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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소듐 티타네이트는 도료나 피부 화장품에 안료로서 사용되고, 에너

지 변환 광촉매 등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1-3]. 또

한 양이온 교환 반응을 통해 광범위한 pH 조건에서 일정 범위의 양이

온을 제거하는데 효과적인 물질이다[4-6]. 소듐 티타네이트는 졸-겔 

법과 수열합성법을 이용하여 몇 백 마이크론 크기의 고운 가루형태의 

물질로 만들어져 왔는데, 최근에는 보다 많은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금속 티타네이트 물질들을 생산하는 합성 방법이 보고되어지고 있다

[6-8]. 특히 나노크기의 소듐 티타네이트는 넓은 외부 표면적을 가지

고 있어 높은 촉매활성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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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타네이트 나노시트는 수용액상에서 두 시트 사이에 상대 이온을 

삽입함으로써 음이온 전하의 균형을 맞출 수 있고, 이 전기 이중층은 

물질에 높은 양이온 교환 용량을 제공한다[9]. 티타네이트 나노시트는 

2차원 구조를 가지고 있어 매우 효율적인 촉매와 흡착제로 작용할 수 

있으며 또한 이온교환반응을 통하여 다양한 이온들을 티타네이트 표

면에 도입할 수 있다. 

루테늄은 산화환원 반응의 촉매제로서 매우 흥미를 끌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알코올 산화반응에 좋은 촉매제로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다[10,11]. 루테늄이 도입된 티타네이트 나노시트는 벤젠의 수소화 

반응과 암모니아 합성 및 연료전지의 음극으로 응용된 예는 보고되었

으나 본 저자의 지식으로는 알코올 산화반응에 적용된 사례는 이 논

문이 처음이다[12-14].

알코올 산화반응은 가치 있는 화합물을 생산해 내는데 사용되는 기

초적이고 중요한 유기합성 방법 중 하나이다[15,16]. 1차 알코올의 산

화반응으로 생성되는 알데하이드는 많은 화합물의 합성에 있어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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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본 연구에서는 염기조건에서 수열합성법으로 소듐 티타네이트 나노시트를 합성하였다. 합성한 소듐 티타네이트 나노
시트를 RuCl3 수용액에서 자외선을 조사하여 루테늄을 소듐 티타네이트 나노시트의 표면에 도입하였다. X-선 회절 
분석과 투과전자현미경 및 에너지 분산형 분광기 실험을 통하여 샘플의 결정성과 형태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 루테늄 
원자가 소듐 티타네이트 표면에 균일하게 흡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유도결합플라즈마 발광분광 
분석법을 통하여 소듐 티타네이트 나노시트에 도입된 루테늄을 정량하였다. 루테늄이 도입된 소듐 티타네이트 나노시
트의 경우 산소를 산화제로 이용한 알코올 산화반응에 응용하였으며, 특히 루테늄이 7% 도입된 소듐 티타네이트 나
노시트는 105 ℃, 1기압 상에서 벤질 알코올을 다른 부산물 없이 벤즈알데하이드로 산화시키는 데 있어서 turnover 
frequency가 2.1 h-1인 촉매활성을 보였다.

Abstract
Sodium titanate nanosheets were prepared by a hydrothermal synthesis method under basic conditions. Ruthenium was in-
troduced on the surface of sodium titanate nanosheets through an UV irradiation in the aqueous RuCl3 solution. The crystal 
phase and morphology of synthesized samples were analyzed by X-ray diffraction,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and en-
ergy dispersive spectroscopy. In addition, the content of Ru was evaluated by inductively coupled plasma. It was proposed 
that a monomeric form of ruthenium was incorporated on the surface of sodium titanate. Ruthenium incorporated sodium tita-
nates were applied to alcohol oxidation using molecular oxygen as an oxidant. The sample with 7% ruthenium showed a 
catalytic activity with a turnover frequency value of 2.1 h-1 in oxidizing benzyl alcohol to benzaldehyde without any other by-
products at 105 ℃ and 1 atmosphere.

