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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과거에는 환경산업이 주로 산업쓰레기와 같은 대규모 

오염을 유발시키는 것에 집중된 반면 최근에는 생활공

간에서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환경오염 유기물의 분해와 관련하여 기존

의 폐수 처리법으로 처리한 폐수는 활성탄 찌꺼기를 매

립, 소각하면서 2차오염이 발생하거나 고가의 화학물질

을 투입하여야 하기 때문에 처리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나, TiO2 광촉매제를 사용하여 폐수를 처리하면, 

태양광으로 폐수를 처리할 수 있어 폐수처리를 위한 에

너지 소비가 별도로 들어가지 않으며, 2차오염이 발생

하지도 않고, 고가의 화학물질이 첨가되지도 않기 때문

에 폐수처리에 있어 획기적인 방법이다. 따라서, TiO2 

광촉매 소재자체의 광효율성 향상과 코팅 기술개발 중

심으로 연구가 전세계적으로 크게 확대되고 있는 추세

이며 현재 고가도로 기둥, 고속도로 터널 내부,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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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벽, 타일(tile), 건자재 등에 살균, 방취, 수질정화, 

대기정화, 병원 내 감염 방지 등의 목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그 연구가 활발히 진행중이다
1)
. 

  일반적으로 TiO2는 브루카이트(brookite), 아나타제

(anatase), 루타일(rutile)의 세가지 상(phase)으로 

구성된다. 브루카이트는 orthorhombic 구조를 하고 있

으며, 결정내부에 굉장히 많은 결함을 하고 있기 때문

에 현재 광촉매 소재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 Fig. 1에 

아나타제와 루타일의 결정구조를 나타냈다.

  TiO2 광촉매의 반응기구는 아직 뚜렷이 규명되지 않

았기 때문에 계속 연구가 진행중에 있지만, 기본적인 

TiO2 광촉매 반응은 Fig. 2와 같이 최종적으로 OH 

라디칼(radical)을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밴드 겝(3.0 

eV) 이상의 에너지를 가지는 파장의(<400 nm) 빛으

로 여기시키면 가전자대에서 전도대로 전자의 천이가 

일어나 이로 인하여 생성된 전자(electron)와 홀(hole)

은 TiO2 표면으로 확산되어 이동하게 되고, 확산된 홀

은 수중의 수산화이온과 반응하여 OH 라디칼을 생성시

키거나 물(H2O)과 반응하여 OH 라디칼 및 H
+
 이온

을 만들기도 하며, 직접적으로 유기물과 반응하여 유기

물을 산화시키는 작용을 한다. 전자는 대기 중 수분의 

산소와 반응하여 superoxide radical(O2
-
․)을 생성시

키며, 다시 superoxide radical은 물분자와 반응하여 

2개의 OH 라디칼, 2개의 수산화이온, 1개의 산소분자

를 생성하거나 또는 H2O2를 생성해내어 몇 번의 반응을 

거친 뒤 최종적으로는 OH 라디칼를 만들게 된다. 이렇게 

생성된 OH 라디칼은 강력한 산화력으로 TiO2 표면의 오

염 유기물 등을 분해하는 효과를 나타낸다
2-4)
. 

  TiO2 광촉매를 이용한 주 연구 분야는 크게 네 가지

로 연구범위가 나누어지고 있다. 

  첫째, 나노구조의 TiO2를 이용한 연구 분야이다. 

TiO2의 결정 크기가 약 3-4 nm 정도가 되면 양자효과

(quantum effect)가 나타나게 되는데, 양자효과는 광

흡수 대역이 400 ㎚에서 350 nm로 단파장쪽으로 감

소되지만, 페르미 에너지 준위의 확장에 따른 광 여기

된 전자와 정공의 재결합 속도가 감소하게 되어 광분해 

효과의 상승 작용을 발생시켜 그 효율을 증가시킨다고 

보고되고 있다
5)
.

  둘째, TiO2는 광 여기 반응이 자외선 역으로 제한

이 된다는 한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자연상태의 가

시광을 직접 에너지원으로 이용하기가 불가능 하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전이금속(transtion metal 

: Cr, Co, Fe, 물을 도핑시킴으로써 광원의 흡Au ...)

