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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성 근

최근에, 전기화학적으로 환원된 TiO2 나노 튜브 어레이(r-TiO2 NTA)는 상

당히 향상된 전기용량과 산화제 생성을 위한 전기촉매적 특성으로 인해

슈퍼커패시터와 수 처리 분야의 양극 물질로 각광받는 물질이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450oC라는 한정된 열처리 온도에서 만든 r-TiO2

NTA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런 이유로, r-TiO2 NTA의 전기화학적 특성에

열처리 온도의 효과는 아직 명확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r-

TiO2 NTAs의 전기용량과 산화제 생성 특성에 다양한 열처리 온도 효과

를 공기 조건(350oC에서 750oC)과 질소 조건(250, 450, 650oC)에서 살펴보

았다. 그 결과, 질소 조건보다 공기 조건에서 열처리를 하였을 때, 온도

에 따른 r-TiO2 NTAs의 전기화학적 특성이 크게 달라졌다. 공기 조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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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온도(350, 450oC)에서 열처리를 한 anatase-dominant한 r-TiO2 NTAs가

높은 온도(650, 750oC)에서의 rutile-dominant한 r-TiO2 NTAs보다 크게 향상

된 전기용량과 전기촉매적 성질을 보였다. 특히, 350oC에서 열처리 한 r-

TiO2 NTAs의 면적 전기용량(14.9 mF/cm2)은 750oC에서 준비한 r-TiO2 NTAs

의 용량(0.1mF/cm2)보다 약 150배 높은 값을 가졌다. 350과 450oC에서 열

처리 한 r-TiO2 NTAs에서 하이드록실 라디칼이 잘 생성된 것에 비해, 높

은 온도에서 열처리한 r-TiO2 NTAs에서는 라디칼이 발생되지 않았다. 이

러한 결과는 낮은 온도에서 열처리를 하였을 때, r-TiO2 NTAs가 rutile보다

anatase-dominant한 구조가 되고 이는 H+ intercalation에 유리한 결정구조가

된다. 그로 인해, 많은 양의 Ti3+가 생성되고, 이는 도핑 레벨의 증가를

가져오게 된다. 하지만, 질소 조건에서 열처리 과정은 공기 조건과는 달

리 전기화학적 도핑 이후에 시행하기 때문에 열처리 이전에 구조적

distortion이 발생하게 되어 결정 구조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이로 인해

질소 조건에서 전기용량과 산화제 생성에 열처리 온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주요어: 전기화학적으로 환원된 TiO2 NTA, 열처리 온도, 전기용량 특성,

산화제 생성 특성, 도핑 레벨

학번: 2014-2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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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     론

고르게 배열된 TiO2 나노 튜브 어레이(nanotube array, NTA)는 싼 가격, 뛰

어난 화학적 안정성, 그리고 이온의 접근이 쉬운 나노 구조로 인해서 각

광받는 전극 물질이다[1-9]. 하지만 TiO2 NTA의 낮은 전기 전도도로 인해

서 전기화학적 성능이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전극의 응용이 제한적이다

[10-12]. 이러한 반도체 성질을 극복하기 위해서 C, N 그리고 F 도핑, 산

소가 없는 조건에서 열처리, 수소첨가, 그리고 강력한 환원제를 이용한

환원 등 다양한 도핑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13-17].

최근에, 전기화학적 환원시킨 TiO2 NTA가 전기적 성질이 증가한 것을

보인 이후로 전기화학적 환원이 간단한 도핑 방법으로 주목 받고 있다

[11,18,19]. 전기화학적 환원은 TiO2 NTA의 전기적 성질을 증가 시키기 위

한 효율적인 방법으로, C, N 그리고 F 도핑과는 다르게 TiO2의 구조적 변

형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 이 방법은 빠르고, 간단하고, 적당한 실험 조

건에서 donor 밀도를 크게 향상시켜 준다[19-24]. 기존의 몇몇 연구에서, 

전기화학적 환원이 TiO2 NTA의 커패시터 용량과 산화제 생성 효율을 상

당히 증가시켰고, 이 방법의 메커니즘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25-28]. 이

방법을 통해 TiO2 NTA 결정 구조에 수소이온이 삽입 되어 Ti3+가 유도되

고, 이로 인해 band gap이 낮아지게 되어 도핑 레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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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 전기화학적 성능을 보이게 된다[27,28]. 

하지만 대부분의 기존 연구에서는 열처리 온도를 약 450oC에서만 준비

해 TiO2 NTA를 환원 시켰다. 열처리 온도는 아나타아스(anatase) 상에서

루타일(rutile) 상까지 TiO2 NTA 결정 구조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다. 

본 연구에서는 TiO2 NTA를 만드는 과정에 열처리 온도를 350oC에서

750oC까지 다양하게 해서 결정구조를 다르게 한 뒤, 전기화학적 환원을

이용해 도핑을 하였을 때, 커패시터 용량과 산화제 생성 특성이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해 보았다. 또한, 전기화학적 환원을 이용해 도핑을 한 뒤, 

열처리를 하였을 때 역시 관찰해 보았다. 이를 통해, 전기화학적으로 환

원된 TiO2 NTA(electrochemically reduced TiO2 NTA, r-TiO2 NTA)의 열처리 온

도가 전기화학적 성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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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문헌 연구

2.1  TiO2 NTA의 제조

2.1.1  TiO2 NTA

2.1.1.1   양극산화

Fujishima와 Honda가 1972년에 TiO2 전극에서 물 분해에 관해 보고한 이

후로[29] TiO2는 태양 에너지 전환을 위한 물질로 각광을 받아왔다[30,31]. 

최근에 TiO2 전극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염료 감응형 태양

전지(DSSC), 광전기분해 셀, 그리고 센서에 응용되고 있다[32-37].

