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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금속 및 비금속을 공동 도핑한 g-C3N4

나노광촉매의 제조와 성능 평가

과학 기술의 발달과 급격한 산업화로 산업 폐수와 같은 오염물질의 발

생량이 증가하고 있다. 화학물질의 종류와 사용량의 증가로 인해 환경오

염에 대한 심각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

양한 방법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광촉매를 이용하여 오염

물질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였다. 광촉매는 주로 낮은 파장에서 

반응 시킬 때 효과적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무한하고 무해한 자원인 태

양광을 이용하기 위하여 가시광선 영역에서 반응 할 수 있는 광촉매를 

합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Melamine과 Urea를 이용하여 g-C3N4 파우더를 합성

하였다. Boron과 Cesium을 doping한 광촉매를 합성하고 각각의 합성된 

광촉매들을 다양한 분석 장비를 이용하여 물리·화학적 특성을 분석하였

다. 이 광촉매들을 가시광선 하에서 Rhodamine B(로다민 B)의 광분해 

실험을 통해 유기물 분해 효율을 비교하였다.

먼저, Urea와 Melamine에 Boric acid와 Cesium chloride의 첨가 양

을 다르게 하여 500℃에서 3시간, 550℃에서 3시간을 소성시켜 

g-C3N4 Bulk 파우더를 합성하였다. 이 후 다시 500℃에서 2시간을 소

성시켜 g-C3N4 Nanosheets 파우더를 합성하였다.

제조된 광촉매들의 특성분석을 주사 전자 현미경(SEM), 비표면적 분

석(BET), X선 회절장치(XRD), 흡수분광법(UV-Vis 

spectrophotometer), 광 발광 분광법(PL spectroscopy) 등을 사용하

여 분석하였다.

합성된 광촉매들을 Rhodamine B 수용액의 광분해 실험을 통해 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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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선 하에서의 광 활성을 확인하였다. 용액의 색깔과 UV-vis 흡광도 

분석으로 반응 전 후의 흡수 스펙트럼을 측정하여 농도와 효율을 비교하

여 Boron과 Cesium이 co-doping된 sample의 Rhodamine B 제거 효

율이 가장 높음을 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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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배경

과학 기술의 발달과 급격한 산업화로 인한 에너지 수요가 계속 증가하

고 있고, 인류는 인구 증가와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여러 가지 환경

적 문제에 직면해있다. 

1980년대 이후 빠르게 진행된 공업화와 도시화는 산업폐수의 발생량을 

증가시켰고, 오염물질의 발생량은 지난 20년 동안 5배 이상이 증가되었

을 정도로 크게 늘어났다. 과학기술과 제조기술의 발달로 화학물질의 종

류가 다양화되었고, 화학물질 사용량의 증가로 인해 환경오염에 대한 심

각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환경오염 문제는 이전의 해결방법인 총량적 오염물질 규제로는 이미 한

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로는 양적 측면에서 극히 미량의 

독성물질인 환경 호르몬, 발암성 물질, 중금속 등이 인간과 생태계에 미

치는 영향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고, 이러한 독성물질들은 대

부분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어려운 난분해성 물질로서 여러 경로로 배출

되어 환경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기 때문이다[1].

이러한 문제들을 환경 친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한한 에

너지 자원인 태양광을 이용하여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의 연구

개발이 절실하다[2]. 무한한 태양 자원을 이용하는 기술은 미래에 주목

받는 Clean 에너지 기술이기 때문에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필수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염료는 섬유, 고무, 종이, 플라스틱, 화장품 등 여러 산업에서 널리 사

용된다. 염색 과정에서 발생하는 염료 폐수의 대부분이 바다로 배출되

며, 특히 섬유 관련 폐수 유출량은 전체 염료 유출량의 약 1-20%에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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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3,4].

이 염료 산업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생물학적 분해가 느리며 화학적 산

소요구량(Chemical Oxygen Demand, COD)과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

(Biochemical Oxygen Demand, BOD)을 증가시킨다. 또한 잠재적 발

암 물질을 수용성으로 방출함으로써 물의 독성을 증가시키고, 악취, 물

의 색 변화와 같은 심각한 환경문제를 야기하여 수생 생물 및 인간에게 

매우 유해하다[3,4].

이러한 폐수 속의 염료와 같은 난분해성 물질을 효율적으로 분해하여 

처리하는 방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그 방법 중의 하나로써 광

촉매를 이용한 고급산화 공정(Advanced Oxidation Process, AOP)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AOP는 추가 산화제 없이 진행할 수 

있으며, 비용 효율적이고 다른 방법과는 달리 2차 오염물질을 형성하지 

않는다. [23-25]

광촉매는 귀금속 촉매를 사용하지 않는 반도체나 고분자 광촉매 기술을 

이용하여 태양에너지를 화학에너지로 전환하는 그린 에너지 기술로 주목

받고 있다. 지금까지 광촉매로서의 금속 산화물이 여러 개 발견되었지

만, 대부분은 전자-정공쌍의 빠른 재결합이나 넓은 band gap 때문에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단점들은 광촉매의 태양광 하에서의 

적용을 제한한다. 태양광선의 스펙트럼은 3~5%가 자외선이고, 

44~47%는 가시광선이며 51~53%가 적외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태양

에너지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시광선을 광촉매 에너지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면, 무한한 자원인 태양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또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광촉매 활성을 이용한 응용이 가능하

다.