이나 산화물(WO3) 등의 첨가수 파장범위를 500 nm

의 가시광 역대로 확대시키는데 성공하 으나 에너지

밴드 갭의 감소로 인한 전자-정공의 재결합 속도가 증

가하게 되어 양자효율의 저하, 즉, 유기물과의 광반응

에 참여하지 못하고 재결합되어 광분해 효율이 감소하

는 한계성을 들어내고 있다
6-11)
.

  셋째, TiO2의 상조성에 관한 연구이다. 아나타제 상

과 루타일 상의 상조성에 따른 광분해 효율 연구를 통

하여 Degussa P-25(아나타제:루타일=80:20) 제품

은 현재 상용화된 TiO2 광촉매 중 가장 분해효율이 우

수한 제품이다. 이에 대한 명확한 기구는 밝혀지지 않

고 있으나, 이 광촉매제의 특징은 아나타제와 루타일의 

상분율이 8대2의 조성을 갖는다
1,12)
.

  끝으로 TiO2 구조 내의 산소공극(oxygen vacancy)

에 관한 연구이다. 

  TiO2 구조 내에 산소공극이 존재하게 되면 가시광 

역의 빛 에너지에 의해서도 전자들이 가전자대에서 

전도대로 광 여기 현상이 발생하게 되어 TiO2의 에너

지 밴드 갭이 가시광 역까지 확장되며, 이때 산소공

극이 전자와 정공쌍의 재결합을 억제하는 trap site로 

작용하게 되어 광분해 효율이 증가하게 된다13,1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전 연구내용을 고려할 때 

기본적으로 pure 나노 TiO2 코팅층과 TiO2 광촉매가 

가지는 자외선 역의 높은 에너지 조사에 의해서만 전

Anatase
Rutile

Anatase
Rutile

Fig. 1 Structures of the TiO2 photocataly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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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여기되는 한계성과 낮은 quantum yield rate에 

기인한 전자/정공 쌍의 빠른 재결합속도로 광분해 효율

이 저하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자외선 

역하에서의 반응을 가시광 역으로 확장시켜 가시광 

역하에서도 광분해 반응을 발생시킴과 동시에 광분해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함침법(Impregnation)으로 

제조된 TiO2-WO3(8.2wt%) 분말을 이용하여 최적의 

용사 코팅층을 형성시키기 위한 공정조건과 형성된 코

팅층의 미세조직을 비교하여 미세조직과 TiO2 광 특성

과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 다. 

2. 실험방법

2.1 분무건조법(spray drying)

  함침법(impregnation)으로 제조된 TiO2-WO3( 8.3wt%) 

나노분말 700 g을 증류수 1000 ㎖와 혼합하여 슬러리

를 제조한 후 분산제(dispersant) 2.1 g, slurry의 기

포방지를 위한 소포제(defoamer)를 2.1 g 씩 첨가하

여 12시간 동안 ball milling을 실시한 후, 분말의 결

합을 위한 결합제(binder) 21 g를 첨가하여 3시간동

안 ball milling을 실시하 다. 첨가제가 포함된 슬러

리를 약 200 ℃의 공정하에서 분무건조를 통해 용사공

정에 적합한 수 십 ㎛의 조대화된 분말을 얻을 수 있었

다
15)
. 

  초기 분말과 spray dyied 분말의 특성평가는 XRD, 

SEM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분말의 grain size는 

XRD의 주 피크 결과로부터 Scherrer formula를 이

용하 다16).   

                              

2.2 용사공정

  모재는 AISI stainless steel를 50×70×3 mm3 의 

크기로 가공하 으며, 모재표면의 불순물 제거를 위한 

연마를 실시하 다. 모재 표면에 거칠기를 주어 모재와 

코팅층간의 기계적 결합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모재 표

면에 5.0㎏/㎠의 압력으로 Al2O3(-30 +80 mesh) 분

말을 이용하여 grit-blasting을 실시하 다. 이전의 연

구내용인 pure TiO2 코팅(partⅠ)과 같이 입자의 열 

에너지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2차 가스인 H2의 유

량(flow rate)와 건 노즐로부터 모재 사이의 거리인 용

사거리를 공정변수로 정하 으며 Table 1에 TiO2-WO3 

(8.2 wt%) 코팅에 대한 대기 플라즈마 용사코팅의 공

정변수를 나타내었다. 

  대기 플라즈마 용사 공정시 용사공정 변수에 따라 비

행하는 용융입자들의 거동을 알아보기 위해 DPV- 

2000(Tecnar, Canada)을 이용하여 용융입자의 속도

와 온도를 계측하 으며, 나노 분말은 계측시 미세한 

분말의 흩어짐으로 인해 센서의 정확한 온도와 속도의 

계측이 어렵기 때문에 상용 분말인 Metco 102 TiO2 

분말을 이용하 다. 