이러한 TiO2는 다양한 형태로 제조되어 왔다. 그 중, 나노 와이어와 나

노 튜브와 같은 1차원(1D) TiO2 나노 구조 형태는 졸-겔 방법, 템플레이

트를 이용한 방법, 그리고 물/용매열을 이용해 합성된다. 이 1D TiO2 나

노 전극은 특정 방향에 대한 성질과 넓은 표면적으로 인해 뛰어난 전기

적 성질을 가지게 된다[38]. 특히, TiO2 나노 튜브 어레이(NTA) 형태는 다

양한 응용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데, 이는 쉽고 값싼 방법인 전기화학적

양극산화를 이용해 만들 수 있다 (Figure 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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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he electrochemical anodization process for fabricating TiO2 NTA and 

possible anodic morphologies (a), SEM images of TiO2 NTA (Top and side view, 

and bottom of Ti substrate with removal of nanotubes) (b), and disordered TiO2

NTA with bundle types: The schemes of I to V in (a) indicate metal 

electropolishing, formation of compact layer, self-ordered TiO2 nanotubes, rapid 

nanotube formation, and ordered nanoporous layers, respectively[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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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화학적 양극산화는 일반적으로 fluoride 이온을 포함한 수계와 비수

계 전해질에서 일정한 전압을 인가하는 방법이다. TiO2 NTA 형성 메커니

즘은 양극산화를 이용해 나노 기공 구조의 알루미나를 얻는 과정과 비슷

하다[40]. 

양극산화를 통해 TiO2 NTA 전극의 생성은 두 가지 기본적인 반응에

의해 이루어진다. 첫 번째 중요한 반응은 조밀한 산화 층인 TiO2를 만드

는 반응이다. 이 산화 층은 Ti → Ti4+ + 4e- 반응에 의해 생성된 Ti4+ 이온

과 전해질의 H2O에서 발생한 O2-의 반응에 의해 형성된다. 초기에 산화

층이 성장한 이후에, Ti4+이온이 전기장에 의해 Ti-O 결합이 약해져서 금

속과 산화층 사이의 계면에서 끊임없이 이동한다. 이렇게 용해된 Ti4+ 이

온이 O2-와 반응하여 두꺼운 산화층을 만든다. (식 (1)과 (2))

2H2O → O2 + 4e- +4H+     (1)

Ti + O2 → TiO2     (2)

Fluoride 이온이 있는 조건에서, 두 번째 중요한 반응이 식 (3)과 (4)에

서와 같이 산화층과 전해질 계면 사이에서 발생하는 화학적 용해이다. 

Ti4+ + 6F- → [TiF6]
2-     (3)

TiO2 + 6F- + 4H+ → [TiF6]
2- + 2H2O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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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양극산화 과정에서 이 두 가지 반응

에 의해 고르게 배열된 나노튜브 구조가 얻어진다. 초기 단계에서(Figure 

2 (a)), 전기장에 의한 용해가 화학적 용해보다 양극산화에서 더 우세한

역할을 하는데, 이는 커다란 전기장이 얇은 산화층에 걸쳐 작용하기 때

문이다. 하지만 국한적인 화학적 용해로 인해 생긴 작은 구덩이들이 기

공 생성에 중심이 된다(Figure 2 (b)). 기공 중심들이 더 큰 기공으로 성장

하면서 기공 밀도가 증가하고 표면 전체에 걸쳐 균일하게 확장된다

(Figure 2 (c)와 (d)). 화학적 용해 속도가 전기장에 의한 용해 속도와 동일

하게 되면, 산화층(배어리어 층)의 성장이 중단되고 기공의 깊이가 증가

하게 된다(Figure 2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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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Schematic diagram of the formation of TiO2 nanotube array: (a) growth 

oxide layer by field-assisted dissolution, (b) small pit formation on the oxide layer 

by chemical dissolution, (c) formation of scallop shaped pores from small pits, (d) 

pore development of pore and increase of pore density, and (e) developed self-

organized nanotube array[13,39].



8

TiO2 NTA의 성장은 전류-시간 그래프를 통해 관찰할 수 있다(Figure 3 (a)). 

양극 전압을 인가하면, 조밀한 산화층이 성장하며 자기 제어 과정으로

이어진다[12]. 자기 제어 과정은 양극 반응 과정 중 TiO2 NTA에 산화층

의 성장으로 인해 TiO2 NTA가 절연체 성질을 띠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층 두께를 결정하는 전기장의 감소로 인해, 양극 전류가 기

하급수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즉, 정전압을 인가하는 것이 산화층의 두께

를 결정하는 기본적인 역할이다.

Fluoride 이온이 없으면, figure 3 (a)에 CO 전류 그래프처럼 양극전압을

인가하면 조밀한 산화층이 생겨 피막이 형성되게 된다. Fluoride 이온이

존재하게 되면, 화학적 용해가 산화층과 전해질 계면 사이에 발생하게

되어 스스로 배열된 나노튜브 구조가 성장하게 된다(Figure 3 (a)에 PO 전

류 그래프). 이러한 현상은 전기장에 의한 용해와 화학적 용해가 평형

상태를 이룰 때 발생한다(Figure 3 (b)).

또한, fluoride 이온의 농도가 TiO2 NTA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Figure 3 (a)에 외삽된 CO 그래프를 보면, 저농도 조건에서는 fluoride 이

온이 없는 조건과 같은 특성을 보인다. 반면에, 고농도 조건에서는 Ti4+

이온과 많은 양의 fluoride 이온의 반응에 의해 생긴 가용성의 Ti4+ 형태

([TiF6]
2-)과 전해 연마(electro polishing)로 인해 산화층의 생성이 성장이 발

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나노튜브 어레이 형태를 얻기 위해서는 적당한

농도의 fluoride 이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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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a) Typical current profiles in the absence (compact oxide, CO) and 

presence (porous oxide, PO) during anodization for fabricating TiO2 NTA by 

applying constant voltage: The current characteristic of PO mean different 

morphological stages (I–III) and the curves in inset shows typical linear sweep 

voltammograms (j–U curves) in the electrolyte containing different fluor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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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ntrations (high, and intermediate, and low fluoride concentration leads to the 

current curves of electro-polishing (EP), PO, and CO, respectively) [13]; (b) the 

steady state condition based on equilibrium between electrochemical etching rate 

and chemical dissolution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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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  TiO2 NTA 형태에 영향을 주는 요인

Fluoride 이온은 금속-산화층 계면에 fluoride-rich 영역에 존재하는 O2-이

온보다 매우 작기 때문에 이동 속도가 산화층 격자 내에서 두 배 정도

빠르다. Fluoride-rich 영역은 XPS와 SEM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Figure 4 (a)와 (b)를 보면, fluoride-rich 영역은 대략 20nm의 두께를 가지고

있고 (Figure 4 (a)), fluoride-rich 영역을 나타내는 움푹 패인 곳은 나노층을

떼어낸 티타늄 판 아래에서 볼 수 있다 (Figure 4 (b)).

