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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ano-TiO 2 photocatalytic coatings were deposited on the stainless steel 304(50x70x3mm) by the APS(Atmospheric
Plasma Spraying). Photocatlytic reaction was tested in MB(methylene blue) aqueous solution. For applying nano-TiO2
powders by thermal spray, the starting nano-TiO 2 powder with 100% anatase crystalline was agglomerated by spray
drying. Plasma second gas(H 2) flow rate and spraying distance were used as principal process parameters which are
known to control heat enthalpy(heat input). The relationship between process parameters and the characteristics of
microstructure such as the anatase phase fraction and grain size of the TiO2 coatings were investigated. The
photo-decomposition efficiency of TiO 2 coatings was evaluated by the kinetics of MB aqueous solution decomposition.
It was found that the TiO 2 coating with a lower heat input condition had a higher anatase fraction, smaller anatase
grain size and a better photo-decomposition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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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재 산업화에 의한 환경오염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환경 정화용 소재인 광촉매에 대한 관심
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광촉매는 TiO2, ZnO,
CdS, WO3 등이 있으며 각 광촉매마다의 오염 유기물
질의 분해능력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TiO2를 제외한
다른 촉매들은 촉매 자신이 빛에 의해 분해되어 유해한
이온을 발생시키며, 특정 물질에 대해서만 효율이 우수
하기 때문에 사용영역이 매우 제한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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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TiO2는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거의
모든 유기 오염물질을 분해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살
균, 대기, 수질정화의 용도로 폭 넓게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우수한 특성을 나타내는 TiO2를 기능성
소재에 적용시키기 위해 코팅기술이 대두되고 있으며,
코팅기술에는 크게 습식(wet coating)과 건식(dry
coating)의 두 가지 코팅기술로 양분된다. 졸-겔(Sol-gel)
법을 응용하는 dip-coating 등과 같은 습식 코팅법은
결정화를 위한 후열처리 공정이 부가되고, 평판 형상의
코팅형성에 제한되며, 코팅이 모재와의 충분한 결합력
을 가지기 위해서 adhesive나 본드 코팅이 중간층에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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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삽입되어야하는 단점이 있다 .
건식 코팅법은 화학적 증착법 (CVD),물리적 증착법
(PVD),이온

플레이팅법(Ion

plating),

용사

코팅법

(Thermal spray coating)등이 있지만, 본 연구에 적
용된 용사 코팅법을 제외한 다른 코팅법들은 진공장치
가 요구되며, 모재의 3차원 형상에 적층시키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하지만, 용사 코팅법은 고융점의 세라믹
등 코팅 재료의 선택 범위가 넓고, 빠른 성막속도에 의
한 코팅이 가능하여 생산성이 높고, 모재의 형상이나
두께 제어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
각광을 받고 있는 코팅기술이다3).
현재 여러 가지 벌크구조 용사 코팅법은 산업전반에
걸쳐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나노구조 TiO2 광촉매 코
팅기술은 벌크에 비해 유기물과의 반응면적인 비표면적
을 크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발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노
분말을 용사 코팅소재로 적용하게 되면, 너무 작은 질
량으로 인해 용사 공정시 플라즈마 화염 내에서 쉽게
기화되며, 분말 송급시 유동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코
팅 모재에 적층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용사 코팅공정에서 나노구조를 코팅에 적용
시킬 수 있는 적절한 공정조건 제어를 통해 코팅을 형
성시킬 수 있다면, 나노구조가 갖는 비표면적 증가에
의한 TiO2 광촉매 분해 효율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나노구조 TiO2 분말을 이용하
여 최적의 용사 코팅층을 형성시키기 위한 공정조건과
형성된 코팅층의 미세조직을 비교하여 미세조직과

아니라 쉽게 기화되기 때문에 TiO2 나노분말 700 g을
증류수 1000 ㎖와 혼합하여 슬러리를 제조한 후 분산
제(dispersant) 2.1 g, 슬러리의 기포방지를 위한 소
포제(defoamer)를 2.1 g 씩 첨가하여 12시간 동안
ball milling을 실시한 후, 분말의 결합을 위한 결합제
(binder) 21 g를 첨가하여 3시간동안 ball milling을
실시하였다. 첨가제가 포함된 slurry를 약 200 ℃의
공정하에서 spray drying을 통해 용사공정에 적합한
4)
수 십 ㎛의 조대화된 분말을 얻을 수 있었다 .
초기 분말과 분무건조한 분말의 특성평가는 XRD,
SEM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분말의 결정크기는 XRD
의 main peak 결과로부터 Scherrer formula를 이용
5)
하였다 .