  시스템은 용융입자가 방출하는 방사광을 계측하는 센

서와 계측된 방사광의 에너지를 전기적 신호로 전환시

키는 기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계측용 센서는 화염축의 

직각방향으로 배열 후 초점거리로 하여 화염 축을 따라

서 위치를 이동하면서 계측하 다. 공정관련 변수의 조

합은, 1차 가스를 아르곤으로 2차 가스를 수소로, 분말

이송은 아르곤 가스를 이용하 다. 고속 및 고온의 화

염가스 내부에 공급하는 코팅분말은 공급 입자간의 상

호충돌을 고려하여 플라즈마 노즐출구에서 화염 진행방

향으로 5.5 mm 지점에서 수직 상 방향으로 7.5 mm 

떨어진 지점에 수직방향으로 내경 2 mm의 파이프를 

통하여 30g/min 분말을 주입하 다. 플라즈마 혼합가

스의 조성은 아르곤과 수소를 이용하 으며, 아르곤의 

유량은 FMR 80과 100 로 변화시켰으며, 수소의 유량

은 FMR 5와 10 으로 변화시켰다. 비행입자의 유동계

측은 센서 헤드를 화염의 중심축을 따라서 계측이 가능

한 가장 가까운 지점(75 mm), 가스화염의 유동이 불

안정한 지점 (100 mm), 안정한 지점(125 mm)을 계

측하 다. 

Table 1  Process parameters of plasma spray coatings

Parameters Value

Primary Ar gas

Second H2 gas

Arc current

Voltage

Powder feed rate

Carrier gas(Ar)

Spray distance

100psi-80 FMR

100psi-5 FMR

500A

50V

30g/min

120psi-12FMR

65mm

100psi-80 FMR

50psi-10 FMR

500A

55V

30g/min

120psi-12FMR

65mm

100psi-80 FMR

50psi-5 FMR

500A

50V

30g/min

120psi-12FMR

100mm

100psi-80 FMR

50psi-10 FMR

500A

55V

30g/min

120psi-12FMR

10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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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코팅 특성평가

  2.3.1 상분율 측정

  각 용사 공정조건별 상조성을 알아보기 위해 XRD 

(40kV, 120mA,Cu Kα radiation)을 이용하여 상분

율을 측정하 다. XRD를 통한 정량적인 상분율 측정

방법은 아나타제와 루타일의 최대 강도를 나타내는 피

크로부터 면적을 계산하여 다음과 같은 식에 의해 측정

하 다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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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찰하 다.

  2.3.3 광분해 실험

  광분해용 오염 유기물은 염료인 MB(Methylene 

blue) 증류수와 혼합하여 액상을 만든 후, 50 ppm을 

정량으로 사용하 다. MB의 pH에 의해 광분해 속도가 

달라지므로 모든 조건을 7.2로 하 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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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열에 의한 분해를 방지하기 위해 외부에서 수냉을 시

켜 18 ℃로 고정하 다. UV lamp를 조사하여 매 시

간마다(0, 5, 10, 20, 30, 60 min) 광분해된 MB

용액을 5㎖씩 일정량 sample을 취한 후, TiO2의 광

촉매 반응에 의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MB

의 농도를 UV-VIS lights spectrometer를 이용하

여 분석하 다
18-23)
.
 

3. 결과 및 고찰

3.1 비행입자의 계측

  Fig. 3에는 본 연구의 계측에 사용된 Metco 102 

TiO2 분말의 입도분석 결과이다. 분석결과 입도분포는 

수㎛에서 수 십㎛까지 분포하고 있으며, main 입도는 

약 20∼40 ㎛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Fig. 4에는 

fused and crushed로 제작된 Metco 102 TiO2 분말

의 형태가 잘 나타났다. 분말의 형상은 분무건조법으로 

제조된 구형의 분말과는 달리 각진 형상을 나타났다. 