보통 fluoride를 포함한 전해질에서 만들어진 TiO2 NTA는 측면 모습이

V모양을 하고 있다 (Figure 4 (c)). 이것은 fluoride를 포함한 전해질에서

etching을 통한 화학 분해에 의해 얻어진 결과이다. 나노 튜브가 생성되

는 동안, 튜브의 바깥쪽 부분(OST)이 안쪽 부분(IST)에 비해 더 밀도가

높아서 거의 순수한 TiO2와 같다. 따라서 fluoride 이온의 IST로의 흡수가

OST보다 훨씬 쉬워서 나노 튜브 위쪽의 두께가 더 얇아지게 된다. 이러

한 전극 형태는 figure 4 (d)의 SEM 사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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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XPS spectra of lifted-off TiO2 NTA obtained from bottom to top of 

nanotube layer (a), SEM images of fluoride-rich layer and bottom of titanium 

substrate after lifted-off nanolayer (b), Typical morphology of TiO2 NTA fabricated 

in organic electrolyte (IST, OST and FRL indicate inner, outer oxide shell and 

fluoride-rich layer, respectively.) (c), and SEM images obtained from top, middle 

and bottom of fractured TiO2 NTA (d)[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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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 역시 전기화학적 에칭 과정에서 전극 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 Table 1을 보면 10V의 정전압 조건에서 평균 TiO2 튜브 벽 두께와 길

이에 온도가 크게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정전

압 조건에서, 튜브 기공 지름은 온도에 상관없이 약 22nm로 일정했다. 

그에 반해, 튜브 벽 두께와 길이는 양극산화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

하는 경향을 보였다[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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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verage wall-thickness and length of TiO2 NTA fabricated by different 

anodizing temperature under constant voltage (10 V) [41]

Anodizing Temperature 

(oC)
Wall thickness (nm) Tube length (nm)

5 34 224

25 24 176

35 13.5 156

50 9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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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는 에틸렌 글라이콜 전해질에서 TiO2 NTA의 길이의 인가된 전압

과 fluoride 농도에 따른 최적화 조건을 나타낸다[13]. 나노 튜브 구조는

에틸렌 글라이콜, DMSO, 글라이세롤과 같은 유기 전해질에서 잘 생성된

다. 유기 전해질에서 만들어진 튜브 형태는 수용성 전해질에서 만들어진

튜브와 매우 다르고, 물의 함량이 낮기 때문에 기공 지름이 700nm까지

크게 만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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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Optimized condition for preparation of self-organized TiO2 nanotube 

layer in ethylene glycol electrolyte: Note that disordered tube layer is formed 

beyond the optimized condition[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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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3   TiO2 NTA의 결정 구조에 열처리 온도의 영향

양극 산화에 의해 생성된 TiO2 NTA는 비정형(amorphous) 형태로 잘 알려

져 있다. 산소 존재 하에 열처리 온도를 증가시키면, 나노튜브 벽이 아나

타아스(anatase) 결정구조로, 나노튜브 아래 메탈 층은 루타일(rutile) 결정

구조로 바뀌게 된다. 따라서, 관찰되는 결정 구조 상은 다결정

(polycrystalline)구조이다. TiO2 성질은 결정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적용

할 수 있는 분야 또한 다양하다. 예를 들어, anatase 결정구조는 DSSC나

광촉매 작용에 쓰이는 전하 분리 기기에, rutile 구조는 가스 센서나 유전

막에 주로 사용된다. 

20V, HF 전해질에서 얻어진 TiO2 NTA 전극의 산소 조건하에서 다양한

열처리 온도에서 얻어진 GAXRD(glancing angle X-ray diffraction) 패턴이

figure 6에 나타나 있다. 회절 패턴을 보면, anatase 상이 280oC에서 나타나

기 시작한다. 열처리 온도 230oC에서는 티타늄 피크만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샘플이 비정형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열처리 온도

230oC와 280oC 사이에서 anatase 상으로 결정화 된다. 열처리 온도 430oC 

부근에서는 rutile 상이 나타나는 것을 XRD 패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온도 이상에서는 강하게 나타나는 rutile (110) 피크가 커지고, anatase

(101) 피크가 약해진다. rutile 결정 구조로의 완전한 변화는 620~680oC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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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발생한다. 또한, Fig 6를 보면 열처리 온도 430oC에서 580oC 사이에서

티타늄 피크가 점점 감소하고 680oC에서 완전히 사라진다. 이것은 이 온

도 부근에서 티타늄 지지층의 결정화로 인해 산화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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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GAXRD patterns of the nanotube samples annealed at temperatures 

ranging from 230 to 880oC in dry oxygen ambient for 3h. A, R, and T represent 

anatase, rutile, and titanium, respectively[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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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전기화학적 도핑

티타늄 기반의 나노 튜브 전극은 값싼 제조 방법과 독특한 1차원적 구조

로 인해 긴 시간 동안 많이 연구되어 왔다. 하지만, 넓은 밴드 갭을 가진

티타늄 기반의 나노 튜브 전극은 반도체 성질로 인해 전극으로의 사용이

제한 되어 왔다[10-12]. 이를 극복하기 위해 탄소, 질소, 또는 플루오르

도핑, 산소가 없는 조건에서 열처리, 수소첨가, 그리고 강력한 환원제를

이용한 환원 등의 도핑 방법이 사용되었다[13-17]. 최근에, 이러한 전극의

전기적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간단하고 빠른 방법인 전기화학적 환원 방

법을 사용하고 있다[11,18,19]. 

Figure 7은 티탄산 나노튜브와 TiO2 (anatase) 전극의 다양한 주사 속도

에 대한 CV 그래프이다[42]. 두 전극의 전류의 변화가 모두 산화 분극이

아닌 환원 분극에서 나타난다. 이 결과는 티탄산 나노튜브와 TiO2 anatase

전극 모두 n-타입 반도체라는 것을 나타낸다. 게다가, 산화 곡선이 두 전

극 모두 -1.0V에서 -0.5V 사이에서 나타난다. 이 현상은 환원 분극이 반

도체 전극에 전자가 쌓이고, 그로 인해 양전하 삽입에 의해 보상된 전하

가 발생된다[43,44].