수중의 염료를 제거하는 많은 기술 중 광촉매를 이용한 산화 공정은 다

른 처리 기술에 비해 설치비가 매우 적게 들며, 광촉매에 빛을 쬐어 주

는 것만으로도 분해가 가능하므로 운전비가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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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최종 생성물이 CO2, H2O 등으로 환경에 무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최근 들어 오염물 제거 기술로써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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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Melamine, Urea, Boron, Cesium을 이용하여 여러 가

지 g-C3N4 광촉매를 합성하고, 합성된 광촉매들을 다양한 분석 장비를 

이용하여 물리·화학적 특성을 분석한다. Boron과 Cesium이 g-C3N4

의 전자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광촉매 특성을 어떻게 변화시킬

지 조사한다.

Rhodamine B 수용액을 이용하여 광촉매의 광분해 효율을 조사한다. 

이 광분해 실험을 통하여 doping 조건에 따른 광촉매의 분해 효율을 비

교하고, 최적의 조건을 도출한다. 또한, 합성한 광촉매를 활용하여 가시

광선 하에서의 오염물질의 정화 가능성을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다양한 

환경 분야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오염물질에 경제적, 효율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오염물질 제거 기술을 개발하는 것에 본 연구의 목적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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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2.1 염료

2.1.1 Rhodamine B

Rhodamine은 Xanthene 구조를 기반으로 하는 화합물이며 다른 형광

염료들과는 달리 광 안정성이 뛰어나다. 또한 높은 양자수율과 긴 흡

수·방출 파장을 가지고 있는 등 우수한 광 물리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염료로 연구되기 시작한 후로 형광 화학센서, 의약품, OLED, 레이저 염

료, 형광 현미경, 의학 분야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어왔다[5,6].

Rhodamine B(Rh B)는 금속광택이 있는 녹색 미결정 또는 적자색의 

분말이다. 물에 대한 용해도가 높은 대표적인 양이온 염료로, 색소성 식

품과 섬유 산업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왔다.



- 6 -

Figure 1. Structure of Xanthene

Figure 2. Structure of Rhodamine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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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광촉매에 대한 일반적 이론

광촉매란 일반적으로 빛 에너지를 받아 반도체적인 성질을 이용하여 산

화/환원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촉매의 한 종류이다. 태양광선의 

스펙트럼에서 자외선(주로 380nm이하의 빛)을 받으면 광촉매 내부의 

전자(e-) 중 일부가 들뜸 현상을 일으키는데, 이렇게 들뜬 상태가 되어 

전자가 위로 올라가게 되면서 반응이 진행된다. 전자의 들뜸 상태에 의

해 전자가 표면에 나와 반응을 하게 되면 이것은 주로 환원반응을 진행

시키며 전자 주게(electron donor)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전자가 지

나간 자리는 정공(h+)이라 하며, 이렇게 비어있는 자리는 다른 분자에게

서 전자를 얻을 수 있는 상태가 된다. 이렇게 일어나는 반응을 산화반응

이라고 한다[7].

이러한 반응을 통해 광촉매 반응이 진행된다. 광촉매 반응의 메커니즘

은 아래의 Figure 3에 나타내었다. 이 Figure 3에서는 물의 산화 분해 

시의 메커니즘을 나타내었다. 먼저 전자가 빠져 나간 자리에는 전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물에 있는 전자 하나를 획득하여 H+기와 ∙OH를 생성

시켜 산화반응을 진행시킨다. 빠져나간 전자는 O2 분자를 만나 ∙O2 라

디컬을 만들어 2차 반응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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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Schematic illustration of photocatalytic mechanism[8]

이러한 광촉매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광촉매가 빛을 흡수하

여 화학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에 대해 알아야 한다. 빛 에너지를 받아 

이를 화학 에너지로 전환하는 광촉매 반응은 기본적으로 반응에 필요한 

에너지 이상의 빛이 조사 되었을 때에 반응이 진행된다. 일반적인 광촉

매는 반도체적 성질을 가지며, 전자적으로 볼 때 내부에 band gap(띠 

간격)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and gap 이상의 에너지를 얻었을 

때에 반응이 진행되는 것이다. 이때 반응에서 흡수한 에너지의 양은 

Plank 식을 통해 구할 수 있다. Plank 식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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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photon]                        (Eq. 1)

여기서 h = Plank constant (6.6256×10-34 J․s/photon)

       c = Speed of light (2.9979×108 m/s)

       λ = Wave length of radiation (m)

       v = Frequency of radiation (s-1)

        = Corresponding wavenumber (m-1)

광자 1mol이 흡수한 에너지는 아래와 같이 나타낸다.

  


 


  [kJ/mol] or [kJ/einstenin]     (Eq. 2)

여기서 NA = Avogadro’s number (6.022×1023 mol-1)

이렇게 흡수된 에너지는 valance band(원자가 띠)에서 conduction 

band(전도띠)로 전자가 여기되며, 여기된 전자는 반응을 일으킬 수 있

을 만큼의 에너지를 지닌다. 들뜬 상태의 전자는 환원반응을 일으키게 

되며 이것에 의해 생기는 정공에 의해 산화반응이 일어나게 된다. 반응

이 진행됨에 따라 내부에서는 전기장(electro field)이 형성되며, 반도체 

내의 표면 부분에서는 전자 띠굽 현상(electron band bending)이 일어

나는 공간전하층(space charge region)이 형성된다[9].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생성된 전자(e-)나 정공(h+)은 아래의 3가지 

반응 중 한 가지 반응을 통해 소멸하게 된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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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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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와 정공의 재결합

h+ + e- → 열에너지

일반적인 광촉매 반응의 경우 (1) 광촉매 반응처럼 진행되며, 

최종적으로 전자와 정공이 결합하는 형태가 된다. 이 경우 외부에서 

빛에너지를 받아 반응이 진행되므로 반도체인 광촉매는 변화하지 않고 

기본적인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2) 격자의 변화의 경우는 자가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로, 초기 광촉매 

연구에 이용된 황화카드뮴(CdS)과 같은 물질에서 일어나는 광부식 

(photocrrosion)과 같은 경우를 의미한다.

