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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광촉매 Ta2O5와 Melamine을 이용한 TaON의 합성과 
가시광선 하에서의 메틸렌블루 광촉매 분해

고도의 산업사회가 진행되었고, 이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환경오염 문
제와 함께 생산되는 화학물질은 환경과 인간의 건강에도 큰 영향을 끼친
다. 이러한 오염에 대한 정화 기술에는 물리학적, 생물학적, 화학적 처리 
방법 등 다양한 방법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화학적 처리 
방법 중 하나인 광촉매를 이용하는 오염물질 산화 방법에 대해 연구하였
다. 광촉매는 주로 파장의 영역이 낮은 UV 램프로 반응을 시킬 때 효과 
적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파장의 영역이 넓은 가시광선 영역에서 반응 
할 수 있는 광촉매를 합성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광촉매 Ta2O5를 Melamine과 함께 소성시켜 TaON
을 합성하고, 이를 메틸렌블루(Methylene Blue)의 성질을 이용하여 가
시광선 하에서의 최적의 광촉매 활성 환원 조건을 찾는 것으로 광촉매물
질의 상태에 따른 연구이다. 

 먼저, Ta2O5를 Melamine과 함께 800℃에서 소성시켜 TaON을 합성
하였다. 합성 방법은 Furnace에서 질소를 베이스 가스로 Ta2O5를 
Melamine과 함께 반응 시켰다. 이 때 암모니아 가스를 만들어 낼 수 있
는 Melamine의 비율=N{(in Melamine)/Ta(in Ta2O5)}을 달리 하여 여
러 종류의 TaON를 합성하였다. N은 1, 2, 4, 6, 8, 10, 15 이렇게 7가
지로 Melamine의 비율을 높여가며 광촉매를 합성하였다.  

제조된 촉매들의 특성분석을 위하여 X선 회절장치(XRD, Bruker AXS 
D8-Adcance), UV-vis doffise reflectance spectroscopy(DRS) 
(Varian Cary 100), 주사전자현미경(FE-SEM, JEOL JSM-6500),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JEOL, JEM-2010) 및 X-선 
광전자 분광기 (X-ray photoelectron spectrometer : XPS, ESCA 



200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합성된 TaON을 메틸렌 블루 수용액을 이용하여 가시광선 하에서 광

활성을 체크해 보았다. 메틸렌 블루가 환원되어 로이코 메틸렌 블루가 
되어 무색투명한 용액으로 바뀌는 성질을 이용하였고, 용액의 색깔을 확
인 하는 것으로 광촉매의 환원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용액의 색깔은 
UV-vis 흡광도 분석으로 반응 전 후의 흡수 스펙트럼을 측정하여 정확
한 농도를 확인하였다.

광촉매 활성의 최적의 조건을 찾기 위해 메틸렌 블루 수용액의 농도, 
광촉매의 양, 반응시간을 조절하여 실험하였다. 합성된 광촉매 별 실험 
결과, 실험에 사용한 광촉매 중 멜라민과 Ta2O5이 10배 비율로 합성된 
TaON이 가장 좋은 광촉매 활성을 나타냈다. 반응 조건을 달리한 실험에
서는 반응 조건이 달라지면 TaON의 광촉매로서의 활성에 영향을 끼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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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1.1.1 연구배경

최근 고도의 산업사회가 진행되었고, 이에 따라 많은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종류의 화학물질이 대량생산 
및 사용되어 합성화학물질에 의한 환경오염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일반적인 방법으로 처리가 되지 않는 난분해성 물질들에 
의한 수질환경오염은 매우 심각하다.[1]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환경오염 
문제와 함께 생산되는 화학물질은 환경과 인간의 건강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환경오염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물리학적, 
생물학적, 화학적 처리 방법 등 다양한 방법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그 
예로는 흡착. 산화제거, 침전, 전기화학적 제거, 광촉매 등이 있다. 

광촉매는 활용범위가 광범위 하고 반응성이 우수하며 시스템 구성이 
간편하다는 장점 때문에 그 응용분야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기술의 파급성 및 응용성 또한 매우 높은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2] 
또한 에너지 절약과 엄격해지는 환경규제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술로도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3] 반도체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광촉매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망한 청정 기술로 간주되어오고 
있다.[4] 이러한 추세 속에서 최근 반도체 소자, 고온 초전도막, 
유지박막, 복합 산화물 등의 제조가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되고 있다.[5] 
Titanium(IV) oxide (TiO2) tungsten(VI) oxide (WO3) and zinc(II) 
Oxide(ZnO)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금속 산화물 반도체 광촉매가 
광범위하게 연구되고 있다.[6]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TiO2를 이용한 광촉매 기술은 정수 
및 폐수 중의 난분해성 유기화합물 및 무기화합물을 산화 혹은 환원시킬 
수 있으며 유기화합물의 경우 완전한 분해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받고 있는 기술 중의 하나이다.[5] 그러나 TiO2는 가시광선 영역이 
아닌, UV영역 내에 있는 밴드 갭 에너지(3.0~3.2eV)를 가지고 
있다.[7] 그래서 가시광선 영역에서는 활성화 될 수 없다. 그러나 낮은 
밴드갭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반도체 광촉매는 가시광선을 흡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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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 낮은 환원 전위를 갖는다. 최근 연구되어지고 있는 metal 
nitride와 oxynitride는 낮은 밴드갭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적절한 산화 
환원 전위를 가지고 있음이 증명 되었다. Fig 1.을 보면 Ta2O5와 TaON 
그리고 Ta3N5의 밴드갭 에너지의 차이를 볼 수 있다.[7] 가시광선을 
흡수하기 위해선 밴드갭 에너지가 낮은 쪽이 유리하다. 