Ti4+ + e- + H+ → Ti3+H+     (5)

이 반응은 가역적이어서 전압이 양의 값으로 주사될 때 산화 전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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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다. 두 전극 모두에서 산화 피크에 전류가 전위 주사 속도의 제곱

근에 일정하게 비례한다. 이 결과는 네른스트(Nernst) 식과 일치하는데, 

이는 산화 환원 과정이 양전하 확산에 의해 진행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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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Cyclic voltammograms of the electrodes, at various scan rates, in a 

standard buffer solution (pH 6.8) containing 0.1M Na2SO4: a) titanate nanotube; b) 

TiO2 (anatase)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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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r-TiO2 NTA의 특성[26]

2.2.1   전도성과 산소발생 특성

Anatase TiO2 NTA의 환원 분극에 대한 효과를 보기 위해, 1M 버퍼 용액

조건에서 확인한 CV 그래프가 figure 8에 나타나 있다. 첫 번째 CV 사이

클에서 양 전위가 0에서 3.0V로 주사되었고(Regime Ⅰ), 이 구간에서

anatase TiO2 NTA의 전류 밀도가 매우 낮았고 2.0V 이상의 높은 과전압에

서도 산소 발생 반응(OER)이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이 구간에서 어떠

한 색 변화도 보이지 않았다. 이것은 anatase TiO2 NTA의 반도체 특성을

나타낸다. 전위가 음극 분극으로 일정하게 주사되게 하기 위해(Regime 

Ⅱ), 전위를 3.0V에서 -2.0V로 전환하였다. 기존의 문헌에 따르면, 전기변

색이 약 -0.7V 전위에서 전하 보상에 의해 발생한 양성자(proton) 삽입에

의해 발생한다[42,43,45]. 결과적으로, 회색 빛깔의 anatase TiO2 NTA이 어

두운 파란색으로 바뀌게 되고(figure 9), 전위가 -1.5V 보다 음으로 감소하

면 수소 발생 반응이 일어난다. 첫 번째 CV 사이클이 -2.0V에서 0V로

산화 스캔을 통해 완료가 된다. 흥미롭게도, 어두운 파란색이 기존의

anatase TiO2 NTA의 회색으로 돌아가지 않았고, 이는 anatase 구조에서 전

기변색이 비가역적인 성질을 보인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것은 기존에 잘

알려진 가역적 전기변색과는 확실히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다[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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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사이클에서, regime Ⅰ에 blue TiO2 NTA의 CV 그래프가 anatase

TiO2 NTA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첫 번째 사이클에

서 anatase TiO2 NTA의 환원 분극으로 인한 것이다. 두 가지 다른 점을

볼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사이클과는 달리 두 번째 사이클에서 산소

발생 반응이 2.0V 이상의 높은 양극 전위에서 나타난다. 두 번째로 양극

전위 0에서 0.6V 내에서 전류밀도가 크게 증가한 것을 외삽된 그래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세 번째 사이클에서도 이 차이점들을 관찰할 수

있다. 이 결과는 첫 번째 사이클의 환원 분극에 의한 것으로, anatase TiO2

NTA이 간단한 방법에 의해 비가역적인 금속성 성질을 가지는 파란색의

TiO2 NTA로 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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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Cyclic voltammograms (CVs) of the anatase TiO2 NTA to show the 

effect of simple cathodic polarization (a scan rate of 40 mV/s within -2.0–3.0V, 

[KH2PO4]0=1M with NaOH, pH=7.2); Regime Ⅰ and Ⅲ indicate the potential 

range within 0.0–3.0V and -2.0–0.0V with an anodic potential sweep; cathodic 

polarization is conducted in regime Ⅱ (-2.0←3.0V): The inset shows the enlarged 

CVs within a potential range of 0.0–0.6V in the 2nd 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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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a) Scheme for fabricating the Blue TiO2 NTA from the anatase TiO2

NTA with the simple cathodic polarization and (b) its corresponding col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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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전기화학적으로 환원된 TiO2 NTA의 전도도의 증가는 밴드 갭의

변화로 설명할 수 있다. Blue TiO2 NTA의 밴드 갭은 anatase TiO2 NTA에

비해 낮아지게 된다. Figure 10은 blue TiO2 NTA와 anatase TiO2 NTA의

Kubelka-Munk 식에서 얻어진 광자 에너지의 함수인 타우크(Tauc) 플랏이

다[46]. 광학 밴드 갭은 타우크 플랏의 기울기를 외삽하여 얻을 수 있다. 

Figure 10에서 볼 수 있듯이, 환원 분극 이전에 anatase TiO2 NTA보다 blue 

TiO2 NTA에서 밴드 갭이 더 낮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Blue TiO2

NTA는 광학 밴드 갭이 3.10eV이고 밴드 꼬리가 2.70eV인 반면에, anatase

TiO2 NTA에서 3.30eV의 밴드 갭을 나타내었다. Blue TiO2 NTA의 밴드 꼬

리는 환원 분극에 의해 생성되어 트랩 역할을 하는 Ti3+ 사이트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 생각되고[11,19], 이는 anatase TiO2 NTA의 색을 어두운 파

란색으로 변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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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Tauc plot of (αhν)1/2 of the Blue TiO2 NTA and the anatase TiO2

NTA as a function of the photon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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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전기용량 특성

Figure 11을 보면 blue TiO2 NTA의 큰 전기용량과 높은 전도도 특성을 CV 

(a)와 임피던스 분석(impedance spectroscopy measurement) (b) 을 볼 수 있

다. 전위 범위 0에서 0.6V 사이에서 100배 높은 전류를 가진 커다란 사

각형 모양의 CV가 anatase TiO2 NTA가 아닌 blue TiO2 NTA에서 명확하게

관찰되었고, 이는 높은 전도도를 보여준다 (Figure 11 (a)). 이러한 전도도

의 증가는 Ti3+ 사이트에 존재하는 환원 분극에 의해 생성된 전자에 의

해 설명할 수 있다[11,19]. 하지만, 환원 분극에 의해 생성된 Ti3+ 사이트

에 대한 과학적인 명확한 증거가 확실하지 않아 추후 연구가 필요한 상

황이다. 위의 결과는 모샤키 플랏(Mott-Schottky plot)을 통해 blue TiO2

NTA의 높은 전도도를 설명할 수 있다(Figure 11 (b)). 모샤키 플랏에 나타

나는 기울기의 역수가 전하 운반자 밀도(donor density)를 나타내므로, blue 

TiO2 NTA가 anatase TiO2 NTA보다 훨씬 더 낮은 기울기를 가져 높은 전하

밀도를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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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Superior metallic behavior of the Blue TiO2 NTA; (a) CVs at a scan 

rate of 40mV/s within a potential of 0.0–0.6V and (b) the Mott-Schottky plot of the 