2.2 용사공정
모재는 AISI Stainless steel 304를 50×70×3
3
mm 의 크기로 가공하였으며, 모재표면의 불순물 제거
를 위한 연마를 실시하였다. 모재 표면에 거칠기를 주
어 모재와 코팅층간의 기계적 결합력을 증가시키기 위
해서 모재 표면에 5.0㎏/㎠의 압력으로 Al2O3
(-30+80 mesh) 분말을 이용하여 grit-blasting을
실시하였다. 용사코팅은 Metco 3MB Plasma gun과
533B Nozzle을 사용하였으며, 플라즈마 1차 가스로는
Ar, 2차 가스로는 H2를 사용하였다. 여러 가지 용사공
정 변수 중 분말의 열 에너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2차 가스인 H2의 유량과 건 노즐로부터 모재 사이의
거리인 용사거리를 공정변수로 정하였으며 Table 1에
대기 플라즈마 용사코팅의 공정변수를 나타내었다.

TiO2 광 특성과의 관계를 규명하여 광분해 특성에 영

2.3 코팅 특성평가

향을 미치는 인자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2. 실험방법
2.1 분무건조법(spray drying)
나노분말은 plasma jet내에 침투시키기 어려울 뿐

2.3.1 상분율 측정
각 용사 공정조건 별 상조성을 알아보기 위해 XRD
(40kV, 120mA,Cu Kα radiation)을 이용하여 상분
율을 측정하였다. XRD를 통한 정량적인 상분율 측정
방법은 아나타제와 루타일의 최대 강도를 나타내는

Table 1 Process parameters of plasma spray coatings
Parameters

Value

Primary Ar gas
Second H2 gas
Arc current

100psi-80 FMR
100psi-5 FMR
500A

100psi-80 FMR
50psi-10 FMR
500A

100psi-80 FMR
50psi-5 FMR
500A

100psi-80 FMR
50psi-10 FMR
500A

Voltage
Powder feed rate
Carrier gas(Ar)

50V
30g/min
120psi-12FMR

50V
30g/min
120psi-12FMR

50V
30g/min
120psi-12FMR

55V
30g/min
120psi-12FMR

Spray distance

65mm

65mm

100mm

10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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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k으로부터 면적을 계산하여 다음과 같은 식에 의해
6)
측정하였다 .
Ra(anatase ratio) = I anatase / (I anatase + I rutile)
2.3.2 미세구조 관찰
TiO2 코팅층에 Pt를 코팅한 후, 코팅의 표면과 두께
를 SEM(Scanning Electron Microscope)을 이용하
여 관찰하였으며, 상조성의 분포를 조사하기 위해 Raman
분석기기를 이용하였다.
2.3.3 광분해 실험
광분해용 오염 유기물은 염료인 MB(Methylene
blue) 증류수와 혼합하여 액상을 만든 후, 50 ppm을
정량으로 사용하였다. MB의 pH에 의해 광분해 속도가
달라지므로 모든 조건을 7.2로 하였으며, TiO2 광촉매
반응에 대한 광반응을 발생시키는 광 에너지원으로 UV
lamp(mercury, 80W/㎠)가 사용되었다. 액상의 균일
한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 magnetic bar를 이용하여
stirring을 시켰으며 UV lamp에 의한 MB 용액의 과열
에 의한 분해를 방지하기 위해 외부에서 수냉을 시켜
18℃로 고정하였다. UV lamp를 조사하여 매 시간마다
(0, 5, 10, 20, 30, 60min) 광분해된 MB용액을 5㎖
씩 일정량 sample을 취한 후, TiO2의 광촉매 반응에 의
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MB의 농도를 UV-VIS
lights spectrometer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7-12).