(3) 전자와 정공의 재결합 반응은 생성된 전자와 정공이 직접 

반응하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경우 광촉매 활성에 큰 영향을 미치며 

광촉매 반응의 활성을 저하시키는 중요 요소로 작용한다. 이러한 현상을 

띠굽힘(bending) 현상이라 하며 아래의 Figure 4에 나타내었다. 광촉매 

반응 시 정공과 전자가 각각 반응에 참여해 직접 재결합이 일어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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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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공을 서로 반대로 움직이게 하여 전자와 정공간의 

재결합을 막음으로써 광촉매의 활성을 유지하게 해주어 궁극적으로는 

재결합 현상을 방지하는 효과를 나타내게 된다[11].

Figure 4. Band bending at the n-type, p-type semiconductor 

interface (Ef: Fermi level)[12]

광촉매로 사용되고 있는 반도체 물질로는 ZnO, CdS, WO3, TiO2,

ZrO2, SnO2, V2O3, g-C3N4와 복합금속산화물(페로브스카이트형) 등이 

있다. 그 중 ZnO와 CdS는 스스로 빛을 흡수하며, 빛에 의해 분해되는 

결점이 있어 반영구적이지 못하다. WO3는 특정 물질에 대해서만 광촉매

로서의 효율이 좋고 그 외에는 효율이 좋지 않아 사용에 많은 제한이 따

른다. TiO2 광촉매는 높은 band gap energy(3.2eV)를 가지므로 자외

선 하에서만 광촉매 활성이 가능하다. 광촉매 활성을 위한 자외선의 사

용은 높은 에너지 소비 문제와 자외선에 의한 노출로 인간에게 악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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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래한다. 이러한 이유들로 실험에 사용할 광촉매의 선택에는 많은 어려

움이 따른다.

연구에 필요한 광촉매를 선택하기 위해서, 우선 광학적으로 활성이 있

으면서 광부식이 없어야한다는 조건이 필요하다. 그리고 생물학으로나 

화학적으로 비활성이야 하는 특성도 필요하다. 이는 인체에 무해해야한

다는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면서 경제성 또한 

고려하여야 한다[12].

수많은 반도체 재료 중에서도, 그래피틱 카본 나이트라이드(Graphitic 

Carbon Nitride, g-C3N4)가 최근 들어 주목을 받고 있다[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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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분야 적용 예

수질/대기 정화 부분

지속성 유해화학물질(POPs) 광분해 제거 기술

광촉매를 이용한 정수/폐수/살균 등의 수질 정화 기술

광촉매를 이용한 폐수 내의 중금속 회수 및 제거 기술

광촉매를 이용한 대기 정화 기술

광촉매 반응기 설계, 제작 기술

광촉매를 이용한 해양 유류 오염 정화 및 조류 증식 조

절 기술

기타 다른 정화 공정과의 병합, 융합 기술의 개발

환경 기능성 광촉매 

소재 개발

가시광 영역에서의 사용가능한 촉매 개발

초 친수성 및 자정 향균 기능을 가진 광촉매 개발, 코팅

-졸 합성 기술

광촉매 코팅 기술 및 코팅 제품의 생산

-실내외 건축자재, 생활 및 사무 용품, 의료용품 등의 

개발

광분해성 광촉매/고분자 복합소재 개발

광촉매를 이용한

태양광 에너지 전환

기술 -태양 전지 분야

고효율 가시광 활성 물 분해 촉매 개발

가시광 감응제 개발

광촉매를 이용한 N2/CO2 전환 기술

연료 감응 TiO2 태양전지 개발

반도체 광전극 개발

화학 공정에 응용

기존의 고온고압 공정을 대체할 수 있는 광화학적 청정

공정 개발

광촉매 공정과 다른 공정과의 병합

금속부식 방지 기술
희생전극으로 TiO2를 이용한 금속 부식 방지 기술

TiO2 박막으로 코팅된 금속기질의 방식 효과 연구

Table 1. Photocatalyst's various application area[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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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g-C3N4

카본 질화물 또는 g-C3N4(Graphitic Carbon Nitride)는 저렴하고 독

성이 적으며, 금속이 포함되지 않아 차세대 광촉매로써 각광받고 있다. 

또한 band gap energy가 2.7eV로, 자외선과 가시광선 영역 모두에서 

활성이 가능하며 Urea, Melamine, Dicyanamide 그리고 Thiourea 등

의 간단한 열분해로 쉽게 합성할 수 있다. 아래의 Figure 5, Table 2와 

같이 여러 원료 물질을 이용하여 다양한 공정 조건으로 g-C3N4를 합성

할 수 있으며, 원료 물질과 공정 조건에 따라 다양한 band gap과 표면

적을 갖는다[14,17].

