였으
며 이를 Fig.4.7.에 나타내었다. 합성시간이 1시간이 지나면서부터
FTO 기판위에 nanodot 형태의 nucleation의 형성이 시작되었으며
1시간 20분이 경과됨에 따라 50~100nm 직경의 nanorod들이
square shape을 가지며 약 0.5㎛의 길이로 성장을 시작함을 확인
하였다. 이 때, 동일한 방향으로 성장한 50~100nm의 nanorod들이
일부 bundle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nanorod의 tip
부분은 많은 작은 grain들이 모여 square shape을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합성시간이 1시간40분을 경과함에 따라 bundle형
태로 존재하던 nanorod들이 하나의 nanorod를 형성하게 되어 직경
이 150~250nm로 증가하고 길이 또한 약 1.4㎛로 증가하였으며 시
간이 2시간, 2시간30분으로 증가함에 따라 직경의 변화는 거의 없
지만 길이가 약 2.1㎛, 3.2㎛로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2시간30분 이
상 합성을 진행하였을 경우 길이의 증가는 확인하였으나 peel-off에
의해 nanorod가 기판에서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합성시간
은 2시간 30분을 최대 합성시간으로 선택하여 추후 chemical
etching의 경우 2시간 30분 합성을 진행한 sample로 진행하였다.
합성시간에 따른 nanorod의 결정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XRD분석
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Fig.4.8.에 나타내었다. 합성을 1시간 진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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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을 경우 FTO기판에 dot 형태의 nucleation이 형성되었지만 XRD
상으로는 상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1시간20분 이후부터 FTO의 기판
peak이외에 rutile TiO2의 peak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합성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rutile TiO2의 (101) 결정면에 해당하는
36.08o와

(002)

결정면에

해당하는

62.74o

에서의

peak의

intensity가 다른 TiO2의 결정면이 (111), (211), (112), (321) 결정
면의 peak에 비해 intensity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데 이
는,

tetragonal구조에

의해

square

shape으로

자라난

TiO2

nanorod의 side facet과 top facet이 각각 (101), (002) 결정면이
므로 nanorod의 직경과 길이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101), (002) 결정면의 peak intensity가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합성한 TiO2 nanorod의 미세구조의 확인을 위해 TEM 분석

을 진행하였으며 보다 효율적인 분석을 위해 1시간 20분 합성한 초
기의 nanorod와 2시간 30분 합성한 nanorod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Fig.4.9.와 Fig.4.10.에 나타내었다. M. Lv et al.[36] 등은 150nm
직경의 single crystal TiO2 nanorod가 chemical etching에 의해
15nm직경의 개개의 nanorod들의 bundle 변화한다고 주장하였으나,
TEM 분석결과는 이와 달리 nanorod가 10nm 이하의 single
crystal nanorod들의 bundle로 구성되어 하나의 150~250nm의
nanorod를 형성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합성초기 square shape을
형성한 TiO2 nanorod들은 FE-SEM image(Fig.4.7.)에서와 같이
top surface에 많은 grain들을 형성하게 되는데 Cl- ion들이 선택적
으로 흡착된 (110)면의 경우 Cl- ion들이 screen layer의 역할을
하여 (110)면으로의 TiO2의 growth unit의 흡착을 억제하여 (110)
면 결정면의 성장을 억제하지만 빠른 결정성장률을 가지는 (0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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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TiO2의 growth unit들이 top surface인 (001)면의 이러한
grain들에 흡착하여 [001] 방향으로 nanorod의 성장이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HCl의 H+은 titanium precursor의 hydrolysis의 속도
를 늦추어 주는 역할을 하여 낮은 hydrolysis의 속도에 의해
10~15nm의 single crystal nanorod들의 형성에 충분한 시간을 제
공하기 때문에 nanorod의 bundle형태로 존재하게 되는 것으로 생
각되어진다. 1시간 20분 합성한 성장 초기 TEM(Fig.4.9)에서 이는
보다 정확하게 확인 할 수 있다. nanorod의 tip 부분의 경우 10nm
이하의 single crystal nanorod들의 bundle로 구성되어진 것을 확
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nanorod들은 top surface에 많은 grain들
로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TiO2 nanorod의 중간부분에서 이
러한

