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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화학적 환원법에 이온성액체를 사용하여 팔라듐 입자를 제조하였다. 이온성액체를 구성하는 양이온의 종류에 

따라 형성된 팔라듐 입자는 다양한 크기와 모양을 가지는 것이 관찰되었다. 이는 이온성액체의 양이온이 길이에 따라 

합성 중에 이온성액체들 간에 형성되는 구조체의 안정성에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BF4] 음이온을 가지는 이온성액체 

중 양이온의 알킬기가 hexyl인 이온성액체를 이용하여 합성된 팔라듐 입자가 가장 작고 균일하게 형성되었다. 

Palladium particles were synthesized by conventional chemical reduction method with ionic liquids. The size and shape of 

palladium particles were significantly affected by the cation parts of ionic liquids. This is mainly attributed to the different 

stabilities of the ionic liquid structure formed by the physical bond between the cation parts. Among ionic liquids with [BF4] 

as an anion part, the hexyl substituent in the cation parts was more effective to synthesize palladium particles with the smaller 

size and more uniform sh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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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팔라듐은 여러 가지 화학공정에서 사용되는 촉매 물질로서 수소화 / 

탈수소화 반응, 저온 자동차 배기오염물질 제거 및 석유 크래킹 반응에 

사용되고 있다[1-3]. 또한 상온 상압 조건에서 수소저장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4]. 유기합성 분야에서는 Suzuki, Heck 그리고 Stille 반응과 같이 

다량의 탄소-탄소 결합이 생성되는 반응에 촉매로 널리 이용되고 있

다[5-7]. 특히 주목할 점은 팔라듐 입자의 모양이나 크기에 따라 특정 

반응에서 아주 우수한 촉매활성을 보인다는 것이다 [8-11]. 따라서 팔

라듐을 촉매로 사용할 경우 반응에 따라서는 입자의 크기나 모양이 

반응활성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지난 몇 년 동안 나노결정을 가지는 귀금속계 입자를 합성하기 위

해서 polyol 합성법이 활발히 연구되어 왔다. 특히 ethylene glycol (EG)

의 경우 여러 가지 귀금속 전구체에 대한 높은 용해도를 가지고 있으며, 

합성온도에 따라서 환원정도가 조절되는 장점이 있다[12-22]. 하지만 

† Corresponding Author: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Department of Chemical Engineering

172 Gongneung-2 dong, Nowon-Gu, Seoul 139-743, Korea

Tel: 82-2-970-6602  e-mail: kyoo@seoultech.ac.kr

pISSN: 1225-0112 @ 2012 The Korean Society of Industrial and Engineering Chemistry. 

All rights reserved.

polyol의 강한 환원력 때문에 귀금속 입자의 형태를 조절하는데 어려

움이 있다[13,16,17,20]. 또한 상용 EG의 경우 불순물의 종류나 농도에 

차이가 있어서 금속입자를 합성하는 데 재현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해서도 polyol 합성의 경우 유해한 유기용매 사

용에 따른 제약이 따른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새로운 

합성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새로운 친환경 용매로서 관심을 받고 있는 이온성액체는 유기물 합

성이외에도 무기물의 합성에 이용된다. 이온성액체는 이온만으로 이

루어진 액체로서 일반적으로 질소를 포함하는 양이온과 이보다 적은 

음이온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구조에 의해 낮은 용융점을 가지고 

특히 상온에서 액체로 존재하는 이온성액체를 상온 이온성액체라 한다. 

이온성액체는 열적안정성, 낮은 휘발성, 높은 이온전도성을 가지고 있

으며 금속, 유기물 및 유기금속에 대한 높은 용해성을 가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23,24]. 특히 이온성액체는 양이온과 음이온의 구조를 쉽게 

조절하여 그 특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최근 이온성액체를 이용하여 팔라듐 입자를 제조하는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 Kou 연구팀은 poly(N-vinyl-2-pyrrolidone)을 입자 안정제로 

사용하여[Bmim][PF6] 분위기 조건에서 팔라듐 입자를 제조하였다 

[25]. 이후에는 팔라듐 아세테이트를 전구체로 하여 이온성액체와 수

소 분위기에서 환원하여 입자를 합성하는 방법과[26,27] 가열을 통해 

합성하는 방법이[28] 발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길이의 알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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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List of Room Temperature Ionic Liquids

Symbol Full name Purity (%)

[Emim][BF4] 1-Ethyl-3-methylimidazolium tetrafluoroborate 97

[Bmim][BF4] 1-Buthyl-3-methylimidazolium tetrafluoroborate 97

[Hmim][BF4] 1-Hexyl-3-methylimidazolium tetrafluoroborate 97

[Omim][BF4] 1-Octyl-3-methylimidazolium tetrafluoroborate 97

Table 2. Structural Properties of Pd Particle Prepared with Various 

Ionic Liquids

Sample
Pd/I.L. 

