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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분계 이온성액체를 사용하여 다양한 모양의 이산화티타늄 입자를 수정된 졸-겔법을 이용하여 제조하였다. 합성에 

사용된 이온성액체의 종류에 따라 이산화티타늄 입자는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이는 이온성액체와 유기용매 

계면 사이에서 형성되는 이산화티타늄이 두 물질 사이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받아 입자의 모양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제조된 입자의 광촉매 성능을 측정하기 위하여 4-chlorophenol 분해반응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1-Octyl-3-methyl-

imidazolium tetrafluoroborate과 1-Octyl-3-methylimidazolium tetrafluoroborate를 이용하여 합성한 TiO2 입자가 가장 우수한 

광촉매 활성을 나타내었다.

TiO2 particles with various shapes were synthesized by using a modified sol-gel method with binary ionic liquids. The struc-

tural properties of the particles were significantly affected by the composition of ionic liquids. This is mainly attributed to 

the interaction between the organic solvent and ionic liquid at the interface leading to the formation of particle structure. 

The photocatalytic activity of the prepared samples was also examined for the degradation of 4-chlorophenol. Among the par-

ticles, TiO2 prepared with 1-octyl-3-methylimidazolium tetrafluoroborate and 1-octyl-3-methylimidazolium tetrafluoroborate 

showed the best photocatalytic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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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Titanium dioxide (TiO2, titania)는 광촉매나 촉매 지지체 등 여러 응용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1]. 특히 TiO2 촉매는 환경 분야에서 유기 

오염물의 분해 및 제거에 가장 효과적인 기술로 알려져 있다[2-4]. 작은 

입자 크기와 높은 비표면적 및 균일한 세공율(porosity)과 세공크기 분

포도(pore size distribution)를 갖는 TiO2 입자는 촉매의 활성 및 효율을 

높일 수 있다. 또한 TiO2 입자의 결정상 및 결정화 정도는 촉매특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최근 높은 비표면적을 가지는 TiO2 제조

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Antonelli와 Ying[5]은 phos-

phorus계 계면활성제를 template로 첨가시킨 졸-겔법을 사용하여 비표

면적이 높고 세공 크기 분포도가 균일한 mesoporous TiO2를 제조하였다. 

이후에도 다양한 계면활성제 templating을 이용하여 비표면적이 높은 

TiO2 제조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6-9]. 

졸-겔법은 금속 alkoxide를 전구체로 사용하여 용액 상태의 화학반

응에 의해 나노 입자를 형성하는 전형적인 화학 습식 방법이다. 일반

적으로 졸-겔법에 의해 제조된 입자들은 무정형 상태이므로 결정화된 

물질을 얻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열처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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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소성 단계에서 급격한 열적 변이 현상이 수반되기 때문에 입자가 

응집되어 결정이 성장하면서 비표면적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된다. 따

라서 TiO2 입자를 촉매 지지체로서 사용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을 넓히

기 위해 넓은 비표면적과 아나타제 결정성을 가지는 TiO2 입자를 합

성하는 것은 매우 유용하다.

새로운 청정용매로서 관심을 받고 있는 이온생액체는 유기물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무기물의 합성에 이용된다. 이온성액체는 이온

만으로 구성된 액체로서 일반적으로 질소를 포함하는 양이온과 음이

온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구조에 의해 낮은 용융점, 열적안정성, 

낮은 휘발성, 높은 이온전도성을 가지고 있으며 금속, 유기물 및 유기

금속에 대한 높은 용해성을 가지는 특성이 있다[10]. 특히 이온성액체

는 양이온과 음이온의 구조를 쉽게 조절하여 그 특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11,12]. 이와 같이 이온성액체를 사용하여 구형 

산화금속물을 합성하는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3,14]. 하지만 

이성분계 이온성액체를 이용하여 금속산화물을 합성하는 연구는 시

작단계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성분계 이온성액체를 이용하여 다양한 

구조를 가지는 TiO2 입자를 합성하였다. 이렇게 합성된 입자들은 

4-chlorophenol (4-CP) 분해 반응을 통해서 광촉매 활성을 측정하였으

며 특성분성을 통해 촉매의 특성과 반응성에 대한 상관관계를 고찰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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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List of Room Temperature Ionic Liquids

Symbol Full name

BBF4 1-Buthyl-3-methylimidazolium tetrafluoroborate

BPF6 1-Buthyl-3-methylimidazolium hexafluorophosphate

HBF4 1-Hexyl-3-methylimidazolium tetrafluoroborate

OBF4 1-Octyl-3-methylimidazolium tetrafluoroborate

OPF6 1-Octyl-3-methylimidazolium hexafluorophosphate

Table 2. The Structural Properties of TiO2 Samples after Calcination

at 500 ℃

Sampe No. Name Surface area (m
2
/g) Pore volume (cm

3
/g)

1 BPF6/BBF4 9.9 0.187

2 BBF4/HBF4 16.6 0.205

3 OBF4/OPF6 114.9 0.475

4 HBF4/OPF6 133.41 0.719

Figure 1. SEM images of TiO2 particles prepared using various binary 

ionic liquids after calcination at 500 ℃.