Blue TiO2 NTA and the anatase TiO2 NTA ([KH2PO4]0=0.1M with NaOH (pH=7.2), 

AC potential=10mV, frequency=100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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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산화제 생성 특성

전기화학적으로 생성된 하이드록실 라디칼(• OH)은 클로린과 함께 가장

많이 쓰이는 산화제이다. 이 라디칼을 생성하는 상용 전극으로 잘 알려

진 BDD 전극은 제조에 있어 비싼 물질과 복잡한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

에, 간단하고 값싼 방법을 통해 양극 물질을 제조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

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blue TiO2 NTA는 값싼 재료인 Ti를 이용하

고 양극 산화와 환원 분극과 같은 간단한 방법으로 제조가 가능한 산화

제 전극이다. 

Figure 12에서 p-나이트로소다이메틸아닐린(RNO) 탈색(bleaching) 방법

을 이용해 blue TiO2 NTA와 BDD 전극의 OH 라디칼 생성을 비교해 보았

다[47]. 이 그래프에서 semi-log plot의 기울기가 정상 상태에서 OH 라디

칼의 생성을 나타낸다. Blue TiO2 NTA에서 OH 라디칼 생성 효율은 BDD 

전극과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32

Figure 12 Comparison of the generation efficiency of •OH between the Blue 

TiO2 NTA and the commercial BDD electrode: The semi-log plot of b shows the 

extent of •OH generation measured by RNO bleaching on the Blue TiO2 NTA 

([KH2PO4]0=0.1M with NaOH (pH=7.2), [RNO]0=20μΜ, i=0.05A/cm2). The 

slope of the semi-log plot indicates a steady state •OH production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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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연구 방법

3.1  r-TiO2 NTAs 전극의 제조

Ti 판을 TiO2 NTA를 만들기 위해, H2O(2.5 wt%)와 NH4F(0.2 wt%)를 포함

한 에틸렌 글라이콜 용액에서 정전압(45V) 조건에서 5시간 동안 양극 산

화를 해준다(25oC). 이렇게 준비된 TiO2 NTA를 산소 존재 하에 350oC에

서 750oC까지 다양한 온도로 2시간 동안 열처리를 해준다. r-TiO2 NTAs를

만들기 위해, 열처리 된 TiO2 NTA를 포스페이트 버퍼 용액에서 정전류

(0.017 A/cm2) 조건에서 90초 동안 환원 분극을 가한다(NaOH를 포함한

[KH2PO4]0=0.1M, pH=7.2). 또한, 열처리 과정과 전기화학적 환원의 순서에

대한 영향을 보기 위해 양극 산화된 TiO2 NTA를 위와 동일한 조건으로

환원 분극을 가한다. r-TiO2 NTAs를 질소 조건 하에 250oC, 450oC, 650oC에

서 2시간 동안 열처리를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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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r-TiO2 NTAs의 특성

r-TiO2 NTAs의 표면 특성을 관찰하기 위해, 주사형 전자 현미경(SEM, 

JSM-6700F, JEOL, Japan), 고분해능 X선 회절 장치(XRD, Bruker D8 

DISCOVER, Germany), 그리고 X선 광전자 분광기(XPS, SIGMA PROBE,

ThermoVG, U.K)를 사용하였다. r-TiO2 NTAs의 전기화학적 특성을 보기

위해, 컴퓨터 제어 일정 전위기/일정 전류기(PARSTAT 2273A, Princeton 

Applied Research, USA)를 이용해 전형적인 3전극 시스템에서 순환 전압-

전류법과 전기화학적 임피던스 분광학(EIS)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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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r-TiO2 NTAs의 전기용량 특성

r-TiO2 NTAs의 면적 전기용량을 다음 식(6)을 이용해 계산하였다[48].

C =
�� − ��
2� × �

					(6)

C는 면적 전기용량, ν는 전위 주사 속도(V/s), A는 r-TiO2 NTAs의 전극

면적(1cm×1.5cm), Ia-Ic는 산화전류와 환원전류의 차이(A)를 나타낸다.

나이퀴스트 도시(Nyquist plot)와 복합적 전기 용량(complex capacitance)

를 얻기 위해, NaOH를 포함한 0.1M KH2PO4 용액에서 10mV의 교류 전압

과 개방회로 직류 전압에서 EIS를 측정하였다. r-TiO2 NTA의 도핑 레벨

(ND)를 측정하기 위해 모샤키(Mott-Schottky) 식에서 기울기의 역수를 이

용해 계산할 수 있다(식 (7))[49].

1

C��
� = �

2

eε�εN�
� �−∆Φ −

kT

e
�					(7)

CSC는 공간 전하 용량(μF-1cm2), -ΔΦ=E-Efb(V)(E: 인가한 전위, Efb: 플

랫 밴드 전위), ND는 donor 밀도(cm-3), e는 전자 전하, ε는 전극 물질의

유전율, ε0는 자유 공간의 유전율, k는 볼츠만(Boltzmann) 상수, 그리고 T

는 운전 온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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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r-TiO2 NTAs의 산화제 생성 특성

r-TiO2 NTAs의 산화제 생성 특성을 보기 위해, 하이드록실 라디칼(•OHs)

을 측정하였다. 전극에서 생성된 • OHs는 이와 선택적으로 반응하는 p-

나이트로소다이메틸아닐린(RNO)가 탈색(bleaching) 되는 것을 자외선 가

시광 분광학(UV-vis spectroscopy, Agilent 8453, Agilent Life Sciences and 

Chemical Analysis, USA)을 이용하여 측정한다[50]. •OHs와 RNO의 반응은

다음의 식 (8)을 따른다.