  3.1.1 거리에 따른 비행입자의 온도

  Fig. 5는 각 계측거리(75, 100, 125 mm)마다 

DPV-2000으로 측정한 온도 그래프이다. 그림과 같이 

플라즈마 화염에서 용사거리가 멀어질수록 최대 온도는 

2750에서 2370 ℃로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용사거리 증가에 따라  비행입자들이 대기로 노출되어 

냉각과정을 거쳤기 때문이다. 그리고, 플라즈마 1차 가

스인 아르곤의 유량이 증가할수록 온도는 감소하는 경

향을 나타낸 반면, 2차 가스인 수소의 유량이 증가할수

록 온도는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는 아르곤의 

유량이 증가하면서 가스의 총 유량(아르곤+수소) 증가

에 의해 비행입자의 유속이 증가하여 비행입자에 전달

되는 열 에너지는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으며, 수소의 유

량이 증가함에 따라 플라즈마 화염의 온도상승에 의해 

비행입자가 받는 열 에너지는 상대적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3.1.2 거리에 따른 비행입자의 속도

  Fig. 6과 같이 용사거리 증가에 따라 대기와의 마찰

증가로 인해 비행입자의 속도는 감소하 으며, 가스의 

총 유량(아르곤+수소)이 증가함에 따라 비행입자의 유

속이 증가하 으며, 특히 수소의 유량증가는 속도와 온

도를 동시에 상승시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ig. 3 Size distribution of Metco 102 TiO2 powder

Size(microns)

Fig. 4 SEM morphology of Metco 102 TiO2 powder 

1 0 ㎛1 0 ㎛1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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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APS(Atmospheric plasma spraying) TiO2-WO3 
(8.2wt%) coatings

  WO3는 에너지 밴드 갭이 약 2.5 eV로 TiO2(3.2 

eV)보다 작기 때문에 가시광 역의 빛 에너지 조사에 

의해서 광여기 반응이 진행된다. 따라서, TiO2-WO3 

(8.2wt%)의 분말을 함침법으로 제작된 분말을 이용하

여 대기 플라즈마 용사공정시 용융과 응고과정을 거치

는 동안 WO3를 TiO2 기지 내에 도핑시켜 광흡수 대역

을 가시광 역으로 확장과 동시에 광분해 효율을 증가

시키고자 하 다. 

  3.2.1 초기 분말 특성평가

  Table 2는 함침법(impregnation)으로 제조된  TiO2-WO3 

(8.2 wt%) 초기 분말의 XRF 결과이며, 성분 조성을 정

량적으로 표시했다. Fig. 7은 초기 분말의 XRD결과이

며, 입자크기는 XRD의 주 피크를 이용한 Scherrer 

formula와 Fig. 8 TEM 사진을 통하여 약 30-40 nm 

정도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상분석 결과 초기 분말은

   

(a) 75mm

(b) 100mm 

   

(c) 125mm

Fig. 5 Particle peak temperature as a function of 

primary(Ar) gas and second(H2) gas flow  

rate 

(a) 75mm

         

(b) 100mm  

(c) 125mm

Fig. 6 Particle travel velocity as a function of  

primary(Ar) gas and second(H2) gas flow  

rate at different distance from the torch 

outlet

Table 2  XRF data of  TiO2-WO3(8.2wt%) powder

TiO2 WO3 SO3 CaO P2O5 Nb2O5

90.545 8.173 0.654 0.138 0.151 0.333 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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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타제 상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WO3은 

소량 첨가로 인해 XRD peak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Fig. 9에 SEM으로 관찰한 분무건조된 분말의 형상

을 나타내었다. 분말은 구형의 유동성이 우수한 분말을 

제작할 수 있었으며, 입도분석 결과 약 50㎛크기의 용

사공정에 적합한 입자크기로 조대화 시킬 수 있었다. 

  3.2.2 코팅 미세조직

  (a) SEM analysis

  Fig. 10(b)에서 알 수 있듯이 수소의 유량이 5에서 

10FMR로 증가함에 따라 TiO2-WO3 입자가 받는 열 

5 0nm

Fig. 8 TEM image of TiO2-WO3(8.2wt%) powder

100㎛100㎛

Fig. 9 SEM morphology of spray dried TiO2-WO3 

(8.2wt%) powder 

(a)

(c)

(b)

(d)

10㎛(a)

(c)

(b)

(d)

10㎛10㎛10㎛

  

cross-section

 

10㎛10㎛a b

c d

10㎛10㎛aa bb

cc dd

   

(a)                                                  (b) 

surface

a. 80Ar-5H2(D65mm)  b. 80Ar-10H2(D65mm)

 c. 80Ar-5H2(D100mm) d. 80Ar-10H2(D100mm)