에너지 및 환경 분야에 광촉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적정 밴드갭 
에너지, band edge 위치 그리고 안정성이 중요하다. 밴드갭 에너지 및 
band edge 위치를 변형시키고자 하는 새로운 물질 개발 및 개질이 
상대적으로 많이 진행되어 오고 있다.[8]

Figure 1. Illustration of the Band Gap of Ta2O5, TaON, and Ta3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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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광촉매에 대한 일반적 이론

광촉매란 일반적으로 빛 에너지를 받아 반도체적인 성질을 이용하여 
산화/환원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주로 태양광 중 
자외선(주로 380nm이하의 빛)을 받아 광촉매 내부의 전자 중 일부가 
들뜸 현상을 일으키는데 이렇게 들뜬 상태가 되어 전자가 위로 올라오게 
되면서 반응이 진행되게 된다. 전자의 들뜸 상태에 의해 전자가 표면에 
나와 반응을 진행하게 되면 이것은 주로 환원반응을 진행시키며 전자 
주게 역할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전자가 지나간 자리에는 
전공이라 하며 이렇게 비어있는 자리는 다른 분자에게서 전자를 얻을 수 
있는 상태가 된다. 여기서 일어나는 반응은 산화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9] 

이러한 반응을 통해 촉매 반응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광촉매 반응의 메커니즘은 다음의 Fig 2.에 나타내었다. 여기서는 물의 
산화 분해 때의 메커니즘을 나타내 놓았으며 먼저 전자가 빠져 나간 
자리에서는 전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물에 있는 전자 하나를 획득하여 
물을 H+기와 ∙OH를 생성시켜서 산화반응을 진행시킨다. 그리고 
빠져나간 전자가 O2분자를 만나서 ∙O2라디칼을 만들어 이차 반응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리고 여러 분야에 적용시키기 위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0] 

Figure 2. Schematic illustration of Photocatalytic 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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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광촉매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광촉매가 빛을 흡수하여 
화학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 빛 에너지를 받아 
이를 화학에너지로 전환하는 광촉매 반응은 기본적으로 반응에 필요한 
에너지 이상의 빛이 조사 되었을 때 반응이 진행된다. 일반적인 
광촉매는 반도체적 성질을 가지며 전자적으로 볼 때 내부에 띠 
간격(band gap)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띠 간격 이상의 
에너지가 조사되어 반응이 진행된다. 이때의 반응에서 흡수한 
에너지양은 Plank식을 통해 구할 수 있다. Plank식은 다음과 같다.

      

    [J/photon]

여기서 h = Plank constant (6.6256x10-34 J․s/photon)
c = speed of light (2.9979x108 m/s
λ = wave length of radiation (m)
v = frequency of radiation (s-1)
 = corresponding wavenumber (m-1)

이며 광자 1mol이 흡수한 에너지는 아래와 같이 나타낸다.
 

   


 

 
  [kJ/mole] or [kJ/einstenin]

여기서  = Avogadro’s number

이렇게 흡수된 에너지는 원자가 띠(valance band)에서 
전도띠(conduction band)로 전자가 여기된다. 이렇게 여기된 전자는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을 만큼의 에너지를 지닌다. 이렇게 들뜬 상태의 
전자는 환원반응을 일으키게 되며 이것에 의해 생기는 전공에 의해 
산화반응이 일어나게 된다.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 내부에서는 
전기장(electro field)이 형성되며, 이에 따라 반도체 내의 표면 
부분에서는 전자 띠굽 현상(electron band bending)이 일어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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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전하층(space charge region)이 형성된다.[11]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생성된 전자(e-)나 전공(h-)은 다음의 3가지 

반응 중 한 가지 반응을 통해 소멸하게 된다.[12]

(1) 광촉매 반응
Aads(흡착물질 A) + h+→ (Aads)+

Bads(흡착물질 B) + e-→ (Bads)–

(Aads)++(Bads)–  → 생성물

(2) 격자의 변화
h++격자 → (격자)+

(격자)+→ 격자반응 생성물

(3) 전자의 전공의 재결합
h++e-→ 열에너지

일반적인 광촉매 반응의 경우 (1)반응처럼 진행되며 최종적으로 
전자와 전공이 결합하는 형태가 된다. 이 경우 외부에서 빛에너지를 
받아 반응이 진행되므로 반도체인 광촉매는 변화하지 않고 기본적인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그리고 (2)반응의 경우는 자가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로 초기 광촉매 연구에 이용된 CdS(황화카드뮴)와 같은 물질에서 
일어나는 광부식(photocrrosion)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3) 반응은 
생성된 전자와 전공이 직접 반응하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경우 
광촉매 활성에 큰 영향을 미치며 광촉매 반응의 활성을 저하시키는 중요 
요소로 작용한다. 이러한 현상을 띠굽힘(bending) 현상이라 하며 Fig 
3.을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광촉매 반응 시 전공과 전자가 각각 
반응에 참여해 직접 재결합이 일어나지 않아야 광촉매로서의 활성을 
가지게 된다. 그렇지 않고 직접 재결합이 일어나는 경우 오히려 
광촉매로써의 활성은 갖지 못하고 광촉매 반응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결과만 야기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띠 굽힘 현상이 전자와 전공을 
서로 반대로 움직이게 하여 전자와 전공간의 재결합을 막음으로써 