Figure 5. Various synthesis process conditions of g-C3N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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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ursor
Reaction temperature, 

time and atmosphere

Band gap

[eV]

Surface area 

[m2g-1]

Cyanamide 550℃, 4h, air 2.70 ca. 10

Melamine
500℃, 2h, air 2.80 ca. 8

580℃, 2h, air 2.75

Dicyandiamide 550℃, 2h, air 2.75 ca. 10

Thiourea

450℃, 2h, air 2.71 ca. 11

550℃ 2.58 ca. 18

650℃ 2.76 ca. 52

Urea

550℃, 0h, air 2.72 ca. 31

550℃ 2.68 ca. 62

550℃ 2.72 ca. 75

550℃ 2.78 ca. 288

Sulfuric-acid-

treated-melamine
600℃, 4h, Ar gas 2.69 ca. 16

Sulfur-mixed

melamine
650℃, 2h, N2 gas 2.65 ca. 26

Guanidine 550℃, 2h, N2 gas 2.74 ca. 8

Thiocyanate 700℃, 2h, N2 gas 2.89 ca. 42

Table 2. Band gaps and surface area for typical g-C3N4 

samples[14]

g-C3N4는 지구에 풍부한 원소인 탄소(C)와 질소(N)로 이루어져 있어 

원료가 되는 물질들을 쉽고 값싸게 구할 수 있으므로 특성이나 비용적인 

측면에서 다른 광촉매보다 상용화하기가 쉽다. 또한 금속 원소를 포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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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지 않아 기존의 중금속으로 이루어진 광촉매들과 비교했을 때 환경

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15].

g-C3N4는 전자적 성질, 흡광도, 계간(interfacial) 전하 전달, 밴드 구

조를 쉽게 변형할 수 있는 표면화학적 성질을 가지는 광촉매 물질이다. 

Band gap energy가 2.7eV이기 때문에 450nm정도의 가시광 영역에서 

높은 흡광도를 가지며, 화학적 및 열적 안정성이 높은 물질이다.

π-conjugated framework 구조를 가지며, 아래 Figure 8과 같이 탄

소와 질소로 구성된 2차원적 tri-s-triazine 단위 구조체들이 2D 중합

(polymerization)층을 형성한다. 이러한 2D 층들이 강한 Van der 

Waals forces(반 데르 발스의 힘)에 의해서 적층되어 흑연처럼 27°부

근에서 날카로운 그래피틱 특성 피크가 나타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그래피틱 카본 나이트라이드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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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atom    

C atom
Nitrogen pores

..
(a)

Figure 6. Schematic structure of g-C3N4[27]

S-triazine

(b) (c)

Figure 7. Schematic structure of S-triazine[27]

triazine

S-heptazine

.. ..

..

(c)
Nitrogen pore [(-)charge]

Figure 8. Schematic structure of S- heptazine[27]



- 18 -

g-C3N4는 2D 층 사이에 강한 Van der Waals forces가 작용하기 때

문에 화학적 안정성이 뛰어나다. 물, 알코올, 산이나 염기, N,N-디메틸

포름아마이드(DMF), 그리고 톨루엔 등 거의 대부분의 화학적 용매에 

잘 용해되지 않고 상온상압에서도 강한 물질이다[19].

아래의 Figure 9에 일부 일반적인 광촉매의 band gap 위치를 나타내

었다. g-C3N4의 conduction band는 –1.23eV를 가져 H+/H₂보다 더 

negative한 redox potential을 가지고 있다. 또한, g-C3N4의 valance 

band는 1.23eV로 O2/H2O보다 더 positive한 redox potential을 가지

고 있다.

  

→  




 →                    (Eq. 3)

→  




Figure 9. Illustration of the band gap energy of semiconductor photocataly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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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iconductor band gap(eV) Wavelength(nm)

UV area

SnO2 3.8 326

ZnS 3.6 344

ZnO 3.2 388

WO3 3.2 388

TiO2 3.2 388

SrTiO3 3.2 388

Visible light 

area

SiC 3.0 413

g-C3N4 2.7 450

CdS 2.5 496

Fe2O3 2.3 539

GaP 2.25 551

GaAsP 2.25 551

CdSe 1.7 730

GaAs 1.4 885

Table 3. Band gap energy of photocatalysts

g-C3N4가 이런 이점들을 가지는 것은 분명하지만, 단점들도 존재한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순수한 g-C3N4만으로는 오염물질의 분해 능력

이 낮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금속 및 비금속 물질을 doping

하여 단점을 극복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g-C3N4 의 크기

를 Nano-scale로 줄이는 것 또한 광촉매 활성도를 높이기 위한 매우 

유망한 연구 중의 하나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듯 차세대 

광촉매로써 고품질의 g-C3N4 물질을 개발하는 것은 환경 위협에 대처

할 수 있는 관심이 높은 연구 영역이다[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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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Doped g-C3N4

반도체에 금속이나 비금속을 doping 하여 반도체의 valance 

band(VB)와 conduction band(CB) 간의 chemical states를 도입하면 

VB에서 CB로의 전자 천이를 위한 band gap energy를 감소시킬 수 있

게 되어 가시광이나 태양광 조사 하에서도 광촉매의 활성이 가능하게 된

다.