사진을 통하여 약 20 nm 정도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상분석 결과 초기 TiO2 분말은 anatase 상으로 이루
어 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3에는 Spray dried powders의 형상을 나타내
었다. 그림과 같이 spray dried powders 은 구형의
유동성이 우수한 분말이었으며, 입도분석 결과 약 50
㎛ 크기의 용사공정에 적합한 입자크기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3.1.2 코팅 미세조직
(a) SEM analysis
Fig. 4에서 알 수 있듯이 동일한 용사거리 조건일
때, 수소의 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플라즈마 열원의 온
도가 증가하게 되고 이를 통과하는 각 분말입자가 받는
열 에너지가 증가함으로 인해 코팅의 표면 용융정도가
향상되었다. 또한 동일한 수소의 유량 조건일 때, 용사
거리 증가에 따라 분말입자가 플라즈마 화염내에서의
긴 체류시간으로 분말입자에 전달되는 열 에너지가 증
가하여 코팅의 표면 용융상태 역시 증가하는 경향이 나
타났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때 상당히 porous한 표
면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b) XRD analysis
Fig. 5는 각 용사 공정조건 별 코팅층에 대한 XRD
상분석 결과이다. 고온의 대기 플라즈마 용사공정을 거

3. 결과 및 고찰
3.1 APS(Atmospheric plasma spraying) TiO2
coatings
3.1.1 초기 분말 특성평가
Fig. 1은 초기 TiO2 분말의 XRD 결과이며, 입자크
기는 XRD의 main peak을 이용한 Scherrer formula
와 Fig. 2의 TEM(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20nm

Fig. 2 TEM image of pure TiO2 powder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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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XRD data of pure TiO2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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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Fig. 3 SEM morphology of pure TiO2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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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 수 있었다.
Fig. 6은 용사 공정조건별 코팅층의 상분율을 도식화
한 결과이다. 동일한 용사거리 조건에서 2차 가스인 수
소의 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플라즈마 화염 온도증가로
(a)

(b)

10㎛

인해 분말입자가 받는 열 에너지가 증가하여 보다 적은
아나타제 상분율 값을 나타냈으며, 동일한 수소 유량의
조건에서 용사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플라즈마 화염내를
비행하는 분말입자의 체류시간이 증가하여 평형상인 루
타일로의 비가역 상변태 과정이 더욱 많이 발생하였다.

(d)

(c)

cross-section

(c) Raman analysis
Fig. 7은 미세조직의 형태에 따른 상조성 분포를 관
찰하기 위한 Raman 결과이다. 그림과 같이 상대적으
로 용융상태가 많은 (a)영역에서는 평형상인 루타일

a

10㎛
10㎛

-1

active mode(250, 430, 625 cm )가 강한 성향을

b

나타났으며, 미 용융된 (c)영역에서는 비평형상인 아나
타제 active mode(150, 195, 395, 640 cm-1)가 강
한 성향이 나타난 것으로 보아 열원의 조건이 가혹하여
용융 상태가 많을수록 아나타제 상에서 루타일 상으로
d

상변화가 증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surface
(a) 80Ar-5H2(D65mm) (b) 80Ar-10H2(D65mm)
(c) 80Ar-5H2(D100mm) (d) 80Ar-10H2(D100mm)

Fig. 4 SEM morphologies of pure TiO2 coa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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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malized anatase fraction of coatings by
using XRD main peaks

2θ

(a) 80Ar-5H2(D65mm) (b) 80Ar-10H2(D65mm)
(c) 80Ar-5H2(D100mm) (d) 80Ar-10H2(D100mm)
Anatase active mode