- 6 -

광촉매의 활성을 유지하게 해주며 궁극적으로는 재결합 현상을 방지하는 
효과를 나타내게 된다.[13]

Figure 3. Band bending at the n-type semiconductor inte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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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TaON의 구조
1.3.1 TaON의 구조

TaON의 경우 단사정계(monoclinic structure) 결정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TaON의 구조에는 음이온 O와 n이 정렬되어 있다. Ta원자와 N의 
거리는 1.99~2.15A°로 배열되어 있다.[6] 이러한 구조적인 특성은 
2.5eV의 띠간격(band gap)을 갖는다. TaON은 황색 내지 황록색의 
Oxynitride구조이며, ZrO2와 동일한 구조를 갖는다.[14] 

Figure 4. Schematic structures of Ta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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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TaON의 합성 방법

1.4.1 TaON의 합성 방법

TaON의 합성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아래에 나타낸 종류별로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TaON의 합성방법을 나타내 보았다.

Ÿ Ammonia gas with Ta2O5 at around 800~1000℃
Ÿ Nitrogen gas with Ta2O5 at around 800~850℃
Ÿ Sol-gel method with TaCl5 at 600℃

위에 나타내었듯이, 대표적으로 약 800℃에서 6시간에서 15시간 까지 
다양한 시간동안 암모니아 가스와 Ta2O5를 이용하여 합성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질소 가스를 이용하여 암모니아를 이용하는 방법과 비슷하게 
6시간에서 15시간까지 질소가스와 Ta2O5를 이용하여 Ta2O5파우더를 
TaON 파우더로 합성하는 방법이 있다.

또 다른 TaON 합성 방법으로는 sol-gel 합성 방법으로 에탄올에 
TaCl5를 용해시키고 gel을 80℃에서 24시간동안 숙성시킨 후 100℃에
서 12시간동안 오븐에서 건조시킨 후 600℃에서 6시간동안 소성시키는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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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염료

1.5.1 염료의 특성

염료는 화학적 구조, 색상 및 용도에 따라 분류 할 수 있다. Table 1.
은 화학적 구조에 따라 일반적인 염료를 분류한 것이다. 반면에 Table 
2.는 각 염료를 특성화하는데 염료의 다양한 용도를 사용하였다. 염료의 
화학적 구조 및 색의 복잡성 때문에 용도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 가장 알
맞은 방법이다. 다른 분류 방법은 양이온 성(모든 기본 염료), 음이온 
성(직접염료, 산성염료 및 반응 염료) 및 비 이온 성(분산염료)과 같은 
수용액에서의 입자 전하를 기반으로 할 수도 있다.



- 10 -

Table 1. Classification of dyes in term of chemical structure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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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Substrate Application Types of dye
Acid Wool, nylon, silk,   inks, 

leather, paper. from neutral to   acidic bath Anthraquinone, anthene, azo, 
nitro, and triphenylmethane.

Direct
Inks, paper, 
olyacrylonitrile, treated 
nylon, and polyester

acidic dye baths
Hemicyaninem azom yanine, 
diazahemicyanine, azine,   
anthraquinone and oxazine

Disperse
Polyamide, acrylic 
polyester, acetate,
and plastics

neutral or a little alkaline bath 
containing additional electrolyte.

Phthalocyanine, azo, oxazine, 
and stilbene.

Reactive Wool, cottom, silk   and 
nylon

Reactive site on dye reacts with 
functional group on fibre to bind dye  
covalently under influence of heat   
and pH

Anthraquinone, ormazan,
phthalocyanine, azo, oxazing and basic

Sulfur Rayon and cotton
Aromatic substrate   vatted with sodium sulphide and reoxidized to insoluble sulphur-containing   products on fibres

Inderminate   structures

Table  2. Classification of dyes according to method of application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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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염료의 독성

폐수 내 염료의 일부는 높은 농도로 색상을 유발하기도 한다. 염료는 
수생 생물의 광합성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폐수 내 
염료는 인체에도 유해한 성분을 가지고 있다. 연료는 발암물질, 
돌연변이 유발물질 또는 기형 유발물질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살아있는 유기체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신장, 생식기관, 간 및 신경계에도 심각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염료에는 아민기가 존재하고, 낮은 생분해성으로 수생 생물에게 
큰 영향을 끼친다. 그로 인해 폐수 속에서 염료를 제거하는 많은 
방법들이 현재 연구되어 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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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e(C.I.) Type Purity (%) toxicity tests Sumarry of results
Basic Red 14 Azo Textile -

Chlorella sp.Moina 
macropora

The IC50 of Basic Red 14 for the algae Chlorella 
was 10.8 mg L−1 and the LC50 for M. macropora 
was 4.9 mg L−1. The IC50 of Reactive Red 141 for 
Chlorella was 95.5 mg L−1 and the LC50 for M. 
macropora was18.2 mg L−1.