g-C3N4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g-C3N4의 구조에 금속 및 비금속

을 doping하면 내부 양자 용량, 전자-정공 분리 효율, 전하 전달 효율

의 획기적인 향상이 가능하다. Doping된 g-C3N4 복합 광촉매는 친환경

적 수소 생산과 이산화탄소의 태양에너지 자원 전환, 오염물질의 제거 

등에 매우 유용하다[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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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3.1 연구재료

이 연구에서는 UV광선 하에서 반응하는 g-C3N4를 금속 및 비금속 물

질로 doping 하여 가시광선 하에서 활성화 될 수 있는 광촉매를 합성하

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물질을 사용하였다. g-C3N4의 합성을 위해 

Melamaine(㈜대정화금), Urea(DC chemical Co., Ltd)을 사용하였고, 

Boric acid(㈜대정화금), Cesium(㈜대정화금)을 사용하여 doping을 하

였다. 또한 광분해 반응을 확인하기 위하여 Rhodamine 

B(Sigma-aldrich) 수용액을 사용하였다. 광분해 실험에 가시광선을 제

공해주기 위하여 광원(xenon 램프, ORIEL INSTRUMENTS 

OPS-A500)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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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광촉매 합성 방법

3.2.1 Boron

비금속성 원소인 Boron은 자연계에서 원소 자체로 존재하지 않으며 산

소와 결합된 형태로 존재한다. 금속과 비금속의 중간 성질을 갖는 준금

속(metalloid) 물질이다. Boron의 화학결합에서 전자를 끌어들이는 정

도를 나타내는 전기음성도는 수소(H), 실리콘(Si), 저마늄(Ge)과 비슷

하며, 탄소(C)보다는 약간 적다.

Boron은 탄소보다 원자의 크기가 비슷하지만 조금 더 커서 g-C3N4의 

구조에서 탄소의 자리로 대체된다. 이렇게 C-N bond 대신 B-N bond

를 형성하여 반응을 더 빨리할 수 있도록 하여 가시광 하에서의 효율을 

높여준다.

3.2.2 Cesium

Cesium은 빛 에너지를 전기로 바꾸는 광전지와 광전자 장치, 화학공업 

등에서 요긴하게 사용된다. 원자번호는 55번으로, 알칼리 금속 족에 속

한다. 모든 원소 중에서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작고, 전기 양성도가 가

장 크다. Cesium과 Cesium 화합물은 석유 시추에서부터 각종 첨단 산

업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하게 사용된다.

Cesium은 원자의 크기가 커 g-C3N4의 layer 사이로 들어가 layer 간

의 거리를 증가시켜 표면적을 넓혀주는 역할을 한다. 이에 빛의 통과율

이 높아져 빛을 더 잘 모을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흡수율이 높아지며, 

가시광 하에서의 효율을 높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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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광촉매 합성 방법

가시광선 하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 g-C3N4를 합성하기 위해 5g의 

Melamine과 5g의 Urea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Boron과 Cesium의 양

을 다르게 첨가 하면서 진행하였다. Boric acid를 사용하여 Boron을, 

Cesium chloride를 사용하여 Cesium을 합성하였다. 각각의 사용량은 

아래의 Table 4에 나타내었다.

g-C3N4의 합성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Melamine과 Urea를 각각 

5g씩 정량하고, Boric acid와 Cesium chloride의 중량을 달리 하여 4

가지의 sample을 준비한다. 각각의 sample을 증류수를 첨가하여 비이

커에 넣어 1시간동안 섞어준다. 그 다음 둥근바닥 플라스크로 옮긴 후 

온도를 70℃정도로 유지하며 다시 1시간 동안 섞어준다. 이때 증발 방

지와 부피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환류 장치를 꼭 사용하여야 한

다. 이후 잘 섞인 용액을 conical tube에 나누어 담아 원심분리를 하고 

액체를 제거한 후 오븐에 18시간 이상 충분히 건조시켜 준다. 충분히 

건조된 파우더를 사발을 이용하여 갈아준 다음 도가니에 담은 후 뚜껑을 

덮고 furnace에 넣어 500℃에서 3시간, 550℃에서 3시간을 소성시킨

다. 이 과정으로 얻은 sample들을 Bulk sample이라고 한다. 이 sample

들을 반씩 나누어 도가니에 담고, 뚜껑 없이 furnace에 넣어 500℃에서 

2시간을 소성시킨다. 이 sample들은 Nanosheets sample 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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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No.

Bulk Nanosheets Bulk

Nano

sheet

s

1 2 3 4 5 6 7 8 9 10

Melamine 

(g)
5 5 5 5 5 5 5 5 5 5

Urea (g) 5 5 5 5 5 5 5 5 5 5

Boric

acid (g)
0 0.2 0 0.2 0 0.2 0 0.2 0 0

Phosphori

c acid 

(ml)

0 0 0 0 0 0 0 0 1.8 1.8

Cesium 

chloride 

(g)

0 0 0.2 0.2 0 0 0.2 0.2 0.2 0.2

Table 4. Amount of material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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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lk
Sample

Nanosheets
Sample

water

Figure 10. Schematic of the synthesis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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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광촉매의 특성 분석

제조된 촉매들의 특성 분석에는 다음의 장비들을 사용하였다.