bundle에

의한

line이

확인이

가능하며,

bottom

부분

(Fig.4.9.(d)의 경우 nanorod가 nucleation된 TiO2가 성장초기에
(001)면에 흡착된 TiO2 growth unit에 의해 (110)면으로의 성장이
(001)방향에 비해 낮은 성장속도로 성장함에 따라 [001]방향으로
V형태의 wall을 형성하며 tip쪽으로 갈수록 얇을 형태로 자라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nanorod wall의 V형태는 이후
chemical etching시의 V-shape의 nanotube구조 형성에 중요한
factor로 작용된다고 생각되어진다.
이러한 nanorod wall의 V-shape의 형태와 10nm 이하의 nanorod의
bundle로 구성되는 TiO2 nanorod는 2시간 30분 합성한 nanorod에서
도 확인이 가능하다.(Fig.4.10.) 합성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길이
로 성장한 TiO2 nanorod에서도 tip 부분은 10nm 이하의 nanorod
의 bundle로 구성되어진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nanorod의 wall의
경우 bottom영역의 두께는 80~100nm에서 중간부분의 두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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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nm 이후 tip 부분에서는 10nm 이하의 V shape으로 기판과
의 계면에서부터 nanorod의 tip부분까지 single crystal의 V-shape
의 wall을 형성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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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7. SEM images of different magnitude plain and
cross-sectional view of TiO2 nanorods with different growth time.
(a)1hr, (b)1h20min, (c)1h40min, (d)2hr and (e)2hr30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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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8. XRD diffraction patterns of different growth time of
rutile TiO2 nanor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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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9. (a) Low magnification TEM images of initial TiO2 nanorod
and high magnification TEM image((b)-bottom,(c)-middle,(d)-tip),
(e) HRTEM image and FFT pattern of image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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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0. (a) Low magnification TEM images of TiO2 nanorod
and high magnification TEM image((b)-bottom,(c)-middle,(d)-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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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Chemical etching 시간에 따른 nanotube구조 형성
HCl solution을 이용하여 TiO2 nanorod의 chemical etching을 통한
nanotube구조의 형성을 chemical etching 시간의 변화를 주어 실험
을 진행하였으며 chemical etching시간에 따른 morphology의 변화
와

TiO2

nanotube의

길이변화를

Fig.11에

나타내었다.

1시간

etching이 진행됨에 따라 nanorod의 tip 부분의 grain들이 더욱 명
확하게 들어나기 시작하였으며 2시간 이상 etching이 진행됨에 따
라 square shape의 nanotube구조의 형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2시
간 etching을 진행하였을 경우, nanotube 내부의 5~10nm 크기의
nanorod들이 top-view image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며 nanotube의 길
이가 nanorod의 3.21㎛에서 약 2.5㎛로 etching이 진행됨에 따라
길이의

감소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square

shape의

nanotube의 wall의 경우 끝단이 10~20nm의 nanorod로 갈라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nanotube구조의 형성은 (001) 방향
으로의 빠른 etching 속도에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nanotube의 wall의 경우 L. Liu et al.[34] 등이 주장한 HCl
solution의 농도구배에 의한 V-shape의 nanotube구조의 형성이 아
닌 nanorod의 성장거동에서의 기판과의 계면에서부터 V-shape으
로 형성된 nanotube의 wall의 결정성이 높기 때문에 nanorod의
wall

영역은

nanorod의

내부를

구성하고

있는

10nm이하의

nanorod들에 비해 etching 속도가 느리기 때문으로 생각되어 지며,
이러한 factor로 인해 V-shape의 nanotube구조가 형성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nanorod 내부의 10nm이하의 nanorod 작은 size에
의해 etching이 진행됨에 따라 (001)방향과 nanorod bundle사이의
boundary 영역의 (101)면이 etching됨에 따라 내부에서 etching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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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nm이하의 nanorod들이 떨어져 나가게 되지만, wall 영역의 경우
기판과의 계면에서부터 안정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etching이 진행
됨에 따른 dissolution이 적기 때문으로 생각되어진다. chemical
etching의 시간에 따른 상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XRD분석을 수행
하였으며 이를 Fig.4.12.에 나타내었다. rutile TiO2 nanorod가
chemical etching에 의해 nanotube 구조로 변함에도 상변화 없이
rutile