Reactive 141 Azo Textile -

Disperse Red 1 Azo Textile 95 Daphnia similis The EC50 of Disperse Red 1 was 0.12 mg L−1 and 
for Disperse Red 13 was 0.18 mg L−1.Disperse Red 13 Azo Textile 95 Daphnia similis

Dos[erse Red1 Azo Textile 60 D. similis, Hydra 
attenuata

The toxicity of Disperse Red 1 and its chlorination 
products were assessed. The EC50 of Disperse Red 
1 was 0.13 mg L−1 to D. Similis and 1.9 mg L−1 
for H. Attenuata. The EC50 of chlorine treated 
commercial dye was 4.3 mg L−1 for D. similis and 
0.7 mg L−1 for H. Attenuata.

HC Orange 1 Phenolic Hair >99
Daphnia magna
Danio rerio
Carassius auratus

The HC Orange 1 was considered toxic for the 
assessed organisms. The EC50 for D. Magna was 
1.5 mg L−1, for the fishes the lowest LC50 
obtained was 4.0 mg L−1 for D. rerio and in the 
hatchling success assessment the EC50 was 0.19 mg 
L−1 for the same fish. The dye also caused 
behavioral dysfunction in fishes.

Direct Blue 218 Azo Textile - D. magna The EC50 was 3.6 mg L−1.
Reactive Orange 16 Azo Textile >70 Vibrio fischeri The IC50 of azo dyes were above 1000 mg L−1 for 

V. fischeri and above 300.0 mg L−1 for the 
anthraquinone dyes. In the algae assay, Disperse 
Blue 3 was the most toxic dye with IC50 = 0.5 mg 
L−1. Disperse Blue 3 also inhibited the protozoan 
reproduction.

Direct Red 28 Azo Textile >35 P. subcapitata
Rective Bule 19 Antraquinone Textile >50 Tetrahymena
Disperse Blue 3 Antraquinone Textile >20 pyriformis

Table 3. Summary of ecotoxicological data of dyes for aquatic organis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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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메틸렌블루(Methylene Blue)
  

광학현미경으로 세포의 핵을 관찰할 때 염색약으로 쓰이는 것 외에 
활성탄의 흡착력 조사, 산화환원반응지시약 등으로 쓰이는 메틸렌블루의 
화학식은 C16H18N3SCI으로 짙은 청색의 염기성 색소로 페노티아딘 
염료의 1종이다.

고체는 짙은 녹색이지만, 수용액은 파란색을 띄기 때문에 메틸렌 
블루라는 이름으로 통한다. 메틸렌 블루를 물에 녹이면 Fig 6.와 같이 
C16H18N3S+ CI-로 이온화 되어 푸른빛을 띤다. 그러나 환원 반응이 
일어나면 로이코 메틸렌 블루(Leucomethylene blue)가 되어 무색투명한 
용액으로 바뀐다. 이렇게 환원된 로이코 메틸렌 블루를 다시 산화시키면 
메틸렌 블루로 다시 되돌아가 푸른빛을 띠게 된다.[18] 이러한 성질을 
이용하여 산화환원반응의 지시약으로 많이 쓰이고 있다.

메틸렌블루가 용액 속에서 이온화되고 나면 황원자에 양전하가 
생기게 된다. 그리고 이 양이온이 푸른색을 띠기 때문에 메틸렌블루 
용액을 세포에 몇방울 떨어뜨리면 음전하를 띠고 있는 세포의 핵이 
푸르게 염색된다. 

 Figure 5. Schematic Chemical structure of 
Methylene Blue, and Leucomethylene 
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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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1 메틸렌블루의 용도

염료, 타닌, 타르타르산안티모닐칼륨 매염에서 목면, 레이온을 또 중성 
중탕에서 비단, 양모를 선명한 청색으로 염색한다. 햇빛에 약하고 세탁, 
땀에 안정하다. 환원 또는 발염에 불안정하다. 종이, 피혁의 염색, 
레이크 안료 등의 용도도 있다.

아연을 포함하지 않는 정제 염료는 분석용 시약으로 사용된다. 산성 
용액 중에 티탄염 바나듐염, 크롬영 등의 강한 환원제로 환원되고 
무색의 류코 화합물을 발생시켜 이것들의 검출, 정량에 사용된다. 
정량은 메틸렌블루의 표준액을 적정해서 실시한다.

지시약 중에서는 매우 높은 산화 환원 전위를 가지고 있고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산화 환원 반응의 대부분은 이것보다 산화 환원 전위가 
낮다. 또 산화 환원 효소에 대해서 비교적 무해하다는 등의 이유로 
생화학 분야에서는 툰베리관과 겸용해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세포의 핵 염색용 색소로 많이 사용된다. 신경 세포 등의 생체 염색 
및 에오신과 함께 혈구 염색에도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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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Ta2O5를 Melamine과 질소 가스를 이용하여 
Ta2O5파우더를 TaON 파우더로 합성하고, 합성된 TaON를 다양한 분석 
장비를 이용하여 합성 시 사용된 Melamine의 비율에 따른 물리·화학적 
특성을 분석한다. 물리화학적 특성을 분석하여 TaON의 최적의 
개발방법을 도출한다. 또한 메틸렌블루(Methylnen Bule) 수용액을 
이용하여 광촉매 활성 효율을 조사한다. 이 실험을 통하여 Melamine 
합성 비율에 따른 광촉매 활성 효율을 비교하고, 광촉매 활성에 최적화 
조건을 도출하는 것이다. 또한 TaON을 활용하여 오염물질의 정화 
가능성을 판단하고자 하는 대에 목적을 둔 기초연구로서 아래 내용과 
같이 연구하였다.[19]