3.3.1 X선 회절(XRD)

XRD 분석 장비는 소재와 박막의 결정 구조, 화학적 조성, 물리적 특성

에 관한 정보를 밝히는 비파괴 분석 기법이다. 이 장비로는 X-선과 물

질의 상호 작용 중 회절, 반사 및 산란 되는 현상을 이용해 X선 회절 패

턴을 측정하여 물질의 구조 및 화학적 결합상태 등을 분석하고 결정 구

조에 대한 정성적 및 정량적 해석을 할 수 있다. 또한 다결정 다반사에 

의한 고분해능 광학계 반사 측정을 통해 거칠기 및 두께 분석, 미량시료 

분석 및 Huge Cell 측정 등이 가능하다. 본 실험에서는 doping된 

g-C3N4 광촉매의 결정구조 및 결정각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다.

Figure 11. Image of XRD equipment (Model: D8 ADV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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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주사 전자 현미경(SEM)

이 장비는 빛 대신 전자를 이용해 이미지를 형성하는 현미경이다. 금

속, 재료, 반도체, 섬유, 폴리머 재료 등 시료의 미세구조, 성분 분석 및 

금속의 표면 미세구조, 분석재료 및 형상 분석에 사용된다. 본 실험에서

는 합성된 촉매의 초미세구조 관찰 및 크기, 모양 등을 관찰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다.

Figure 12. Image of SEM equipment (Model: S-3400N 

(Type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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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비표면적 분석(BET)

Surface area & Pore size analyzer (BET)는 분말 표면에 N2를 흡

착시켜 흡착된 질소 가스의 양을 측정하여 BET식으로 계산하여 표면적

을 구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액체 질소 온도(77K, -196℃)

에서 상대압력(P/Po)의 변화에 따라 다공성 시료의 표면 및 기공 내에 

물리적으로 흡착(Van der Waals Adsorption)되는 질소 가스의 양을 

측정함으로써 비표면적 및 기공 분포를 측정한다. 비표면적은 질소 가스

가 시료의 표면 및 기공 내에 단분자층(Monolayer)으로 흡착됐을 때의 

흡착량을 측정하여 시료의 단위 무게 당 표면적 즉, 비표면적 값을 측정

한다. Micro/Meso pore 물질의 pore size, volume 및 분포를 측정할 

수 있다. 나노 물질 등 미세 고체 입자의 표면적과 세공 특성 측정, 고

체 물질의 물성 조사 및 품질관리, 촉매, 흡착제, 세라믹, 활성탄, 탄소섬

유, 시멘트, 유리섬유, 금속 및 금속산화물 등 다양한 유무기 재료의 분

석이 가능하다. 본 실험에서는 합성된 촉매의 흡착량을 측정함으로써 비

표면적 및 기공 크기 분포를 계산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다.

Figure 13. Image of BET equipment

(Model: ASAP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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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UV-Vis Spectrophotometer

이 장비는 자외선/가시광선 및 근적외선 영역(180-3300nm) 파장의 

전자기 복사선을 분석할 시료에 조사하여 투광도, 흡광도 및 굴절률 등

을 측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화학종의 정성 및 정량분석에 이용할 수 있

다. 본 실험에서는 흡광도 및 띠 간격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하였다.

Figure 14. Image of UV-Vis 

Spectrophotometer (Model: 

GENESYSTM10S V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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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광 발광 분광법(PL Spectroscopy)

광 발광 분광법(Photoluminescence spectroscopy, PL spectra)은 

반도체 재료의 충전 carrier 재조합을 조사하기 위해 사용하며 광전자와 

정공 쌍의 전달과 분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시료에 레이저 혹은 램

프의 빛을 조사하고 나오는 빛을 관찰하는 방법으로 측정이 이루어진다. 

다른 발광 분석 기법과 달리 시료에 특별한 처리 없이 측정할 수 있어 

시료에 손상을 가하지 않고 정밀한 측정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반

도체 물성 분석에 매우 유용하다. 본 실험에서는 피크 intensity를 분석

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다.

Figure 15. Image of Photoluminescence spectroscopy 

(Model: Flex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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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광분해 반응 및 반응 장치

합성된 광촉매의 광 활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300W xenon 램프를 이

용해 가시광선 하에서 Rhodamine B 수용액의 광분해 반응을 진행시켰

다.

Rhodamine B 수용액 20ppm을 준비하여 15ml를 분취하고 광촉매 

0.015g을 넣어 반응을 진행시켰다. 먼저, 암막을 설치해 dark 상태를 

유지하며 15분정도 교반기를 이용하여 섞어주었다. 이는 Rhodamine B 

수용액과 광촉매가 잘 흡착되게 만들기 위해서이며, 암막을 설치하는 이

유는 광촉매를 활성화 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 15분 정도 잘 섞

어준 용액을 원심분리하여 상층액만 채취한 후 분광광도계

(GENESYSTM10S UV-Vis)를 이용하여 흡수 스펙트럼을 측정한다. 이

후 가시광선 램프를 켜 광촉매의 반응이 시작되도록 한 후 앞의 과정을 

반복한다. Xenon 램프를 사용할 때 가시광선 하에서의 효율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외선, 적외선을 차단하는 몇 가지 장치를 이용하였다. 파장이 

400nm이하인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하여 400nm 필터를 장착하였고 파

장이 800nm 이상인 적외선을 차단하기 위하여 물을 순환시키는 

Immersion Cooler(㈜JEIO TECH)를 이용하였다. 장치의 사용으로 인

해 램프의 온도가 올라가면 적외선이 발생하는데, 이를 식혀주어 적외선

을 차단시키기 위함이다.