−
�[���]

��
= �[∙ ��]��[���] = ����[���]					(8)

식 (8)를 적분하면,

−ln
[���]

[���]�
= �����					(9)

k는 1.25×1010 M-1s-1[?], [RNO]0=20μM, [∙OH]SS는 •OHs의 정상 상태 농

도, 그리고 kobs는 • OHs의 정상 상태 생성 속도 상수를 나타낸다. 유사

일차 반응속도론 가정에 의하여 얻어진 semi-log plot (식 (9))의 기울기는

•OHs의 정상 상태 생성 속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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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결과 및 토의

4.1  r-TiO2 NTAs의 공기 조건에서 열처리 온도 효과

4.1.1   표면 특성

Figure 13 (a)와 (b)는 SEM과 XRD로 측정한 r-TiO2 NTAs의 표면 형태와

다결정 구조를 각각 보여준다. Figure 13 (a)를 보면, 모든 열처리 온도에서

r-TiO2 NTAs가 내부 지름 80nm와 튜브 길이 10μm(figure 13 (a)의 외삽된

그림)를 가지는 고르게 잘 배열된 나노 튜브 층으로 동일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r-TiO2 NTAs의 XRD 패턴을 보면(figure 13 (b)), 열처리 온

도가 증가함에 따라 다결정 구조가 anatase-dominant한 구조에서 rutile-

dominant한 구조로 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XRD 패턴에서 A는

anatase를 R은 rutile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약 27o 부근에서 강하게 나

타나는 rutile 피크가 높은 열처리 온도(650oC, 750oC)에서 만든 r-TiO2

NTAs에서 나타나지만, 낮은 열처리 온도(350oC, 450oC, 550oC)에서 만든

전극에서는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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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13 Representative SEM images (a) and XRD patterns (b) of r-TiO2 NTAs 

prepared at various annealing temperatures ranging from 350 to 750°C in the air: 



39

The inset of (a) presents a cross-sectional SEM image. The A and R in the inset of 

(b) indicate anatase and rutile,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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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전기용량 특성

Figure 14 (a), (b), 그리고 (c) 는 각각 순환 전압-전류법(0.0-0.6V), 나이퀴

스트 도시, 그리고 복합적 전기용량을 통해 관찰한 r-TiO2 NTAs(350oC에

서 750oC까지 다양한 온도에서 열처리)의 전기용량 특성이다. Figure 14 (a)

를 보면, 열처리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r-TiO2 NTAs의 plateau 전류가 크

게 감소되는 것을 통해 열처리 온도가 r-TiO2 NTAs의 전기용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식 (6)에서 얻어진 면

적 전기용량(Table 2)에 의해 잘 나타난다. r-TiO2 NTAs(350oC, 450oC, 550oC)

가 r-TiO2 NTAs(650oC, 750oC)보다 더 큰 면적 전기용량을 보인다. 예를

들어, r-TiO2 NTAs(350oC)의 면적 전기용량인 14.9 mF/cm2은 750oC에서의

0.1 mF/cm2보다 약 150배 정도 크다. 게다가, 이렇게 다른 전기용량 특성

이 나이퀴스트 도시에서 관찰된다(figure 14 (b)). r-TiO2 NTAs(350oC, 450oC, 

550oC)는 모든 주파수(frequency)에서 수직선을 보이는(figure 14 (b)의 외삽

된 도시) 반면에, r-TiO2 NTAs(650oC, 750oC)는 약 45o의 임피던스 선과 높

은 주파수 영역에서는 움푹 들어간 반원을 보인다. 이를 통해, r-TiO2

NTAs(350oC, 450oC, 550oC)에서 좋은 전기용량 거동을 나타낸다. 특히, 나

이퀴스트 도시에서 초기 점(figure 14 (b)의 외삽된 도시)[27,51]과 복합적

전기용량의 capacitive 피크의 위치(figure 14 (c))[25,52]를 통해 r-Ti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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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As(350oC, 450oC, 550oC)에서 r-TiO2 NTAs(650oC, 750oC)보다 더 낮은 고

유 저항과 더 빠른 rate capability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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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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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Figure 14 Cyclic voltammograms (a), Nyquist plots (b), and complex 

capacitances (c) of r-TiO2 NTAs prepared at various annealing temperatures 

ranging from 350 to 750oC in the air showing their capacitive properties 

([KH2PO4]0 = 1 M with NaOH, pH = 7.2): The electrochemical impedance 

spectroscopy was performed at an AC potential of 10 mV and DC potential (vs. 

open circuit potential). The inset of (b) presents the enlarged Nyquist plots of r-

TiO2 NTAs in the high-frequency reg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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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real capacitance of r-TiO2 NTAs calculated using the results of the 

cyclic voltammograms in figure 14 (a).

Annealing temperature

(oC)

Areal capacitance

(mF/cm2)

350 14.9

450 11.8

550 7.1

650 1.9

750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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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산화제 생성 특성

Figure 15는 하이드록실 라디칼(•OHs)의 생성을 나타내는 semi-log 플랏의

기울기를 통해 r-TiO2 NTAs의 산화제 생성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Figure 

15을 보면, r-TiO2 NTAs(350oC, 450oC)에서 많은 양의 •OHs가 생성되고 있

는 것을 볼 수 있는 반면에, r-TiO2 NTAs(650oC, 750oC)에서는 •OHs가 생성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r-TiO2 NTAs에서 • OHs의 생성이

열처리 온도에 대하여 현저하게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경향은 낮은 열처리 온도에서 만들어진 r-TiO2 NTAs의 전기용량

의 증가 특성과 비슷하다(figure 14). 하지만, 중간 정도의 전기용량 특성

을 보인 r-TiO2 NTAs(550oC)에서 산화제 생성이 보이지 않았다. 이것은

전기용량 특성이 산화제 생성 특성에 비해 열처리 온도에 더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 판단되지만, 그 차이에 대한 명확한 이유는 본 연구

에서 밝히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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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 Production of the hydroxyl radical (•OH) ([KH2PO4]0 = 0.1 M with 

NaOH (pH = 7.2), [RNO]0 = 20 μM, i = 0.05 A/cm2, cell voltage = 4~5 V) by r-

TiO2 NTAs prepared at various annealing temperatures ranging from 350 to 750oC

in the air; the slope of the semi-log plot indicates the steady state production rate of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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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전기화학적 도핑 효과

Figure 16은 350oC에서 750oC까지 다양한 열처리 온도에서 만든 r-TiO2

NTAs의 도핑 레벨을 보기 위한 모샤키 플랏을 나타냈다. Figure 16을 보

면, 모샤키 플랏에서 r-TiO2 NTAs의 기울기가 열처리 온도에 따라 매우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r-TiO2 NTAs(350oC, 450oC, 