상으로

존재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nanorod가

nanotube구조로 etching됨에 따라 nanorod와 비교하여 (002)면에
해당하는 peak의 intensity의 감소와 (101) 면에 해당하는 peak의
intensity가 증가함을 확인 할 수 있지만 intensity의 변화가 크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nanotube의 미세구조를 TEM으로 분석하였
으며 이를 Fig.4.13.에 나타내었다. chemical etching후 nanotube
의 tip 영역에서 내부로 갈수록 좁아지는 V-shape의 nanotube구조
가 형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기존 문헌보고에서 이야기
하는 구조와 동일 한 것으로 보인다. nanotube의 wall은 nanorod의
성장 시의 wall 영역과 동일한 V-shape을 형성하는 것을 확인하였
으며, 이는 V-shape nanotube의 형성이 HCl의 농도구배의 영향이
아닌 성장한 nanorod의 미세구조의 의한 영향으로 형성됨을 재확인
할 수 있다. 또한, nanotube구조가 끝나는 nanotube의 중간영역의
TEM image(Fig.4.13.(c))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nanorod는 10nm
이하의 nanorod들이 bundle로 구성되어있으며 이러한 nanobundle
의 chemical etching에 의한 separation과 dissolution에 의해
nanotube가 형성되는 것으로 생각 할 수 있다. 이러한 chemical
etching을 통한 V-shape의 nanotube구조의 형성은 hydrothermal
을 통한 nanorod 성장 mechanism에 의한 미세구조에 의해 결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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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며 이를 Fig.4.14.에 schematic으로 나타내었다. hydrothermal
을 통한 TiO2 nanorod의 성장시 동일방향의 수개의 nanorod들이
bundle을

형성하게된다.

이러한

nanorod들이

성장함에

따라

misoriented된 nanorod의 계면에서 또 다른 nanorod들이 성장하게
되어 성장방향에 따라 nanorod bundle의 개수가 증가하게 되며
nanorod의

wall

영역은

V-shape을

형성하게된다.

이러한

V-shape의 nanorod의 wall과 nanorod를 구성하는 15nm이하의 내
부 nanorod bundle의 etching rate의 차이에 의해 V-shape의
nanotube구조가 형성되어지는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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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1. SEM images of different magnitude plain and
cross-sectional view of TiO2 nanorods/nanotubes with different
growth time. (a)1hr, (b)1h20min, (c)1h40min, (d)2hr and (e)2hr30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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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2. XRD diffraction patterns of different chemical
etching time of rutile TiO2 nanor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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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3. (a) Low magnification TEM images of TiO2 nanotube and
high magnification TEM image ((b)-tip,(c)-middle,(d)-bot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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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4. Schematic illustrations of the TiO2 nanorod
growth and chemical et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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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열처리에 따른 TiO2 nanorod의 chemical etching
hydrothermal로

합성한

TiO2

nanorod의

열처리

온도에

따른

chemical etching을 확인하기 위하여 200oC~600oC 승온속도 5oC/min
으로 1시간 열처리를 진행하였으며 morphology와 길이를 Fig.4.15
에 나타내었다. 열처리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morphology와 길이의
변화는 거의 없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열처리에 따른 결정상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XRD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Fig.4.16에
나타내었다. 열처리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상의 변화나 결정성의
증가 등의 변화는 미미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열처
리 온도에 따른 TiO2 nanorod의 morphology와 결정상의 변화와 결정
성의 증가는 거의 없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열처리 온도에 따른
chemical etching에 의한 nanotube구조의 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180oC에서 3시간 etching을 진행하였으며, 이에 따른 SEM image를
Fig.4.17에 나타내었다. 열처리를 진행하지 않은 bare TiO2의 경우
nanotube구조가 잘 형성되었으며 nanorod의 길이도 감소하였음에
비해 200oC에서 1시간 열처리를 진행한 nanorod (Fig.4.17.(b,f))의
경우 top surface의 grain을 구성하는 10nm이하의 nanorod들이
chemical etching에 의해 wall의 끝단이 10~15nm의 nanorod로
separation이 일어나며 nanorod의 내부로 etching이 이루어져 tube
구조로 변하기 시작하지만 etching이 잘 이루어지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400oC,