Rhodamine B의 농도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30분~1시간 간격으로 분

광광도계로 시료를 측정하여 반응 전과 후의 흡수 강도를 비교하여 결과

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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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W
l

O

(a)

(b)

(c)

(d)

Figure 16. Schematic of photodegradation experimental process

        (a) Xenon lamp controller      (c) Immersion cooler

        (b) Xenon lamp               (d) Stirr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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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결과 및 고찰

4.1 광촉매 합성의 결과

아래의 Table 5는 Boron과 Cesium의 양을 다르게 첨가하여 합성한 

g-C3N4의 결과물이다. 각각 doping된 물질이 달라 색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Sample 

No.
1 2 3 4

Sample 

No.
5 6 7 8

Table 5. Synthesized photocataly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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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광촉매 특성 분석 결과

4.2.1 XRD

아래의 Figure 17은 각 광촉매 sample들의 XRD 분석 패턴이다. 그래

프에서 볼 수 있는 피크들은 모두 2θ(Theta)가 27-28° 부근에서 관

찰된다. 이는 성공적으로 g-C3N4로 합성되었음을 나타낸다.

Figure 17. Image of XRD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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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SEM

아래의 Figure 18은 doping을 하지 않은 g-C3N4 Bulk sample과 

g-C3N4 Nanosheets sample의 SEM 분석 결과이다.

Figure 18의 (a)에서는 pore의 생성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물결모양

의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Figure 18의 (b)에서는 박리된 층이 관찰됨으로 Bulk에서 

Nanosheets structure로 성공적으로 박리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Sample 1 (GCN-Bulk) Sample 5 (GCN-Nanosheets)(a) (b)

Figure 18. Image of SEM analysis

(a) g-C3N4 Bulk  (b) g-C3N4 Nanoshe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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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Figure 19은 Boron과 Cesium이 co-doping된 g-C3N4 Bulk 

sample과 Boron과 Cesium이 co-doping된 g-C3N4 Nanosheets 

sample의 SEM 분석 결과이다.

Figure 19의 (a)에서는 적층 구조와 pore를 확인할 수 있다. Layer의 

두께는 50nm로 관찰되었다.

Figure 19의 (b)에서는 박리된 층과 pore가 관찰되고 있으며 layer의 

두께는 13nm으로 관찰되었다.

여기서 pore는 Cesium을 doping하기 위하여 첨가한 Cesium chloride

가 Cl2가스가 되어 생성된 pore이다. 이를 통해 doping이 성공적으로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Sample 4 (B, Cs GCN-Bulk) Sample 8 (B, Cs GCN-Nanosheets)(a) (b)

Figure 19. Image of SEM analysis

(a) B, Cs co-doped g-C3N4 Bulk

(b) B, Cs co-doped g-C3N4 Nanoshe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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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BET

BET 분석 실험에서는 SEM 분석에서와 같이 4개 sample을 분석하였

다. 모든 sample들이 Type Ⅳ isotherms 모양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mesopore가 잘 형성되었음을 나타낸다.

아래의 Figure 20과 Table 6에서는 doping된 광촉매의 비표면적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과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Boron과 Cesium이 

co-doping된 g-C3N4 Nanosheets sample이 74cm2/g으로 가장 넓은 

비표면적을 가지고 있다. 다음으로 넓은 비표면적은 g-C3N4 

Nanosheets sample이 18cm2/g을 가지고 있다. g-C3N4 Bulk sample

과 Boron과 Cesium이 co-doping된 g-C3N4 Bulk sample은 각각 

12.5cm2/g와 12.8cm2/g로 근사한 비표면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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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0. Image of BET analysis

Sample Surface Area (cm2/g)

g-C3N4 Bulk 12.5

g-C3N4 Nanosheets 18

B, Cs doped g-C3N4 Bulk 12.8

B, Cs doped g-C3N4 Nanosheets 74

Table 6. Each sample’s surface area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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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UV-Vis

합성된 광촉매들의 광 흡수 특성을 UV-Vis spectrophotometer로 조

사하였다. 광촉매들은 자외선과 가시광선 모두를 흡수하는 양상을 보이

고 있다. 합성된 물질의 band gap은 아래의 Tauc 식을 이용하여 계산

하였다[21].

ℎ ℎ

                (Eq. 4)

여기서 α = 흡수 계수

ℎ = 플랑크 상수(Plank's constant)

ν = 입사 양성자의 진동수

Eg = Band gap

C = 상수

n = 광 흡수 과정을 나타내는 지수

           (직접 band gap 반도체 재료의 경우 n = 1/2)

Eq. 4와 Figure 21을 바탕으로, band gap이 추정 될 수 있다. 

g-C3N4 Bulk sample의 band gap energy는 2.7eV로 추정되고, 

g-C3N4 Nanosheets sample의 band gap energy는 2.78eV로 추정된

다. 또한 B, Cs co-doped g-C3N4 Bulk sample의 band gap energy

는 2.65eV로 추정되고, B, Cs co-doped g-C3N4 Nanoshe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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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의 band gap energy는 2.78eV로 추정된다.