  



- 17 -

2. 연구방법

2.1 연구 재료

이 연구에서는 UV광선 하에서 반응하는 Ta2O5를 이용하여 가시광선 
하에서 활성화 될 수 있는 광촉매(TaON)를 합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물질을 사용하였다. Tantalum(V) Oxide (Kanto chemical. Co. 
inc), Melamine (99.0% ㈜삼전화학). 그리고 Methylene Bule 
(㈜대정화금)의 수용액을 사용하여 합성된 광촉매의 활성을 확인 
하였다. 광활성 실험에 가시광선을 제공해주기 위해 주광색 
램프(㈜우리조명지주 EFQU55EX-D)를 사용하였다. 

2.2 광촉매 합성

가시광선 하에서 활성화 될 수 있는 TaON를 합성하기 위해 
Ta2O5바탕에 Melamine(C3H6N6)의 비율을 다르게 하여 합성하였다. 
광촉매의 합성은 Melamine의 양을 늘려가면서 진행되었다. Melamine과 
Ta2O5의 비율은 Table 3.에 나타내었다. Ta2O5 5g에 Melamine을 
비율에 따라 계산하여 함께 전기로에서 소성시켰다.

  1 2 4 6 8 10 15

Ta2O5 (g) 5 5 5 5 5 5 5
Melamine(g) 0.795 1.59 3.18 4.77 6.36 7.95 11.925

Table  4. Calculation of melamine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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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ON의 합성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Ta2O5 5g을 실험용 
도가니(15g용량)에 준비하고 각각의 비율을 맞춰서 Melamine을 
Ta2O5와 합하여 잘 섞어준다. 잘 섞인 Ta2O5와 Melamine이 들어있는 
도가니를 석영튜브 전기로에 넣어주고, 1시간동안 질소(N2)가스로 채워 
원래 석영튜브에 존재하였던 공기를 질소가스로 채워준다. 1시간 후 
질소가스 주입을 멈추고, 800℃의 전기로에서 6시간동안 소성시킨다. 
전기로를 식힐 때는 합성된  TaON가 산화되지 않도록 질소가스(N2)를 
주입하였다.(Fig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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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Schematic of the Nitride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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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촉매의 특성분석

제조된 촉매들의 특성분석은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결정구조를 
확인하기 위해서 X선 회절장치(XRD, Bruker AXS D8-Adcance)를 
사용하여 결정각을 확인하였으며, 흡광도 및 띠간격을 알아보기 위해 
UV-vis doffise reflectance spectroscopy(DRS) (Varian Cary 100)가 
사용되었다. 

또한 촉매의 초미세구조 관찰 및 크기, 모양, 크기분포 등의 관찰은 
주사전자현미경(FE-SEM, JEOL JSM-6500),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JEOL, JEM-2010) 및 X-선 광전자 분광기 (X-ray 
photoelectron spectrometer : XPS, ESCA 2000)을 사용하여 
관찰하였다.

2.4 광촉매 분해 및 반응 장치

이렇게 합성된 촉매는 백열등을 이용하여 가시광선 하에서 염기성 
안료인 methylene blue를 이용하여 광분해 반응을 진행시켰다. 이때 
반응물농도는 10, 20, 40ppm을 적용하였다. 반응물 조건에 따라 촉매의 
첨가량도 0.1, 0.2, 0.3, 0.5g까지 증가시켜서 실험하였다. 광활성 
실험에서 촉매가 균일하게 섞이도록 항온수조(Shaking bath)를 
이용하여 반응을 진행시켰다. 반응기 내부는 수냉식 반응기를 
이용하였다. 반응물은 일정시간마다 채취하였으며 분광광도계 
(GENESYSTM10S UV-Vis, USA)를 이용하여 흡수 스펙트럼을 
체크하였다. 

광분해 활성을 체크하기 전 합성된 TaON의 흡착반응을 보기 위하여 
빛이 없는 조건에서 1시간동안 반응 시킨 후 샘플을 채취 하여 
분광광도계로 분석하였다. 그 후 Fig 8.에서 보이듯이 백열등 3개를 
이용해서 가시광선 하에서 메틸렌 블루의 광분해 반응을 진행시켰다. 
메틸렌 블루 수용액의 색변화를 보기 위하여 한 시간 마다 샘플을 
채취하여 보관하였다. 메틸렌블루의 농도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분광광도계로 분석하여 반응 전후의 흡수 강도를 비교하여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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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Melamine비율에 따라 합성된 8가지의 TaON광촉매 
샘플들을 이용하여 가시광선 하에서 광반응 실험을 진행하였고, 비교를 
위해 Ta2O5샘플도 함께 가시광선 하에서 광반응 실험을 하였다.