 

(a) BPF6/BBF4                 (b) BBF4/HBF4

 

(c) OBF4/OPF6                 (d) HBF4/OPF6

Figure 2. N2 adsorption-desorption isotherm of TiO2 particles prepared 

using various binary ionic liquids after calcination at 500 ℃.

2. 실    험

Titanium isopropoxide (≥ 98% Daejung Co.) 25.5 mL에 anhydrous 

toluene 6 mL와 toluene (≥ 99.5% Junsei Co.)과의 몰비가 5가 되도록 

두 가지 이온성액체를 동일한 몰수만큼 첨가하여 교반기에 30 min간 

교반하였다. 교반이 끝난 후 이 혼합용액에 다시 methanol (≥ 99.5% 

Daejung Co.) 90 mL를 첨가하여 1 min간 교반하여 흰색의 침전을 

얻었다. 이 용액을 1000 rpm에서 10 min간 원심분리를 하여 고체와 

액체층을 분리하였다. 이후 상층 용액은 따라버리고 분리된 생성물

을 거름종이에 담아 다량의 증류수를 가하여 여과한 후 건조기에서 

100 ℃로 건조하였다. 이후 소성기에서 500 ℃로 2 h 동안 소성한 후 

백색입자를 얻었다. 

제조된 TiO2 입자의 결정구조와 결정화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X선 

회절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측정장비로는 CuKa 회절(wavelength = 1.5418 

Å)을 이용하는 Shimadzu사의 powder X-선 회절분석기(XRD-6000)를 

사용하였다. 측정은 40 kV와 30 mA의 조건에서 수행하였다. TiO2 

입자의 구조적인 특성은 비표면적 분석기(BELSORP-MINI II, Bel 

Co.)를 사용하여 77 K에서의 질소흡착등온법을 통해 측정하였다. 모

든 시료는 150 ℃에서 2 h 동안 He으로 전처리 시킨 후 분석을 수행

하였다. 제조된 입자의 형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계방사형주사전자

현미경(JSM-6700F, JEOL Ltd.)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제조된 입자의 광촉매 활성은 borosilicate 유리로 제조된 원통형 반

응기(i.d. 5.5 cm)에서 측정하였다. 우선 제조된 입자를 물속에서 soni-

cation을 이용하여 부유시킨 이후에 peristaltic 펌프를 이용하여 반응

기에 순환시킨다. 반응기에 공기의 통기는 공기방울이 자외선의 통과에 

방해되지 않도록 본 반응기에 연결된 별도의 플라스크에 주입하였다. 

반응기의 양쪽에 두 개의 저압 수은 자외선관(Spectronics)을 이용하여 

300∼400 nm (peak = 365 nm)의 자외선을 광촉매에 공급하였다. 반응

용액의 순환 속도는 0.3 L/min 공기의 유속은 0.5 L/min을 유지하였다. 

4-CP (99%, Aldrich)의 초기농도는 50 mg/L이고 TiO2의 농도는 500 

mg/L를 유지하여 4 h 동안 반응을 수행하였다. 4-CP의 농도는 고성능 

액체크로마토그래피(HPLC, K2Q12, Konik Tech.)를 사용하여 측정하

였다.   

  

3. 결과 및 고찰

이성분계 이온성액체가 TiO2 입자 제조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Table 1에 제시한 이온성액체들을 사용하여 동일한 조건에서 

합성을 수행하였다. 사용된 이성분계 이온성액체의 종류에 따라서 형

성된 입자의 크기나 형태가 다양하게 합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Table 2에 제시한 서로 다른 이성분계 이온성액체를 이용하여 합성된 

4 종류의 TiO2 입자를 사용하여 광촉매 반응을 수행하였다. 본 논문에

서는 샘플의 이름을 합성에 사용된 이성분계 이온성액체 약자의 조합

으로 표기하였다. 먼저 입자의 결정도와 순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XRD를 이용하여 측정한 후 그 결과를 Figure 1에 도시하였다. 분석결과 

모든 peak가 아나타제 결정의 TiO2 결정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Miller 

지수로 (101), (004), (200), (105) 그리고 (211)를 보임으로 불순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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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PF6/BBF4                                                        (b) BBF4/HBF4

             

(c) OBF4/OPF6                                                        (d) HBF4/OPF6

Figure 3. XRD patterns of TiO2 particles prepared using various binary ionic liquids after calcination at 500 ℃.

포함되지 않은 순수한 구조를 가지는 입자가 형성된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입자의 결정도가 모든 샘플에서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든 입자가 결정도 측면에서는 광촉매로서 동일한 조건을 가지

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합성된 TiO2 입자의 형상을 주사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분석하였

다. Figure 2에 도시한 바와 같이 사용된 이성분계 이온성액체의 종류

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입자가 형성되는 것이 관찰 되었다. 우선 

BPF6/BBF4의 경우 크기가 약 1 µm 정도의 구형입자가 형성되었다. 