(mole ratio)

BET surface area

(m
2
/g)

Total pore volume

(cm
3
/g)

[Emim][BF4] 1.0 14.3 3.28

[Bmim][BF4] 1.0 9.0 2.12

[Hmim][BF4] 1.0 11.2 2.58

[Omim][BF4] 1.0 10.2 2.34

[Emim][BF4] 0.5 9.6 2.21

[Emim][BF4] 3.0 10.2 2.31

[Emim][BF4] 5.0 10.9 2.47

 

(a)                       (b)

 

(c)                       (d)

Figure 1. SEM images of Pd particles prepared using various ionic 

liquids (a) [Emim][BF4], (b) [Bmim][BF4], (c) [Hmim][BF4], and (d) 

[Omim][BF4].  

기를 가지는 이미다졸계 이온성액체인[Cnmim][BF4]를 이용하여 상온, 

상압, 수용액 분위기에서 간단한 화학적 환원법으로 팔라듐 입자를 

제조하였다. 이를 통하여 이온성액체의 양이온이 팔라듐 합성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2. 실    험

본 실험에서는 팔라듐 입자 제조를 위하여 Sodium palladium tetra-

chloride (Na2PdCl4, 99.8%, Sigma-aldrich)을 원료로 사용하였으며, 이를 

증류수에 일정 농도로 용해하여 팔라듐 수용액을 준비하였다. 이후 

이온성액체를 첨가한 후 10 min간 혼합하였다. 사용된 이온성액체는 

Table 1에 나타내었으며 구매 후 별도의 재처리 없이 사용하였다. 이후 

sodium borohydride (NaBH4, 99%, Sigma-aldrich)를 환원제로 사용하

였다. 침전된 팔라듐 분말은 증류수를 이용하여 세척한 후 오븐에서 

100 ℃에서 2 h 동안 건조하여 분말을 얻었다. 

제조된 팔라듐분말의 결정구조와 결정화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X선 

회절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측정장비로는 CuKa 회절(wavelength = 

1.5406 Å)을 이용하는 Rigaku Denki사의 powder X-선 회절분석기 

(D/max = IIIC)를 사용하였다. 팔라듐분말의 구조적인 특성은 비표면적 

분석기(BELSORP-MINI II, Bel Co.)를 사용하여 77 K에서의 질소흡착

등온법을 통해 측정하였다. 모든 시료는 150 ℃에서 2 h 동안 He으로 

전처리 시킨 후 분석을 수행하였다. 제조된 입자의 형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계방사형주사전자현미경(JSM-6700F, JEOL Ltd.)과 투과주

사전자현미경(Philips CM-30, Philips Co.)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다양한 모양의 팔라듐입자는 여러 가지 반응의 촉매로 사용된다. 

특히 안정제를 이용하여 입자의 크기와 모양을 제어한 이후 액상반응의 

균일계촉매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카본이나 무기산화물을 지지체로 

사용하여 합성하는 불균일계 촉매의 경우 팔라듐입자의 환원과정이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소량의 유기물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양

이온의 알킬기의 길이가 다른 4가지 이온성액체를 이용하여 대표적인 

화학적 환원법으로 팔라듐입자를 합성하였다. 제조된 입자 및 입자 

집합체의 형상은 Figure 1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이온성액체의 양이온부분을 형성하는 알킬기의 길이가 

가장 작은 [Emim][BF4]을 사용하여 팔라듐입자를 합성한 경우에 상

대적으로 길이가 긴 다른 3가지 샘플에 비하여 작은 입자 결합체가 

형성되는 것이 관찰되었다. [Bmim][BF4]와 [Omim][BF4] 사용한 경우 

형성된 입자 결합체의 크기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Hmim] 

[BF4]를 사용한 경우 [Bmim][BF4]와 [Omim][BF4] 사용한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소 작은 크기의 입자 결합체가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경향은 질소 흡착법으로 측정한 팔라듐 입자의 비

표면적과 기공부피의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Emim][BF4]을 이용해서 합성된 입자 결합체의 비표면적과 

기공 부피가 가장 높은 것으로 측정되었다. 또한 사용된 이온성액체의 

양이온 알킬기가 종류에 따라서 형성된 입자들의 구조적 특성이 달라

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형성된 팔라듐 입자의 모양을 확인하기 위하여 투과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Figure 2에서 도시한 바와 같이 입자들의 크기와 

형태는 사용된 이온성액체의 양이온의 길이에 따라서 차이를 보였다. 