Fig. 5 XRD data of TiO2 coatings

Rutile active mode

a

친 후, 평형상인 루타일상이 공존하는 혼재된 상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용사공정이 진행되면서 초기의 아
나타제상 분말이 고온의 플라즈마 화염내로 공급되어
비행하면서 플라즈마의 열 에너지 전달에 의해 루타일
상으로 상변화가 발생했으며, 상분석 결과로 미루어 이
상변화 반응은 비가역 반응이므로 초기 분말은 완전 용
융이 아닌 부분 용융과정을 거쳤음을 알 수 있었고, 각
공정조건마다 아나타제 상분율이 다르게 관찰된 것으로
미루어 조건마다 분말입자가 받는 열 에너지가 상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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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Raman data of 80Ar-5H2(D65mm) co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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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광분해 결과
Fig. 8은 용사 공정조건별 TiO2 코팅의 MB에 대한
광분해 결과이다. UV 조사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TiO2의 광분해에 의한 MB의 농도 감소에 따른
absorbance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각 공정
조건마다 서로 다른 분해효율을 보이고 있다.
분석 결과 MB에 대한 TiO2 코팅의 광분해 결과는
Fig. 11의 결과와 같이 아나타제 상분율 측정값과 경
향성이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광분해에 영향
을 미치는 인자인 입자크기에 의한 비표면적과 상조성
에 따른 광분해 특성 중 어느 인자가 광분해 효율에 더
욱 지배적인 인자인지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직경
이 10 mm인 pellets를 제작하여 광분해 실험에 임하
였다. 우선 입자크기에 따른 비표면적에 의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Table 2와 같이 모두 100% 아나타제
상을 가진 분말의 pellets을 준비하였으며, 비표면적
측정결과 (b)pellet의 경우 (a)pellet보다 약 10배 정
도 비표면적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두
pellet을 코팅시편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음과 같이 광

석 결과는 main peaks의 최대 강도로 다음과 같은 식
Anatase ratio = I anatase / (I anatase + I
rutile)에 의해 구하였으며, 이 결과로 상조성은 각각
100 % 아나타제 상, 40 %아나타제-60 %루타일의
혼재된 상, 100 % 루타일 상의 3가지 상조성으로 구
성된 pellets을 제작하였다. Table 3에는 pellets의
상조성과 비표면적 값을 나타냈다. 3가지 pellets은 모

Normalized absorbance of MB( %)

( a)

해 실험조건으로 실험에 임하였으며, 본 실험의 전제

80

조건은 앞선 비표면적 pellets 실험의 분석 결과, 광분

60

해 효율에 있어서 비표면적의 차이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인자로 가정하고 실험에 임하였다.

40

( e)

20

( d)

Fig. 11은 상조성에 따른 3가지 경우 pellets의 광

( c)
( b)

분해 실험결과이다. 그림과 같이 광분해 효율이 우수한

0
20

40

(a)100 % 아나타제 상의 pellet이 100 % 루타일 상

60

의 pellet(c)에 비해 월등히 높은 광분해 효율을 나타

Time( min)

냈다. 그리고, 혼재된 상의 pellet(b)는 비표면적 값이

(a) only uv irradiation
(b) 80Ar-5H2(D65mm)
(c) 80Ar-10H2(D65mm) (d) 80Ar-5H2(D100mm)
(e) 80Ar-10H2(D100mm)

(c)보다 훨씬 작음에도 불구하고, 광분해 효율에 있어
서는 더욱 우수한 특성을 나타낸 것으로 미루어 광분해

Fig. 8 Photo-decomposition data of TiO2 coatings
using MB solution
Normallized absorbance of MB( 100%)

보기 위한 pellets의 XRD 분석결과이다. XRD의 상분

두 서로 다른 상조성을 나타냈으며, 위와 동일한 광분
100

0

효율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인 비표면적과 상조성 중 지
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상조성 임을 다시 한번 확
인할 수 있었다.

100

4. 결

50 -100nm powder
10 -20nm powder

80

론

본 연구에서는 나노구조 TiO2 분말을 이용하여 용사
60

코팅을 할 수 있었으며, 우수한 광분해 효율을 나타내

40

Table 2
20
0

10

20

30

40

50

60

Time( min)

Fig.

분해 실험에 임하였다.
Fig. 9와 같이 비표면적이 약 10배 정도 차이가 남
에도 불구하고, 광분해 결과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 이 결과로 미루어 보아 입자의 크기에 의한 비표면
적과 상조성의 두 인자 중 입자크기에 따른 비표면적은
광분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자가 아님을 간접적
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상조성의 차이에 의한
광분해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pellets를
제작하였으며, pellets 제작 방법은 위와 동일하게 제
작되었다.
Fig. 10은 상조성 차이에 의한 광분해 특성을 알아

9

Photo-decomposition data of two TiO2
pellets formed with different grain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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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llets of
surface area

TiO2 with different specific

100% anatase powder

Specific surface area

20mm

107.8㎡/g

50-100mm

11.05㎡/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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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ellets of TiO2 with different phasecomposition

10000

Intensity

8000

Anatase

Phase-composition

Specific surface area

100% anatase

12.56㎡/g

40% anatase-60% rutile

1.8㎡/g

100% rutile

6.15㎡/g

6000
4000
2000

20

30

40

50

60

Normalized absorbance of MB( %)

0
70

2θ

(a)
400 0
350 0
300 0
250 0

A natase

200 0

R utile

150 0

100

80

60

( c)
( b)

40

( a)
20
0

100 0

20

40

60

Time( min)

50 0

Fig.