BBF4/HBF4의 경우 100 nm 정도의 미세 중공체 입자가 형성된 것으

로 관찰되었다. 이는 이온성액체 사이에 톨루엔이 미세입적을 형성하

고 여기에 녹아있던 이산화티타늅 전구체가 표면에서 이온성액체와 

반응하여 구형 이산화티타늄을 형성하는 합성 기작이다. 즉, 이온성액

체의 물성이 톨루엔의 미세에멀젼을 형성하는 것과 동시에 이산화티

타늄 전구체가 미세에멀젼 계면에서 가수분해를 통해 이산화티타늄을 

형성하는데 역할을 하는 것이다[13,14]. 특히 BBF4/HBF4의 경우 상기 

메커니즘이 보다 효과적으로 적용된 것으로 사료된다. OBF4/OPF6의 

경우 입자의 크기가 50 nm 이하의 구형입자가 형성되었고 HBF4/OPF6

의 경우에는 보다 작은 미세입자가 형성된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와 

같은 입자의 형성은 자가 배열하는 이온성액체와 TiO2 입자의 효과적

인 응집현상에 기인한다. 이온성액체는 겔 구조가 수축이나 붕괴되지 

않고, Ti와 O 원자가 일정하게 정렬된 안정한 졸-겔 망상구조를 형성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15]. 

합성된 입자의 구조적 특성을 Table 2에 제시하였다. 입자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큰 BPF6/BBF4과 BBF4/HBF4가 비표면적과 기공부피가 

작게 나타났다. 이는 Figure 1에서 분석한 내용과 동일한 경향을 나타

내는 결과이다. 입자들의 질소 흡탈착등온곡선을 Figure 3에 도시하였

다. BPF6/BBF4의 경우 크기가 상대적으로 크고 비다공성 입자의 등

온곡선이 측정되었다. BBF4/HBF4의 경우 중공형입자의 등온곡선의 

경향을 나타내었다. OBF4/OPF6의 경우 등온곡선은 IUPAC 분류에 

기초하여 mesoporous 물질의 특성을 보이는 IV유형을 나타내었다

[16]. P/P0 = 0.65 (hysteresis loop)에서 흡착등온곡선은 예리한 굴곡을 

나타내었고, 비교적 가파른 형태의 탈착등온곡선이 관찰되었다.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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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Photocatalytic degradation of 4-CP by TiO2 particles prepared 

using various binary ionic liquids after calcination at 500 ℃.

같은 등온곡선은 제조된 입자에 세공입구의 직경은 동일하지만 다양한 

크기의 세공이 분포하고 있음을 반영해준다[17]. 또한 입자 속에 입구 

크기가 비슷한 mesoporosity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HBF4/OPF6의 경우 

전형적인 미세입자의 등온곡선이고 이는 상기의 특성분석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합성된 다양한 형태의 TiO2 입자의 광촉매 활성을 측

정하여 그 결과를 Figure 4에 도시하였다. 동일한 결정구조를 가지는 

아나타제 TiO2 광촉매 활성은 입자의 구조에 따라 커다란 차이를 보

였다. BPF6/BBF4과 BBF4/HBF4의 경우 다른 샘플에 비하여 상대적

으로 비표면적이 작기 때문에 낮은 광촉매 활성을 보였다. 하지만 

BBF4/HBF4의 경우 비표면적과 기공부피를 고려해 볼 때 BPF6/BBF4에 

비해 높은 활성을 보였다. 이는 중공형 입자가 구형입자에 비해 우수한 

광촉매 활성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OBF4/OPF6과 HBF4/OPF6의 활

성을 비교해 보면 입자의 형태가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 할 수 있다. 

OBF4/OPF6의 경우 HBF4/OPF6에 비하여 낮은 비표면적과 기공부피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광촉매 활성을 보였다. 이는 상대적

으로 균일한 입자 크기와 메조포어 구조를 가지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다시 말해, 광촉매 반응물로 사용된 4-CP가 샘플 3 입자의 

표면에 접근하는 것이 다른 샘플들 보다 용이하기 때문이다. 특히 액

상반응이 경우 기상반응보다 촉매와 반응물 사이의 접근성이 광촉매 

활성을 결정하는데 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4. 결    론 

이성분계 이온성액체를 사용하여 다양한 구조를 가지는 TiO2 입자를 

합성하였다. 사용된 여러 가지 이온성액체에 따라서 입자의 모양, 비

표면적 그리고 기공부피에 차이가 명확하였다. 이는 이온성액체와 톨

루엔 그리고 이산화티타늄 전구체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이다. 동일한 

아나타제 결정구조를 가지는 다양한 형태의 이온성액체를 가지고 

4-CP의 광촉매 활성반응을 수행하였다. 유사한 비표면적을 가지고 있

는 경우 구형입자 보다는 중공형 입자가 높은 광촉매 활성을 보였다. 

고 비표면적을 가지는 TiO2 입자의 경우에는 균일한 크기와 메조구조

형태를 가지는 입자가 가장 우수한 광촉매 활성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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