550oC)의 기울기가 r-TiO2 NTAs(650oC, 750oC)보다 훨씬 더 낮다. 이는 r-

TiO2 NTAs(350oC, 450oC, 550oC)의 도핑 레벨이 더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

모샤키 플랏(figure 16의 외삽된 그래프)의 기울기를 통해 계산된 r-TiO2

NTAs(350oC)의 운반자 밀도(carrier density)는 1.6 × 1018cm-3으로 r-TiO2

NTAs(750oC)의 2.0×1017cm-3보다 약 10배 정도 높다. r-TiO2 NTAs(350oC,

450oC, 550oC)의 높은 도핑 레벨은 그들의 뛰어난 전기용량 특성과 산화

제 생성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왜냐하면, 도핑 레벨의 증가는 기존의

전극으로의 사용을 제한했던 TiO2 NTAs의 낮은 전도도를 향상시키는 것

으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25-28]. 기존의 보고에 따르면[20,26], 향상

된 전도도는 TiO2 NTAs의 전기용량과 산화제 생성 특성을 개선하는 전

기화학적 환원을 이용해 가전자대(valance band)와 전도대(conduction band) 

사이에서 전자 전이에 기여한다. 이러한 결과들은 열처리 온도가 r-TiO2

NTAs의 전기화학적 성능을 증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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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6 Mott-Schottky plots of r-TiO2 NTAs at an AC potential of 10 mV and 

a frequency of 100 Hz ([KH2PO4]0 = 1 M with NaOH (pH = 7.2)) prepared at 

various annealing temperatures ranging from 350 to 750oC in the air; the inset 

presents an enlarged plot of the r-TiO2 NTAs to show the linearity of the Mott-

Schottky slopes in a potential range of 0.1 – 0.3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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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7 (a)와 (b)는 2.0-3.0V의 전위 범위에서 얻어진 r-TiO2 NTAs의

순환 전압-전류법과 350, 750oC에서 얻어진 전극의 XPS를 각각 나타낸다.

이를 통해, 다양한 열처리 온도에서 얻어진 r-TiO2 NTAs의 뚜렷하게 다른

전기화학적 특성의 본질을 확인해보았다. Figure 17 (a)를 보면, 0.9-0.0V

의 전위 범위에서 나타나는 r-TiO2 NTAs의 뚜렷이 구별되는 H+

intercalation/de-intercalation 피크를 볼 수 있다. 최대 전류 밀도를 살펴보

면, H+ intercalation(figure 17 (a)의 외삽된 그림)/de-intercalation의 산화 환원

반응이 r-TiO2 NTAs(650oC, 750oC)보다 r-TiO2 NTAs(350oC, 450oC, 550oC)에

서 향상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차이점은 다양한 열처리 온도에서

만들어진 r-TiO2 NTAs의 명확히 다르게 나타나는 다결정 구조로 설명할

수 있다[16]. 다른 열처리 온도는 r-TiO2 NTAs의 다결정 구조를 anatase-

dominant한 구조에서 rutile-dominant한 구조로 변하게 된다(figure 13 (b)). 

일반적으로 낮은 열처리 온도(350oC, 450oC, 550oC)에서 발달하는 anatase-

dominant한 구조는 높은 열처리 온도(650oC, 750oC)에서 발달하는 rutile-

dominant한 구조에 비해 넓은 구조적 void로 인해 H+를 수용하는데 bulk 

격자의 작은 뒤틀림이 일어난다[53,54]. 따라서, 구조적으로 유리한 r-TiO2

NTAs (350oC, 450oC, 550oC)에서 r-TiO2 NTAs(650oC, 750oC)에 비해 Ti3+가

더 많이 생성되고, 이는 도핑 레벨이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결과는 figure 17 (b)의 XPS 스펙트럼에서 더 자세히 나타난다. Ti 2p3/2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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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가 전기화학적으로 환원시키기 전의 TiO2 NTA에 비해 r-TiO2

NTAs(350oC)가 r-TiO2 NTAs(750oC)보다 약간 음으로 더 이동한 것을 통해,

r-TiO2 NTAs(350oC)에서 더 많은 Ti3+가 생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2].

게다가, 약 2.5V 전위에서 보이는 산소 발생 반응(figure 17 (a))은 r-TiO2

NTAs(350oC, 450oC)에서 좋은 전기촉매 작용 활성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

하고, 이는 figure 15의 •OH 생성 결과와 연관 지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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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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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7 Cyclic voltammograms of r-TiO2 NTAs prepared at various annealing 

temperatures ranging from 350 to 750oC in the air ([KH2PO4]0 = 1 M with NaOH, 

pH = 7.2, scan rate = 50 mV/s) and the XPS spectra of r-TiO2 NTAs (annealed at 

350oC and 750oC) (b); the pristine TiO2 NTA in (b) indicates the prepared TiO2

TNA by the thermal annealing (350oC and 750oC) of as-prepared TiO2 NTA 

without electrochemical re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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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r-TiO2 NTAs의 질소 조건에서 열처리 온도 효과

4.2.1   표면 특성

Figure 18은 XRD로 측정한 r-TiO2 NTAs의 다결정 구조를 보여준다. 전기

화학적 도핑 이후 질소 조건에서 열처리를 한 TiO2 NTAs에서 열처리 온

도가 증가함에 따라 rutile 피크가 약간 증가하기는 하였지만, 그 변화는

미미했다. 특히, 공기 중에서 열처리 하고 전기화학적으로 환원한 TiO2

TNAs에서 650oC 이후에 강한 rutile 피크(약 27o 부근)가 나타나는 반면,

질소 조건에서는 이 부근에서 rutile 피크가 보이지 않았다. 이는 열처리

과정과 전기화학적 도핑 순서에 의한 것이라 판단된다. 공기 중에서 열

처리를 한 후 도핑을 한 TiO2 TNAs와 달리, 도핑 이후 질소 조건에서 열

처리를 하게 되면 결정화 이전에 TiO2 TNAs의 비정형 형태에 H+를

intercalation하게 된다. 따라서, intercalation된 많은 H+로 인해 구조에 뒤틀

림이 발생해 열역학적으로 안정된 rutile 구조가 높은 열처리 온도에서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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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8 Representative XRD patterns of r-TiO2 NTAs prepared at 250, 450, 

and 650oC in N2 condition: The T, A, and R indicate titanium, anatase, and rutile,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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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전기용량 및 산화제 생성 특성