실험 후 가장 좋은 효율을 보인 TaON을 선택하였다. 선택한 TaON을  
반응 조건을 다르게 하여 광촉매 활성에 조건이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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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Schematic of the reacto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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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및 고찰

3.1 광촉매 합성의 결과
 

 Table 4.는 Ta2O5와 Melamine의 비율에 따라 합성된 TaON의 
결과물 이다. 각각 다른 비율의 Melamine이 첨가되어 합성된 TaON은 
각기 다른 색을 띄고 있다.

Ratio of 
Melamine

/Ta2O5
1 2 4

Table 5. Different of TaON based on different used melamine amount

Ratio of 
Melamine

/Ta2O5
6 8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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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광촉매의 특성 분석

3.2.1 XRD (X-ray Diffractometry)

Fig 9.는 Ta2O5및 각각 다른 비율로 합성된 TaON샘플들의 XRD 
패턴을 보여준다. 그래프에서 볼 수 있는 피크들은 Ta2O5와 TaON의 
패턴과 일치한다.[3] TaON 스펙트럼 피크는 Ta2O5피크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TaON 스펙트럼에서 2θ = 32 및 34°에서 피크를 보여주고 
있다. 이 피크들은 TaON 에서 볼 수 있는 특징적인 피크이다.[20] 
그리고 2θ = 42.04 및 42.82°에서 매우 약한 세기 회절 피크가 보여 
지고, 합성된 TaON 스펙트럼에서만 보이는 이 피크들이 Ta2O5가 
Melamine에 의해 성공적으로 TaON으로 전환되었음을 나타낸다.

Melamine비율의 10까지는 TaON으로 볼 수 있는 피크를 보이고 
있지만, 15비율로 높아졌을 때는 Ta2O5와 거의 비슷한 피크를 보여주고 
있고 TaON의 특징적인 2θ = 32 및 34°에서 피크를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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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XRD patterns of the pristine Ta2O5 and Ta2O5 reduced by 
melamine with different melamine ratio (the shown ratios 
were weight ratio of N (in melamine)/Ta (in Ta2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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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UV-visible diffuse reflectance spectroscopy (DRS)

합성 된 나노 물질의 광 흡수 특성을 UV-VIS 반사 스펙트럼으로 
조사 하였다 (Fig 10). Ta2O5은 자외선을 흡수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합성된 TaON은 가시광선을 흡수하는 물질로 변화하였다. 합성 
된 물질의 광학 밴드 갭은 다음의 Tauc 식을 사용하여 계산  하였다 .

 αhν = A (hν - Eg) n                    (2)
여기서 α = 흡수 계수

 Eg = 밴드 갭
 A = 상수
 n = 광 흡수 과정 
(직접 밴드 갭 반도체 재료의 경우 n = 1 / 2)을 나타내는 지수

 플롯 (αhν) 2 대 hν의 선형 영역을 외삽함으로써, 밴드 갭이 추정 될 
수 있다. Ta2O5의 밴드갭 에너지는 3.71eV로 추청 되고, TaON의 밴드
갭 에너지는 2.08~2.93eV로 추정된다. TaON(2.5eV)의 밴드 갭은 
Ta2O5(3.9eV)의 밴드갭 에너지보다 적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Fig 10.에서 나타나듯이 Ta2O5는 자외선만을 흡수하지만 합성 된 
TaON는 일정량의 가시광선을 흡수 하는 것 을 볼 수 있다. 가시광선 
흡수는 사용 된 Melamine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흡수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10배로 합성된 TaON이 가장 좋은 범위의 
스펙트럼을 보였다. 그러나 15배율까지 높아진 TaON은 가시광선의 
흡수 스펙트럼이 확실히 떨어지는 형상을 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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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UV-vis absorption spectra of the pristine Ta2O5 and 
synthesized TaON with different melamine ratio (the 
shown ratios were weight ratio of N (in melamine)/Ta 
(in Ta2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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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Illustration of the Band gap energy of Ta2O5 and Ta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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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XPS(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분석
XPS 분석기를 이용하여 Ta2O5와 TaON 광촉매의 표면을 분석하였다. 

Fig 11.는 그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Ta2O5와 TaON의 피크를 
비교해보면, 다른 모든 피크는 Ta2O5와 잘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Binding energy 305eV 부근에서 두 그래프의 다른 피크를 볼 
수 있다. 이 피크는 N1s에 대한 특징적인 피크이다.[21] Fig 12.에 
Binding Energy 305 eV 부근을 더 자세하게 나타내었다. 그래프를 보면 
확실한 N1s의 피크를 볼 수 있고,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Ta2O5를 
확실하게 TaON으로 합성 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Figure 11. XPS spectra of Ta2O5 and Ta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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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Magnified XPS spectra of Ta2O5 and Ta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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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TEM 분석
다음의 Fig 13,14.는 Ta2O5와 TaON에 대한 TEM사진을 나타낸다. 

두 물질의 크기는 100nm로 비슷한 크기를 보였고, TEM 사진에서는 큰 
차이점을 느낄 수 없었다.  