GCN-B
GCN-Ns
B, Cs GCN-B
B, Cs GCN-Ns

Exponent ial tail 

Figure 21. Image of UV-Vis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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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N-B

Figure 22. Band gap energy of g-C3N4 Bulk

mid-gap state

GCN-Ns

Figure 23. Band gap energy of g-C3N4 Nanoshe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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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gap state

B, Cs GCN-B

Figure 24. Band gap energy of B, Cs doped g-C3N4 Bulk

mid-gap state

B, Cs GCN-Ns

Figure 25. Band gap energy of B, Cs doped g-C3N4 Nanoshe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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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PL Spectroscopy

아래의 Figure 26은 광 발광 스펙트럼을 분석한 그래프이다. g-C3N4

Bulk sample, Boron과 Cesium이 co-doping된 g-C3N4 Bulk 

sample, g-C3N4 Nanosheets sample, Boron과 Cesium이 co-doping

된 g-C3N4 Nanosheets sample 순으로 피크 intensity가 감소하고 있

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recombination(재결합)이 감소하였다는 

것을 나타낸다.

475 nm
GCN-B
B, Cs GCN-B
GCN-Ns
B, Cs GCN-Ns

Figure 26. Image of P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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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광분해 실험

4.3.1 합성 물질과 반응 시간에 따른 Rhodamine B 제거 농도

아래의 Figure 27은 합성한 광촉매의 종류에 따라 빛이 없는 조건에서 

반응시킨 농도와 반응 시간을 증가시킴에 따라 나타나는 Rhodamine B

의 농도 변화를 나타낸다. 빛이 없는 조건에서 Rhodamine B의 제거는 

주로 흡착에 의해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후 가시광선을 조사하여 30분~1시간 간격으로 Rhodamine B의 수

용액의 농도를 확인한 결과, 반응 시간이 늘어날수록 Rhodamine B의 

농도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채취한 용액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옅어져 육안으로 보기에도 색 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으며, 농도 측

정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그 중에서도, Boron과 Cesium이 co-doping

된 g-C3N4 Nanosheets sample로 실험을 하였을 때의 Rhodamine B

의 농도는 120분 만에 약 98% 감소로 가장 많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색 또한 투명한 색으로 바뀌었다. 그 다음으로는 Cesium이 

doping된 g-C3N4 Nanosheets sample이었다. 이 실험의 결과로 

Nanosheets sample이 Bulk sample보다 뛰어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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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7. Results of photodegradation for Rhodamine B solution 

with different photocatalyst

아래의 Figure 28은 Cesium과 Boron의 비율을 달리 첨가하여 합성한 

광촉매의 Rhodamine B 수용액 광분해 결과이다. 각 숫자는 0.1g, 

0.2g, 0.3g을 뜻한다.

Bulk sample에서는 비율과 광분해 효율과의 관계가 없었으며, 

Nanosheets sample 중에서는 각 시약을 0.2g씩 첨가한 것이 가장 높

은 효율이 나타났다. 0.3g씩 첨가하였을 때는 효율이 Bulk sample보다

도 낮음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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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8. Results of photodegradation for Rhodamine B solution 

with different photocatalyst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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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광촉매의 단점인 자외선 사용으로 인한 유해성 

문제, 에너지 소비 증가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태양광 하에서 반응

하는 광촉매를 개발하였다.

Melamine과 Urea를 이용하여 g-C3N4를, Boron과 Cesium을 각기 

다른 비율로 사용하여 여러 가지 g-C3N4 광촉매를 합성하였다. 합성된 

광촉매의 특성을 조사하였고 Rhodamine B 수용액을 이용하여 광분해 

실험을 진행하였다. 광촉매의 특성은 SEM, BET, XRD, UV-Vis 

spectrophotometer, PL spectroscopy 장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먼저, 실험과 특성 분석을 통하여 광촉매의 doping 및 합성이 성공적으

로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Boron과 Cesium doping 및 

Nanosheets 구조가 g-C3N4의 전자 구조 및 광촉매의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SEM 분석 결과에서 doping 후의 sample에서 도핑에 사용한 Cesium 

chloride로부터 발생한 Cl2 가스로 인해 생성된 pore를 확인함으로써 

doping이 성공적으로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박리된 층

을 확인함으로써 Bulk에서 Nanosheets 구조로 성공적으로 합성되었다

는 확인하였다.

BET 분석 결과에서도 Boron과 Cesium이 co-doping된 Nanosheets 

sample이 74cm2/g으로 가장 넓은 비표면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

XRD 분석 결과에서 2θ = 27° 및 28°의 피크를 확인하였고 이 결

과는 성공적으로 g-C3N4로 합성되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합성된 광촉매들을 이용하여 Rhodamine B 수용액의 분해 실험을 통

해 광촉매로써의 활성을 조사하고 수용액 내의 유기물질을 분해하는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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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의 물질을 확인하였다. 또한, 합성 당시 사용된 Boron과 Cesium의 

비율에 따라 광분해 효율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Boron과 

Cesium을 co-doping한 Nanosheets 광촉매의 가시광선 하에서 유기물

질(Rhodamine B)을 분해하는 능력이 가장 높음을 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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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g-C3N4 powder was synthesized using melamine and 

urea. photocatalysts were synthesized with boron and cesium doping 

and each photocatalysts were analyzed physical and chemical 

properties using various equipment. 

The nano structures, surface area and optical properties of 

synthesized photocatalysts were characterized by SEM, BET, XRD, 

UV-Vis spectrophotometer and PL spectroscopy.

Compared efficiency of each photocatalysts through photodegradation 

experiment of Rodamine B solution under visible light and confirmed 

their light activity.

UV-vis absorbance analysis measured the absorption spectrum 

before and after the reaction and compared each photocatalyst. 

Compared the concentration and remove efficiency and determined 

sample with co-dopped Boron and Cesium have the highest Rodamine 

B removal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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