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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TiO2는 표면적이 넓고 안정성이 높아 자체의 높은 밴드갭(3.0~3.2 eV)에도 불구하고 산업적으로 염소분해 전극으로써 사

용되며, 최근 물분해 전극 적용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전기화학적 물분해 반응을 위해서는 높은 과전압이 요구되므로 산

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전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촉매제의 도핑이 연구

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표면에 촉매를 도핑시키기 위한 두가지 방법을 연구하였다. 일반적으로 촉매로 사용되는 금속

은 루테늄과 이리듐 등의 귀금속이며 촉매가 균일하게 도핑이 될수록 성능은 향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루테늄을 촉매로 

선택하였으며 서로 다른 도핑 방법과 용매 하에서 물분해 실험을 진행하여 두 가지 방법의 물분해 효율을 비교하였다.

 1. 서론 

 TiO2 나노튜브는 높은 표면적과 안정성을 갖고 있지만 부도체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전극으로 쓰임에도 높은 과전압을 

인가해야만 전극으로써 작용한다. 전도성이 좋은 촉매제를 도핑하여 인가 전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연구로써 두가지 방

법을 두가지 용액에서 진행하였다.

 2. 본론

 본 연구에서는 루테늄 산화물의 도핑을 진행하였으며 프리커서로는 KRuO4를 사용하였고 수계 전해질과 유기용매 전해질 

두 가지 용액에서 제작과 동시에 도핑하는 방법(SSA: Single Step Anodization)과 후처리 도핑(PS: Potential shock)을 실시하

였다. 도핑의 결과물은 XPS와 EDX를 통해 비교하였으며 물분해 전극으로써의 성능은 LSV를 통해 분석하였다.

 Fig 1. The results of XPS analysis. a and b were measured from the samples which were prepared by potential 

shock/single-step anod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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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Linear sweep voltammetry data which was scanned in alkaline water oxidation condition.

 3. 결론

 유기 용매에서 전압충격법을 적용한 시료를 제외하고 모든 조건이 월등히 높은 산소발생반응 성능을 보여주었다. 유기 

용매에서 제조한 TiO2 나노튜브는 보다 개선된 공정을 탐색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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