Figure 13. TEM image of Ta2O5

Figure 14. TEM image of TaON



- 32 -

3.2.5 SEM 분석

다음의 Fig15, 16.은 Ta2O5와 TaON에 대한 SEM 형상을 나타내고 
있다. 먼저 Fig 15.는 Ta2O5의 SEM 형상이다. SEM 형상으로는 균일한 
크기의 입자들을 볼 수 있다. 또한 Ta2O5 입자의 마이크론 범위를 볼 수 
있다. TaON의 크기는 10~20㎛정도로 나타난 것을 확인 하였다. 
Ta2O5와 TaON의 크기를 비교해 봤을 때 크기의 변화는 거의 없었던 
것을 확인 하였다. 또한 입자의 모양을 볼 때도 큰 차이가 없이 비슷한 
입자 모양을 띄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같은 크기의 입자에서 
멜라민 비율이 높아질수록 표면적이 넓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작고 
미세한 입자가 더해져서 반응 할 수 있는 표면적이 더욱더 넓어진 것을 
볼 수 있다.  

Figure 15. SEM image of Ta2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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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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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Figure 16. (a)~(g) SEM image of TaON with different melamine 

ratio (the shown ratios were weight ratio of N (in 
melamine)/Ta (in Ta2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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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SEM-EDS 분석

EDS 스펙트럼에서는 Fig 17.에서 볼 수 있듯이 Ta2O5는 Ta와 O의 
피크를 확인 할 수 있었고, Fig 18, 19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합성된 
TaON의 스펙트럼에서는 Ta와 O, 그리고 N의 피크를 확인할 수 있었다. 
N의 피크는 합성 시 사용된 멜라민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N의 비율이 
높아졌다. 멜라민 합성 비율에 따라 각각 3, 3.13, 6.5, 6.52, 10.83, 
11.37, 2.23의 비율로 나타났고. 점점 증가하지만 15로 합성된 
TaON에서 N의 비율은 급격히 떨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10배의 
멜라민을 사용한 TaON이 N의 피크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Figure 17. EDS spectrum of Tantalum oxide (Ta2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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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8. EDS spectrum of Tantalum 
oxynitride(TaON) (a) N=1, (b) N=2, and (c) N=4 (in 
melamine)/Ta (in Ta2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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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9. EDS spectrum of Tantalum 
oxynitride(TaON) (d) N=6, (e) N=8, and (f) N=10 
(in melamine)/Ta (in Ta2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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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0. EDS spectrum of Tantalum oxynitride(TaON) (g) N=15 
N (in melamine)/Ta (in Ta2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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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광분해 활성 

3.3.1 흡착 실험 

Fig 20.은 합성된 TaON을 이용하여 흡착실험을 한 결과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흡착실험은 어두운 항온 수조에서 100rpm으로 섞어주며 5
시간동안 진행하였다. 흡착실험은 광촉매가 가시광선 조사 하에서 반응
하기 전 흡착 반응이 진행 될 때 몇 시간 동안 흡착반응이 진행되는 지
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험하였다. 

초기 MB농도, 1시간 뒤, 3시간 뒤, 5시간 뒤 샘플을 채취하였고, 분광
광도계를 이용하여 메틸렌블루의 흡수 스팩트럼을 확인하였다. 메틸렌블
루의 스펙트럼을 확인한 결과, 어두운 상태에서 광촉매가 흡착한 메틸렌
블루는 약 40%로 나타났고, 시간이 첫 1시간은 시간이 흡착이 많이 이
루어진 반면에 3시간 5시간까지 흡착반응은 거의 진행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Figure 21. Adsorption ratio of TaON in the   
    dark condition over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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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합성 비율과 반응 시간에 따른 메틸렌 블루 제거 농도
Fig 21.은 TaON의 합성에 사용되었던 Melamine의 비율에 따라  빛

이 없는 조건에서 반응시킨 농도, 그리고 반응 시간이 60분에서 180분
까지 증가함에 따라 나타나는 메틸렌 블루의 농도를 나타내고 있다. 0으
로 표시 되어있는 Ta2O5는 빛이 없는 조건에서도 빛이 있는 조건에서
도 메틸렌 블루의 제거에는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빛이 없는 조건에서 
메틸렌블루의 제거는 주로 흡착에 의해서 진행되었다. 흡착반응으로 메
틸렌 블루의 제거 평균 효율은 40%였다. 

그 후 빛을 제공해 주고 60분에 한번 씩 메틸렌 블루의 농도를 확인
한 결과 반응 시간이 늘어날수록 메틸렌블루의 농도는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Melamine의 비율이 10배로 합성된 TaON로 반응 
하였을 때가 메틸렌 블루의 농도가 가장 낮게 나온 것을 볼 수 있고, 비
율이 증가함에 따라 그 비율에 비례하게 제거된 메틸렌 블루의 농도도 
작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다른 배율의 촉매들과 달리 좋은 분해능이 
나타나 주 실험으로 확정하였다. 그러나 15배로 합성된 TaON은 메틸렌 
블루의 산화된 정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22.은 가시광선 하에서 10배로 합성된 TaON으로 반응시킨 메틸
렌블루의 산화환원 반응 시료를 시간대별로 채취하였다. 시간마다 채취
한 용액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메틸렌블루의 색이 없어지고 투명한 색으
로 바뀌었고, 육안으로 보기에도 메틸렌 블루 수용액의 색이 없어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고, 농도측정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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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  Removal concentration of MB degraded by 
using synthesized materials(TaON) under 
dark and light over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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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3. Color change of methylene blue aqueous solution 
over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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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합성 비율에 따른 메틸렌 블루 제거 농도

Fig 23.는 흡착반응이 진행된 후 빛을 제공하여 반응이 진행되었을 때 
제거된 메틸렌 블루의 UV-vis 흡수 스펙트럼을 보여준다. 광반응은 가
시광선을 제공해주었고, 반응하기 전 메틸렌 블루의 흡수스펙트럼과 멜
라민 비율에 따라 합성된 TaON의 광반응이 진행된 후의 흡수 스펙트럼
을 보여주고 있다. 광반응 후 흡수 스펙트럼을 보면, 멜라민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효율도 함께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중 10배 비율
로 합성된 TaON이 가장 좋은 효율이 나타났다.