Figure 19 (a)와 (b)는 각각 순환 전압-전류법(0.0-0.6V), 나이퀴스트 도시를

통해 관찰한 r-TiO2 NTAs의 전기용량 특성이다. Figure 19 (a)를 보면, 공기

중에서 열처리 한 r-TiO2 NTAs와 달리 열처리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r-

TiO2 NTAs의 plateau 전류가 증가하다가 일정해지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식 (6)에서 얻어진 면적 전기용량(Table 3)에 의해 잘 나타

난다. 질소조건에서 열처리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구조의 결정도가 증가

해 면적 전기용량이 증가하다 일정하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면적

전기용량의 경향은 나이퀴스트 도시에서 관찰된다(figure 19 (b)). r-TiO2

NTAs는 모든 주파수(frequency)에서 수직선을 보여 좋은 전기용량 특성

을 보이지만, 특히 450oC와 650oC에서 열처리를 하였을 때, 결정도의 증

가로 인해 더 낮은 고유 저항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figure 19

(b)의 외삽된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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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19 Cyclic voltammograms (a) and Nyquist plots (b) of r-TiO2 NT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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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pared at 250, 450, and 650oC in N2 condition showing their capacitive 

properties ([KH2PO4]0 = 1 M with NaOH, pH = 7.2): The electrochemical 

impedance spectroscopy was performed at an AC potential of 10 mV and DC 

potential (vs. open circuit potential). The inset of (b) presents the enlarged Nyquist 

plots of r-TiO2 NTAs in the high-frequency reg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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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real capacitance of r-TiO2 NTAs calculated using the results of the 

cyclic voltammograms in figure 19 (a).

Annealing temperature

(oC)

Areal capacitance

(mF/cm2)

250 4.3

450 12.2

650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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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0은 하이드록실 라디칼(•OHs)의 생성을 나타내는 semi-log 플랏의

기울기를 통해 r-TiO2 NTAs의 산화제 생성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Figure 

20을 보면, 모든 열처리 온도에서 만들어진 r-TiO2 NTAs에서 많은 양의 •

OHs가 생성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모든 열처리 온도에서 비

슷한 산화제 생성 능력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열처리

온도에 따라 결정 구조가 anatase-dominant한 구조로 명확한 차이를 보이

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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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0 Production of the hydroxyl radical (•OH) ([KH2PO4]0 = 0.1 M with 

NaOH (pH = 7.2), [RNO]0 = 20 μM, i = 0.05 A/cm2, cell voltage = 4~5 V) by r-

TiO2 NTAs prepared at 250, 450, and 650oC in N2 condition; the slope of the semi-

log plot indicates the steady state production rate of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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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결     론

본 연구에서 anatase에서 rutile을 포함한 r-TiO2 NTAs의 다양한 다결정 구

조에 영향을 미치는 열처리 온도가 전기용량과 산화제 생성 특성에 영향

을 공기 조건과 질소 조건에서 밝혔다. 그 결과 질소 조건에 비해 공기

조건에서 열처리 온도에 따라 r-TiO2 NTAs의 전기화학적 특성이 크게 달

라졌다. 공기 조건에서 낮은 열처리 온도는 r-TiO2 NTAs의 전기화학적 특

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낮은 열처리 온도에서 만든 r-TiO2 NTAs는 높은

열처리 온도에 비해 더 좋은 전기용량과 산화제 생성 특성을 보였다. 이

러한 현상은 낮은 열처리 온도가 r-TiO2 NTAs의 다결정 구조를 H+

intercalation(더 많은 Ti3+ 생성)이 유리한 anatase-dominant한 구조로 만들

고, 이로 인해 도핑 레벨의 증가를 가져오게 된다. 하지만, 질소 조건에

서는 열처리 이전에 전기화학적 환원이 구조상의 뒤틀림을 유발시켜 r-

TiO2 NTAs의 전기화학적 특성에 열처리 온도가 영향을 주지 못했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는 r-TiO2 NTAs를 슈퍼커패시터, 리튬 배터리, 광분

해, 산화제 생성용 전극에 적용하기 위한 새로운 지식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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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the electrochemically reduced TiO2 nanotube array (r-TiO2 NTA) has 

been an attractive promising material for supercapacitors and anodes for water 

treatment because of its significantly enhanced capacitive and oxidant-generating 

electrocatalytic properties. However, most of the previous studies have focused on 

r-TiO2 NTA prepared at a specific annealing temperature (approximately 450°C). 

Accordingly, the effect of annealing temperature on the electrochemical properties 

of r-TiO2 NTA remained unclear.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capacitive and 

electrocatalytic properties of r-TiO2 NTAs prepared at various annealing 

temperatures in the air(350 to 750°C) and in N2 gas(250, 450, and 650°C). As a 

result, electrochemical properties of r-TiO2 NTAs were significantly differed in the 

air annealing treatment condition than nitrogen condition. The anatase-dominant r-

TiO2 NTAs prepared at low annealing temperatures (350 and 450°C) exhibited 

significantly better capacitive and electrocatalytic properties than the rutile-

dominant r-TiO2 NTAs prepared at high annealing temperatures (650 and 750°C)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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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ir condition. The areal capacitance (14.9 mF/cm2) of r-TiO2 NTA (annealed at 

350°C) was approximately 150 times higher than the areal capacitance of TiO2

NTAs (annealed at 750°C) (0.1 mF/cm2). The significant production of hydroxyl 

radicals was found in r-TiO2 NTAs annealed at 350 and 450°C, whereas no 

production of hydroxyl radicals was found in r-TiO2 NTA annealed at a higher 

temperature. This result is attributed to the anatase-dominant phase of r-TiO2 NTAs 

developed at a low annealing temperature, which contributes to a high doping level, 

as well as its structural advantage for proton intercalation, yielding a large 

production of Ti3+. However, nitrogen annealing treatment is performed after 

electrochemical self-doping, undesired distortion would occur, which results no 

significant influence on crystal structure. This may not influence the capacitive and 

oxidant-generating properties of r-TiO2 NTAs.

Keywords: electrochemically reduced TiO2 NTA, annealing temperature, capacitive 

properties, oxidant-generating properties, doping level

Student number: 2014-2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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