Fig. 10 SEM morphologies of (a) TiO2 and (b) TiO2-WO3(8.2wt%) coa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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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XRD data of TiO2-WO3(8.2wt%)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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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의 증가로 인해 비행입자의 용융상태 증가로 인

해 코팅의 두께는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65 

mm에서 100 mm로 용사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코팅의 

두께와 표면의 용융상태가 증가하는 것으로 미루어 용

사거리 증가에 따른 TiO2-WO3 입자가 받는 열 에너지 

조건은 더욱 가혹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a)의 

TiO2 코팅층과 TiO2-WO3(8.2 wt%) 코팅층을 비교

하면 TiO2-WO3(8.2 wt%) 코팅층이 훨씬 치 화된 

형상을 나타낸다. 이는 W의 atomic weight가 184 

amu로 Ti(48 amu)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분말송급

시 분말의 질량값이 크기 때문에 관성력이 커 플라즈마 

화염의 보다 높은 온도를 갖는 중심부로 이송되어 비행

하 기 때문에 입자들은 보다 많은 용융과정을 거쳤으

며, 플라즈마 공정변수 중 수소의 유량과 용사거리증가

에 의한 비행 입자가 받는 열 에너지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 XRD analysis

  Fig. 11은 각 용사공정 조건 별 TiO2-WO3(8.2 

wt%) 코팅층에 대한 XRD 상분석 결과이다. Pure 

TiO2 코팅층과 같이 비 평형상인 아나타제 상과 평형

상인 루타일 상이 공존하는 혼재된 상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Fig. 12는 용사 공정조건마다 TiO2와 TiO2-WO3 

(8.2 wt%) 코팅층의 XRD 상분석 결과이다. TiO2 코

팅층보다 비 평형상인 아나타제 상분율이 낮게 관찰된 

것으로 미루어 SEM 분석결과와 같이 열원의 온도가 

높은 플라즈마 화염 중심부에 보다 근접한 비행을 하여 

루타일로의 상변화 분율이 증가했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코팅조건 중 수소의 유량과 용사거리 증가에 

따라 입자들의 용융상태 증가로 인해 보다 낮은 아나타

제 상조성 값을 확인할 수 있었다. 

  (c) XPS analysis

  코팅층의 원자가 상태를 분석하여 W의 doping 여부

를 조사하기 위해 Fig. 13과 같이 XPS 분석을 실시하

다. (a) pure TiO2 코팅층의 분석결과 Ti 2p 3/2

와 Ti 2p 1/2의 결합에너지는 459.1과 464.75 eV로 

나타난 것으로 미루어 원자가 상태는 Ti+4인 것을 알 

수 있었다. (b) TiO2-WO3(8.2 wt%) 코팅층의 분석

결과 Ti 2p 3/2와 Ti 2p 1/2의 결합에너지는 

459.07과 464.75eV로 나타난 것으로 미루어 원자가 

상태는 pure TiO2와 같은 즉, doping에 의한 피크의 

이동은 전혀 발생하지 않은 Ti+4인 것을 알 수 있었으

며, W 4f 피크의 분석결과 결합에너지가 WxOy와 

WO3에 해당하는 35.77과 37.79eV로 나타났다. 따라

서, W이 doping에 의해 Ti의 원자자리에 치환

(substitution)되었다면 W+4 상태에 의한 WO2 피크

가 관측되어야 하지만 위 결과로 미루어 doping현상은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용사 코팅과정 중 TiO2-WO3(8.2wt%) 분

말의 용융과 응고과정에 의한 W의 doping 효과는 발

생하지 않았다. 

  3.2.3 광분해 결과

  Fig. 14는 용사 공정조건 별 (a) TiO2 와 (b) 

TiO2-WO3(8.2 wt%) 코팅층의 MB에 대한 광분해 

결과이다. TiO2 코팅과 같이 아나타제 상분율 값이 높

을수록 광분해 효율이 우수한 경향을 나타냈다.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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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XRD data of TiO2-WO3(8.2wt%) coa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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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목적인 TiO2-WO3(8.2 wt%) 코팅을 하므로써, 

WO3의 효과에 의한가시광 역으로의 광흡수 역 확

장과 동시에 이에따른 광분해 효율의 증가를 기대했으

나, doping이 이루어지지 않아 전체적으로 pure TiO2 

코팅보다 낮은 광분해 효율 값을 나타냈다. 따라서, 

TiO2-WO3(8.2 wt%) 코팅에는 Fig. 15와 같은 WO3

의 효과 즉, Ti4+원자자리에 W6+가 치환(substitution)