[Emim][BF4]을 사용한 경우 입자의 크기는 약 10 nm 정도이고 입자들 

간의 응집도가 적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Bmim][BF4]을 사용한 경우 

입자의 형태가 상대적으로 불규칙적이고 입자의 크기도 크게 형성되

었다. [Hmim][BF4]를 사용한 경우 상대적으로 가장 적은 크기의 입자

가 형성되었고 분포도도 균일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Omim][BF4]를 

사용한 경우에는 [Hmim][BF4]를 사용한 경우에 비해서 입자의 크기고 

크고 분산도도 더욱 불균일하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Hmim]의 양

이온을 가지는 이미다졸계 이온성액체를 이용하여 팔라듐을 합성할 

때 가장 효과적인 결과를 보였다. 이는 이온성액체와 팔라듐입자 간의 

상호작용에 기인한다. 이미다졸의 2번 위치에서 환원된 팔라듐 입자

가 서로 물리적 상호작용으로 결합되어 있으며 1번 위치의 알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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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ure 2. TEM images of Pd particles prepared using various ionic 

liquids (a) [Emim][BF4], (b) [Bmim][BF4], (c) [Hmim][BF4], and (d) 

[Omim][BF4].  

Figure 3. XRD patterns of Pd particle sample prepared using 

[Hmim][BF4]. 

 

(a)                       (b)

 

(c)                       (d)

Figure 4. TEM images of Pd particles prepared using [Emim][BF4] 

with various mole ratios of Pd to Ionic liquid;  (a) 0.5, (b) 1.0, (c) 

3.0, and (d) 5.0. 

팔라듐입자와 반대방향으로 위치하게 된다. 형성된 팔라듐 입자들의 

결합체는 그 주위에 형성되는 이온성액체들에 영향을 받게 된다. 따

라서 적절한 길이를 가지는 알킬기가 팔라듐입자의 형태에 영향을 주게 

된다.   

[Hmim][BF4]을 이용해서 합성된 팔라듐 입자의 X선 회절 분석 결

과를 Figure 3에 나타내었다. Bragg reflection은 40.1
o
, 46.6

o
 그리고 

68.2
o
에 나타났고 이는 (111), (200) 그리고 (220) 결정면에 해당한다. 

이와같은 결과는 순수한 팔라듐 입자가 형성되었음을 확인시켜준다. 

Scherrer 식을 이용하여 입자를 크기를 예측한 결과 약 6.0 nm로 나타

났다. 이는 TEM 분석을 통해 확인한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온성액체의 농도가 팔라듐 입자의 합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

였다. 이를 위하여 [Emim][BF4]와 팔라듐 전구체의 비율을 변화해 가며 

팔라듐 입자를 합성하였다. Figure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두 물질의 

비율에 따라 입자의 크기에 변화가 관찰되었다. 이온성액체의 몰수가 

팔라듐 전구체의 몰수와 동일한 경우에 가장 작은 입자가 형성되었다. 

이온성액체의 양이 적거나 많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입자의 크기가 

크게 합성되었다. 질소 흡착법으로 측정한 비표면적과 기공부피의 결

과도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 이는 이온성액체 분자 한 개와 팔라듐 분

자 한 개가 물리적으로 결합될 때 가장 안정되고 균일한 구조를 형성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양이온의 알킬기의 길이가 다른 이미다졸계 이온성

액체를 사용하여 팔라듐 입자를 합성하였다. 여러 가지 지지체에 함

침하여 촉매로 사용하기 위하여 기존엔 알려진 화학적 환원법 중 가

장 간단한 방법에 이온성 액체를 첨가하여 보다 균일하고 미세크기의 

팔라듐 입자를 제조하였다. 동일한 방법에서 합성을 수행한 결과 알

킬기가 [Hmim]인 이온성액체를 사용한 경우 크기가 작고 균일한 입

자가 형성되었다. 이는 이온성액체와 그 위에서 환원된 팔라듐입자 

사이의 안정된 상호작용 때문이다. 상기 방법으로 합성된 팔라듐은 

불균일계 촉매로 제조하여 여러 가지 반응에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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