0
- 50 0
20

30

40

50

60

70

2θ

11

Photo-decomposition data of three TiO2
pellets formed with different phase-composition (a) 100% anatase (b) 40% anatase60% rutile (c) 100% rutile

(b)

4.1 코팅층의 입자크기(grain size)에 의한 영향

3000
2500

R utile

현재 조사된 연구문헌에 의하면, 입자크기가 작을수

2000

록 표면반응인 TiO2 광촉매의 비표면적이 증가하여 오

1500

염 유기물과의 반응면적을 크게 함으로써, 광분해 효율

1000

을 증가시킨다 라고 보고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500

100 % 아나타제 상을 가지는 각각의 20 nm, 50-

0

100 nm 입자크기를 가지는 분말을 사용하여 제작한
20

30

40

50

60

70

2θ

(c)

Fig. 10 XRD data of the three TiO2 pellets formed
with different phase-composition (a)100%
anatase (b)40% anatase-60% rutile (c)
100% rutie

는 가장 적절한 용사 공정조건을 확립할 수 있었다.

pellets의 간접 실험으로 확인한 결과, 입자크기에 의
한 비표면적의 차이가 10배 정도의 큰 차이에도 불구
하고 광분해 효율은 미세한 차이를 나타냈다. 따라서,
입자크기에 대한 광분해의 영향은 큰 변수가 아님을 확
인할 수 있었다.

4.2 상조성(phase composition)에 의한 영향

MB에 대한 TiO2 코팅의 광분해 결과는 아나타제 상분

비 평형상인 아나타제는 플라즈마 용사공정을 거치면

율의 경향과 일치하였다. 이는 곧 각 용사공정조건에서

서 고온의 열원을 비행하는 동안 평형상인 루타일로의

동일한 수소유량일때 플라즈마 화염내 입자가 열에 노

비가역 상변화가 발생하고 비행입자는 공정변수인 열원

출되는 시간이 짧을수록, 동일한 용사거리일때 수소유

의 특성과 용사거리에 따른 화염내의 잔류시간에 따라

량이 적을수록 상대적으로 아나타제 상분율이 증가하여

그 상조성 범위가 달라진다. 또한 에너지 밴드겝이 루

광분해 효율도 향상됨을 확인하였다. 끝으로, 광촉매

타일의 그것보다 크기에 오염 유기물과의 반응시간이

TiO2 용사 코팅층의 광분해 효율에 영향을 미치는 인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 우수한 광분해 효율을 나타낸

자들은 용사 공정조건에 의해 결정되며, 각 인자에 대

다. 본 연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100 % 아나타제

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상의 pellet이 100 % 루타일 상의 pellet에 비해 우

414

Copyright (C) 2003 NuriMedia Co., Ltd.

Journal of KWS, Vol. 21, No. 4, August, 2003

45

수한 광분해 효율을 나타내었고 혼재된 상의 pellet 또

3.

한 비표면적 값이 100 % 루타일 상보다 훨씬 작음에
도 광분해 효율에 있어서는 더욱 우수한 특성을 나타내
었다. 따라서 광분해 효율의 결과는 아나타제 상분율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광분해 효율의 관점
에서 가장 적절한 공정조건은 80Ar-5H2(D65mm)조
건으로 플라즈마 열원의 온도가 가장 낮고, 비행입자의
잔류시간이 짧은 조건일수록 분말입자가 받는 열 에너
지의 양은 감소하게 되어, 루타일 상으로의 비가역적
상변화를 억제시켰다고 사료되며, 이에 따른 상대적으
로 높은 아나타제 상분율 값이 광분해 효율을 향상시킴
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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