Keywords: titanate nanosheet, alcohol oxidation, ruthen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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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전구체 역할을 하는 물질로 사용되고 있으며, 2차 알코올의 생성

물인 케톤과 더불어 의약품, 농약 등의 다양한 제품에서 사용된다

[17,18]. 본 연구에서는 벤질 알코올, 신나밀 알코올, 1-옥탄올, 2-옥탄

올 등의 1, 2차 알코올 산화반응에서 루테늄 소듐 티타네이트 나노시

트를 촉매로 사용하여 그 촉매 활성을 연구하고자 한다.

2. 실    험

소듐 티타네이트 나노시트는 수열합성법을 통하여 합성하였다. 먼

저 250 mL teflon 용기에 1.67 M의 NaOH 용액 60 mL를 넣고 교반해

준다. 용액을 교반하면서 3 mL의 titanium tetraisopropoxide (TTIP)를 

적가 시킨 다음 10 min 동안 교반한다. 그리고 혼합액이 담긴 teflon 

용기를 오토클레이브에 넣어 밀봉시킨 후 160 ℃에서 6 h 동안 반응 

시킨다. 가열이 끝나고 실온에서 오토클레이브를 냉각 시켜 준 뒤, 혼

합 용액을 원심분리기(4500 rpm, 3 min)를 이용하여 증류수로 3번 세

척해준다. 원심분리를 통하여 얻은 침전물은 동결건조기에서 24 h 동

안 건조 시킨다. 이렇게 생성된 샘플을 소듐 티타네이트 나노시트로 

명명하였다.

소듐 티타네이트 나노시트에 3, 5, 7%의 루테늄을 도입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50 mL 원심분리기용 튜브(conical tube 50150, SPL)에 

0.3 g의 소듐 티타네이트 나노시트와 3, 5, 7% (mol%)의 RuCl3를 각

각 첨가한 후, 수용액(40 mL) 상에서 교반한다. 그리고 1 h 동안 수은 

램프를 쬐어주면서 교반한다. 반응이 끝난 후 용액을 원심분리기

(4500 rpm, 3 min)를 이용하여 증류수로 3번 세척한 후 동결건조기를 

이용하여 24 h 동안 건조시킨다. 합성된 이 샘플을 루테늄 나노시트라

고 명명하였다.

반응 후 얻어진 모든 고체 샘플의 결정성은 X선 회절 분석(X-ray 

diffraction, XRD, Cu Kα 0.15406 nm, Bruker, D8)을 이용하여 측정하

였고, 유도결합플라즈마(inductively coupled plasma, ICP) 발광 분광 

분석법을 통하여 샘플에 도입된 루테늄을 정량하였다. 또한 합성한 

샘플들 중 7% 루테늄 나노시트의 형상분석에는 투과 전자 현미경

(TEM, TF30ST 300 kV)과 에너지 분산형 분광기(energy dispersive 

spectrometer, EDS)를 이용하였다. 

루테늄 나노시트를 촉매로서 사용한 알코올 산화반응은 아래와 같

이 진행하였다. 알코올은 벤질 알코올, 신나밀 알코올, 1-옥탄올, 2-옥

탄올을 사용하였다. 시험관에 촉매 5 mg과 0.04 mmol의 알코올을 첨

가한 후 풍선을 이용하여 산소 기체를 주입하고, 105 ℃에서 24 h 동

안 교반하며 반응시킨다. 반응 종료 후 gas chromatography (GC)를 이

용하여 반응의 진척도를 조사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Figure 1은 3, 5, 7% 루테늄 나노시트의 ICP 분석 결과로서 각각 

0.08, 0.11, 0.14 mmol/g이다. 소듐 티타네이트 나노시트에 루테늄을 

이온 교환 반응하는 과정에서 RuCl3 수용액의 농도를 증가시킬수록 

합성된 샘플의 표면에 도입되어있는 루테늄 이온의 양이 증가하는 경

향성을 보였다. 