600oC에서

열처리한

nanorod의

경우

etching전과 morphology와 길이의 변화가 없음을 통해 chemical
etching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을 확인 할 수있다. 앞서 열처리에
따른 morphology와 상의 변화에서는 열처리에 의한 영향을 확인 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열처리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chem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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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ching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TEM 분석을 진행
하였으며 이를 Fig.4.18에 나타내었다. 열처리를 하지 않은 bare
TiO2 nanorod(Fig.4.18.(a,d,g))의 경우 nanorod의 tip 영역의 10nm
이하의 nanorod들이 bundle형태로 존재함이 명확하게 나타나며
nanorod의 중간영역에서도 이러한 nanorod bundle에 의한 line들이
wall 영역과 비교하여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
지만 400oC, 600oC에서 1시간 열처리한 nanorod들의 경우 이러한
bundle에 의한 line들이 bare nanorod의 비해 현저히 감소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 가정할 때 10nm이하의 nanorod의
bundle로 구성된 TiO2 nanorod가 열처리를 진행함에 따라 nanorod를
구성하는 bundle의 결합력이 증가하여 chemical etching이 잘 이루
어지지 않는 것으로 가정 할 수 있다.또한, Fig.4.18(j,k,l)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열처리를

함에

따라

tip영역의

nanorod의

lattice fringe가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tip을 구성하는
nanorod들의 결정성의 증가로 인해 chemical etching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또 다른 가정은 nanorod의 길이방향으
로 존재하는 이러한 line defect에 의해 길이방향으로의 chemical
etching에 의한 nanotube구조가 형성되며 line defect가 존재하지
않는

wall영역에서는

etching에

의한

영향이

적어

V-shape의

nanotube구조가 형성되며, 열처리에 의해 이러한 nanorod 내부의
line defect의 감소에 의해 열처리 후에는 nanorod의 etching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가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nanorod의 내부구조와 열처리에 따른 nanorod의 미세구조의 변화에
따른 chemical etching은 아직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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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5. SEM images of different annealing time of TiO2
nanorods (a)bare, (b)200oC, (c)400oC, (d)600oC and correspond
cross-sectional images (e,f,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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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6. XRD diffraction patterns of different annealing
time of rutile TiO2 nanor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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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7. SEM images of chemical etching nanorod with different
annealing time of TiO2 nanorods (a)bare, (b)200oC, (c)400oC,
(d)600oC and correspond cross-sectional images (e,f,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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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8. TEM images of (a) bare TiO2 (b) 400oC and 600oC
annealed nanorod. Corresponding high magnification TEM images of
midle(d, e, f) and tip(g-j, h-k, i-l) of the nanorods(a, b, c).

- 66 -

4.3. DSSC 특성
TiO2

nanorod의

photocurrent

chemical

etching

density-voltage(J-V)

시간에
특성과

따른

DSSC의

그에

따른

photovoltaic parameter를 각각 Fig.4.19와 Table.4.3에 나타내었
다. etching을 진행하지 않은 bare sample의 경우 0.45%의 가장 낮
은 효율을 나타내었으며 이는 낮은 Jsc의 값 0.88 mA/cm2에 의한 것
으로 보인다. chemical etching을 1, 2,3,4 시간 진행함에 따란
Jsc의 값은 각각 1.03, 2.11, 2.42, 1.85 mA/cm2 이며 이에 따른 에
너지 변환 효율은 각각 0.53, 0.97, 1.14, 0.87%이다. Voc의 값은
etching 시간에 따른 변화가 거의 없이 0.68~0.70V의 값을 나타내
었다. etching 시간이 1시간에서 3시간으로 증가함에 따라 TiO2
nanorod의 길이는 감소하지만 에너지 변환 효율이 증가하는 것은
Jsc의 증가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nanorod 구조가
etching후 V-shape의 nanotube구조로 변화함에 따란 TiO2 표면에 흡
착하는 dye의 량의 증가로 인한 것으로서, etching 시간이 증가함
에 따라 nanotube구조의 hollow 영역이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생각
되어진다. 하지만 4시간 etching한 샘플에서의 Jsc의 감소와 이에
따른 에너지 변환효율의 감소는 etching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3시
간에서 완전한 tube구조가 형성된 후 더 etching이 진행됨에 따라
일부 영역이 기판에서 박리됨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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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9. I-V characteristic curve of TiO2 nanorod/nanotube
with different chemical etch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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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3. Detailed photovoltaic parameters of DSSC based on
TiO2 nanorod/nanotube with different chemical etch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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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1. plasma Enhanced Atomic Layer Deposition 장비와 Dibutyl
Tin Diacetate 소스를 이용하여 단결정 M-cut sapphire 기판위
에 (001) SnO2 epitaxial 박막을 증착하였으며, 이를 통해 rutile
TiO2 nanorod의 epitaxial 수직 성장을 유도하였다.
2. XRD와 pole-figure 분석을 통하여 SnO2 epitaxial 박막과 수직
정장한 TiO2 nanorod의 배향성을 확인하였으며 TEM을 통해서
epitaxial 특성과 결정구조에 대한 분석과 원자 모델에 의해서
격자의 불일치도를 구하여 낮은 격자의 불일치도에 의해 rutile
TiO2 nanorod의 epitaxial SnO2 (001) 박막에서의 수직성장을
확인하였다.
3. FTO 기판에 수직성장한 TiO2 nanorod의 성장거동을 확인하였
으며,