Figure 24. UV-Vis absorption spectrum and removal 
efficiency of MB degraded by using 
synthesized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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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반응 조건에 따른 메틸렌 블루 제거 효율

3.3.4.1 TaON의 양에 따른 메틸렌 블루 제거 효율

Fig 23, 24.는 변화되는 반응조건에 따라 메틸렌 블루의 제거 
효율변화를 나타내었다. 광촉매는 앞에서 보여 진 것과 같이  광활성이 
가장 좋았던 10배로 합성된 TaON을 선택하여 실험하였다. 

먼저, Fig 24.는 합성된 TaON의 양을 달리한 조건에 따라 나타낸 
그래프이다. 광촉매의 양이 많아질수록 효율이 높아진다. 합성된 
TaON의 양이 많아질수록 99%에 가까운 효율을 보였다. 

Figure 25. Changing removal efficiency 
depending on  amount of TaON 
under visible 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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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2 메틸렌 블루의 농도에 따른 메틸렌 블루 제거 효율
Fig 25.는 메틸렌 블루 용액의 농도에 따른 효율을 나타내 보았다. 

메틸렌 블루용액은 10ppm에서 40ppm까지 실험을 진행하였다. 메틸렌 
블루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효율이 떨어지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10ppm과 20ppm에서는 거의 99%의 효율이 나타났다. 

Figure 26. Removal efficiency depending on 
the different initial MB solution 
concentration(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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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본 연구는 Ta2O5와 Melamine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비율로 합성하였
다. 합성시킨 TaON의 물리적 특성을 조사하였고 메틸렌블루의 광분해 
실험을 행하였다. 촉매특성은 XRD, DRS, XPS, TEM, SEM-EDS를 이
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먼저 합성된 촉매는 합성 당시 사용된 Melamine의 비율에 따라 광활
성이 달랐으며, 실험과 특성분석을 통해 수용액내 유기물질을 분해하는 
최적의 소재를 찾았다. 그 중 10배로 합성된 촉매의 가시광선을 흡수하
는 광활성이 가장 우수하게 나타났다. 

XRD 분석 결과에서 보여 졌듯이 2θ = 32 및 34°의 피크를 확인하였
고 이 결과는 Ta2O5가 TaON으로 성공적으로 합성되었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 Melamine의 비율을 10배로 합성한 TaON의 결정성이 가장 우수
하였다. 또한, XPS분석 데이터에서도 N1s의 피크를 확인 할 수 있었으
며 이 피크로 보아 Ta2O5를 이용하여 TaON을 합성하는 것이 성공 하였
다고 볼 수 있다. 

또한, EDS의 결과를 살펴보면 합성된 TaON에서는 N의 피크가 나왔
고, 그 중 10배로 합성된 촉매가 N의 피크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나
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모든 분석을 통해서 Ta2O5와 Melamine의 비율
이 10배를 이룰 때 가장 좋은 TaON이 합성되었다. 

합성된 TaON을 이용하여 메틸렌블루의 분해반응에서 광촉매로서의 
활성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로 Melamine을 10배로 합성시킨 것이 가장 
높은 광촉매 활성을 보여주었으며, 10배 이상의 비율로 합성되면 오히려 
활성이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서 Melamine의 비율이 TaON의 합성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반응 조건이 달라지면 TaON의 광촉매로 활성에 영
향을 끼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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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study, we facile synthesized TaON by reduction of Ta2O5 
using melamine as reductant. The microstructure, surface morphology, 
elemental states and optical properties of the synthesized materials 
were characterized by X-ray diffraction (XRD), UV-visible diffuse 
reflectaned (DRS),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XPS), TEM, 
SEM-EDS, and ultraviolet-visible spectroscopy, respectively. Then, 
synthesized photocalaysts were applied for removal of methylene 
blue(MB). The obtained results indicated that the Ta2O5 was 
completely nitrided to the TaON. The optimal calcination temperature 
for nitridation of the Ta2O5  to TaON was 800℃. The synthesized 
TaON exhibited very high photocatalytic activity for removal of MB 
even under visible light. This was because of narrow band gap of the 
synthesized TaON(2.1eV). Therefore, the synthesized TaON could 
absorb visible light to generated significant amount of electrons and 
holes. Then, the generated electrons and holes could react with water 
to produce oxy radicals, such as hydroxyl radicals (·OH) and 
sueroxide radical anions (·O2

-). Which are highly oxidative. Finally, the 
generated oxy radicals oxidized MB into CO2 and H2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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