되어 TiO2의 광흡수 역이 자외선 역에서 가시광 

역으로 확장되어 전자들이 conduction band로의 도약

이 용이하여 많은 수의 전자-전공을 생성하므로써 광분

해 효율을 향상시키는 doping effect는 관찰할 수 없

었으며, XPS와 광분해 결과로 WO3가 TiO2에 doping 

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Fig. 16은 광분해 최종시간인 60min에서 (a) TiO2

와 (b) TiO2-WO3(8.2 wt%) 코팅의 공정변수(플라즈

마 2차 가스유량, 용사거리)에 따른 오염 유기물인 

MB의 광분해제거(%)를 contour line으로 전체적으로 

본 연구에 사용된 대기 플라즈마 용사 공정변수의 조건

이 가혹해 짐에 따라서 즉, 수소 유량과 용사거리가 증

가함에 따라 비행입자가 받는 열 에너지의 증가에 따른 

용융상태가 증가하게 되어 광분해 효율이 우수한 비 평

형상인 아나타제의 상분율을 감소시키게 되어 다음과 

450 455 460 465 470

-200

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1600

A
rb

it
a
ra

y
in

te
n
s
it
y
 [

c
p
s
]

Binding energy [eV]

(a) TiO2 [Ti 2p] 

25 30 35 40 45

A
rb

it
a
ry

in
te

n
s
it
y
 [

c
p
s
]

Binding energy [eV]

25 30 35 40 45

A
rb

it
a
ry

in
te

n
s
it
y
 [

c
p
s
]

Binding energy [eV]

[W 4f]

450 455 460 465 470

Binding energy [eV]

  [Ti 2p] 

(b) TiO2-WO3 (8.2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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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MB의 분해효율을 저하시키게 되었다고 사료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나노구조 TiO2-WO3(8.2wt%) 분말

을 이용하여 용사코팅을 실시하 으며, 각 용사 공정조

건에 따른 최적의 광분해 효율을 나타내는 용사 공정조

건을 확립할 수 있었으며, 용융입자의 비행거동을 공정

변수에 따라 계측함으로써, 공정변수에 대한 코팅층의 

미세조직과의 관계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리고, 광촉매 TiO2 용사 코팅층의 광분해 효율에 향

을 미치는 인자들은 용사 공정조건에 의해 결정되며, 

각 인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 다.

  1) 용사과정에서 비평형상인 아나타제 상변화는 열원

내를 비행하는 비행입자의 용융정도에 따라서 평형상인 

루타일로의 비가역 상변화가 발생하고 비행입자는 공정

변수인 열원의 특성과 용사거리에 따른 화염내의 잔류

시간에 따라 그 상조성 범위가 달라진다.

  2) 비 평형상인 아나타제는 약 3.2 eV 의 에너지밴

드 갭을 가지고 루타일 상의 경우는 약 3.0 eV 의 에

너지밴드 갭을 가진다. 루타일의 에너지 밴드 갭이 아

나타제보다 작아서 광여기 반응에 의해 생성된 전자/정

공쌍의 재결합속도가 빨라 광분해 효율이 저하된다. 결

과적으로 광분해 효율의 결과는 코팅층내 아나타제 상

분율과 접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DPV-2000을 통한 거리에 따른 비행입자의 온도

거동은 플라즈마 화염에서 용사거리가 멀어질수록 최대

온도감소를 가져 왔으며 플라즈마 1차 가스인 아르곤 

유량이 증가할수록  온도는 감소하고 2차 가스인 수소

의 유량이 증가할수록 화염의 온도는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또한 비행입자의 속도는 용사거리 증가에 따

라 감소하 다. 계측을 통한 광분해 효율의 관점에서 

가장 적절한 공정조건은 FMR 80Ar-5H2(D65mm)조

건으로 열원의 온도가 가장 낮고, 비행입자의 잔류시간

이 짧은 조건일수록 비행입자가 받는 열 에너지의 양은 

줄어들게 되어, 루타일로의 비가역적 상변화를 억제시

켰다고 사료되며, 이에따른 높은 아나타제 상분율 값이 

광분해 효율을 향상시킴을 알 수 있었다. 

후       기

  본 연구과제는 2001 한양대학교 공모과제(한대공모, 

Brain Hanyang 21)의 결과이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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