10nm이하의

nanorod의

bundle로

square

shape의

150~250nm의 nanorod가 형성됨을 확인하였다. 특히, 이러한
nanorod의 wall의 경우 V-shape으로 FTO기판과의 계면에서
부터 single crystal로 성장함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구조에 의
해 이후 chemical etching에 의한 V-shape의 nanotube구조가
형성됨을 확인하였다.
4. HCl를 이용한 chemical etching에 의한 nanotube구조 형성 시,
etching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nanotube의 길이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tube구조에 의한 dye의 흡착량의 증가에 의해 DSSC
의 에너지 변환 효율의 증가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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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TiO2 nanorod의 선 열처리시 열처리 온도가 HCl를 이용한
chemical etching에의 영향을 확인하였으며, 열처리 온도가 증
가함에

따라

etching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morphology와 XRD를 통한 결정성의 차이는 미미함을 확인하
였으며 TEM을 통한 미세구조 분석을 통해 nanorod를 구성하는
nanorod bundle에 의한 line defect 혹은 내부구조의 차이를 확
인하였으나 추후 이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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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itanium

dioxide(TiO2)

is

a

well-known

wide

band

gap(3.0~3.2eV) n-type semiconductor which can be used in
such application as gas sensor, DSSC, photocatalyst and so
on. Generally, TiO2 has three crystalline phase : rutile,
anatase and brookite. For DSSC and photocatalyst application,
TiO2 depositied and/or growth on Transparent Conducting
Oxide(TCO) substrate. especially, 1D rutile TiO2 nanostructure
exhibited enhanced properties compared with nanoparticle due
to

the

provide

direct

electron

path

and

reduce

the

electron-hole recombination occures at the grain boundaries.
rutile TiO2 nanorod. rutile TiO2 nanorod only grown at FTO
substrate which has same crystal structure with different
lattice parameter. Recently, fabrication of V-shaped rutile
TIO2 naotube via chemical etching of hydrothermally grown
rutile TiO2 nanorod of FTO using HCl have been reported.
However, mechnism of chemical etching and nanotube exsited
V-shape are not well understood.
In

this

study,

epitaxially

grown

vertically

aligned

TiO2

nanorod on SnO2 (001) epitaxial thin-film on M-cut sapphire
substrate deposited by PE-ALD method using DBTDA as a
precuror. Vertically aligned TiO2 nanorod successfully grown
on SnO2 (001) thin-film on m-cut sapphire substrate. and
their out-of, in-plain orientation were investigated by X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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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pole-figure. And also, we investigated growth behavior of
rutile TiO2 nanorod grown on FTO substrate. we assume that
rutile TiO2 nanorod grown on FTO have consist of nanorod
bundle less than 10nm and the wall of TiO2 nanorod exhibited
V-shape single crystal nanorod. there for this TiO2 nanorod
structure transform the V-shape nanotube after chemical
etching using HCl. DSSC properties of nanotube enhaced by
chemical

etching

even

length

decreased.

However,

TiO2

nanorods were not chemically etched after annealing even
morphology and crystallinity difference were not obseved.

Key words : Rutile TiO2, hydrothermal, chemical etching,
DSSC
Student ID : 2010-22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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