Figure 2는 수열합성법을 통하여 합성된 소듐 티타네이트 나노시트와 

루테늄 나노시트의 XRD 회절 패턴을 분석한 그림이다. 소듐 티타네이

트 나노시트의 XRD 패턴은 Na2Ti2O4(OH)2 (JCPDS No. 00-057-0123)의 

XRD와 일치하였다. 수용액 상에서 UV를 조사하여 루테늄을 도입한 

나노시트는 소듐 티타네이트 나노시트와 유사한 패턴을 가지고 있음

을 확인하였고, 루테늄과 관련된 회절 패턴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

므로 루테늄은 소듐 티타네이트 나노시트 표면에 불규칙적으로 잘 분

산되어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Figure 3은 투과 전자 현미경(TEM)을 이용하여 루테늄이 도입된 

소듐 티타네이트 나노시트의 형상을 확인한 사진이다. (a)는 소듐 티

타네이트 나노시트, (b)는 루테늄 나노시트이다. TEM 이미지를 비교

하였을 때 소듐 티타네이트 나노시트와 루테늄 나노시트의 형상이 매

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루테늄 나노시트에서 산화 루테

늄과 같은 나노입자가 관찰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XRD 회절 실

험에서 루테늄이나 산화 루테늄과 관련된 회절 패턴이 일어나지 않는 

것과 같이 TEM 이미지 상에서도 루테늄과 관련된 형상의 변화를 보

이지 않음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두 결과를 종합하면 루테늄이 각각

Figure 1. ICP results of 3, 5%, and 7% Ru nanosheet.

Figure 2. XRD patterns of nanosheet and 3, 5, 7% Ru nanosheet.

Figure 3. TEM images of (a) nanosheet and (b) 7% Ru nanosh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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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자가 티타네이트 나노시트 표면에 불규칙적으로 흡착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진다. 

Figure 4는 에너지 분산형 분광기(EDS)를 이용하여 7% 루테늄이 

도입된 나노시트의 조성 분포를 확인한 사진이다. (a)는 샘플의 TEM 

사진이고 (b), (c), (d)는 샘플에 분포되어진 원소들을 mapping한 결과

이며 각각 소듐, 티타늄, 루테늄을 나타낸다. (e)는 세 원소 분포를 겹

친 이미지이다. TEM으로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EDS를 촬영한 결과 

루테늄이 나노시트의 표면에 고르게 분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1은 산소를 이용한 알코올 산화반응 결과이다. 일반적으로 촉

매의 경향성은 루테늄이 도입된 양에 비례하여 활성이 증가하였고, 3, 

5, 7%의 루테늄 나노시트 중에서 7% 루테늄 나노시트의 촉매 활성이 

알코올의 종류에 관계없이 대체로 우수하였다. 네 개의 알코올 중 벤

질알코올의 반응성이 가장 좋았고, 두 번째로는 신나밀 알코올의 반

응성이 좋았다. 그리고 벤질알코올과 신나밀 알코올과 같은 아릴 알

코올에 비해 일차알코올인 1-옥탄올은 상대적으로 반응성이 작았다. 

이차알코올인 2-옥탄올은 반응성이 가장 낮았다. 그리고 이차알코올

인 2-옥탄올은 반응성이 가장 낮았다. 벤질 알코올을 이용한 산화반응

에서 7% 루테늄 나노시트는 벤질알코올을 벤즈알데하이드로 86% 산

화반응 시켰고, 이는 turnover frequency (TOF)가 2.1 h-1에 해당한다. 

이 수치는 루테늄이 다른 촉매기질에 도입되어서 벤질알코올 산화반

응에 응용된 예와 비교해서는(수산화인회석에 도입된 경우 TOF는 21 

h-1, 알루미나에 도입된 경우 18 h-1) 낮은 수치이다[19,20]. 그러므로 향

후 루테늄의 함량 및 이온교환반응 시 용액의 조건(pH, 온도, 유기용

매)을 달리하여 촉매를 합성하고 촉매활성을 개선시켜 나갈 예정이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소듐 티타네이트에 루테늄이 도입된 새로운 물질을 

합성하였고, 합성한 루테늄 나노시트를 알코올 산화반응의 촉매로서 

사용하였다. 루테늄의 함량이 높을수록 촉매 활성이 증가하였으며 1

차 알코올인 벤질 알코올, 신나밀 알코올, 1-옥탄올 중 특히 벤질 알코

올 산화반응에서 높은 촉매 활성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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