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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TiO2를 광촉매로 사용하고 다중벽 탄소나노튜브(MWCNT)를 전자전달체로 사용하여 폐수정화용 광촉매를

구성하였다. 이를 친수성 폴리비닐알코올(PVA) 및 pH 감응성 폴리아크릴아미드(PAM)로 구성된 하이드로젤에 분산

시켜 고분자 나노컴포지트를 제조하였다. PVA/PAM/TiO2/MWCNT 나노컴포지트의 특성을 SEM, XRD, FTIR 및

UV분광분석기를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PVA/PAM/TiO2/MWCNT 나노컴포지트에 있어서 MWCNT의 전자전달 효과

로 인하여 유기 염료에 대한 광촉매 분해 특성이 현저히 향상되었다.

Abstract: Photocatalyst for wastewater purification was prepared by using TiO2 as a photocatalyst and MWCNT as an

electron transferring additive. Polymer nanocomposite was prepared by dispersing the photocatalyst in the hydrogel con-

sisting of hydrophilic poly(vinyl alcohol) (PVA) and pH-responsive polyacrylamide (PAM). Characteristics of PVA/PAM/

TiO2/MWCNT nanocomposite were investigated by SEM, XRD, FTIR, and UV spectrometer. Electron transferring effect

of MWCNT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significant improvement of photocatalytic decomposition of organic dye by

PVA/PAM/TiO2/MWCNT nanocomposite.

Keywords: photocatalyst, carbon nanotube, pH-responsive hydrogel, nanocomposite.

서 론

수질오염은 실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고, 침출수 등 일반

인의 관심이 큰 분야로서 최근 들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환경문제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산업체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4만 3천여종으로 다양한 화학물질이 자연계로 배

출되었을 경우 완전히 분해되지 않고 잔존하여 인간과 동물

을 위협하는 등 여러 가지 환경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1 이러

한 산업 폐수를 처리하는 기존의 방법으로는 화학적 방법, 생

물학적 방법, 오존 산화방법 및 자외선과 오존을 함께 사용

하는 방법 등이 있는데, 기존의 화학적 처리의 경우 오염물

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폐수에 또 다른 물질을 첨가하여야 하

는 본질적인 약점뿐만 아니라 정화를 위한 처리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2 이러한 본질적인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오염물질 분해 방법에 대한 연구개발이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염물질의 효과적인 분해를 위한 방법의 하나로 광

촉매를 이용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광촉매는 광반응을 가속시키는 촉매로 반응에 직접 참여하

되 소모되지 않으면서 기존의 광화학 반응과는 다른 반응기

구를 통해 반응속도를 증가시키는 촉매이다. 대표적 광촉매

인 TiO2는 반도체 물질로서, 빛에너지를 받아 생성된 공유띠

정공과 여기된 전도띠 전자가 계면에서 전자 전이를 일으킴

으로써 빛에너지를 화학에너지로 변환시킨다. 광촉매 기술은

에너지, 환경 측면에서 대표적인 미래기술 중의 하나로 알려

져 있다.3,4

하이드로젤은 3차원 그물 구조를 갖는 가교된 고분자로서

독특한 열역학 및 생체 의학적 특성으로 인하여 응용 연구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이드로젤은 수소결합 관능기 또

는 이온 관능기로 인하여 물에 쉽게 팽윤되지만 용해되지 않

는 특성을 나타낸다. 또한 온도, pH, 전기 에너지 등 외부 자

극에 대한 응답성을 나타낼 수도 있는데 이러한 고분자를 자

극 응답성 또는 지능형 고분자라고 한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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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나노튜브(cabon nanotube, CNT)는 높은 기계적 강도,

큰 표면적, 속이 비어 있고 층으로 이루어진 구조 및 높은 화

학적, 열적 안정성 등을 지니고 있어 폐수의 오염물질을 제

거하기 위한 흡착제와 같은 첨단 기능성 소재로써 그 중요성

이 대두되고 있다.6-9 하지만, 나노소재 특성과 낮은 생분해성

때문에 물 속에 잔류할 경우 안전성 문제가 대두된다. CNT

의 나노 크기 때문에 기존의 분리 방법을 이용해 CNT를 물

속에서 효과적으로 제거하기가 어려워 이를 사용하는 데에

많은 제한이 따른다.10-12 이를 해결하기 위해 CNT의 고정화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폐수 속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오염원을 분

해하기 위하여 광촉매로 TiO2를 사용하였다. 광촉매 효율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서 활성화 후 나타나는 전자와 정공의

재결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간편한 방법으로 전도성이

우수한 CNT를 TiO2와 함께 적용하였다. 또한 나노소재 사용

후 회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러한 광촉매 복합체를 하

이드로젤에 고정하여 나노컴포지트로 제조함으로써 회수 용

이성 뿐만 아니라 나노소재의 잔류에 의한 이차적인 오염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또한 pH에 감응하는 고분자를 하이드로

젤 소재로 이용하여 수질 환경조건에 따른 광촉매 분해 선택

성을 조절하고자 하였다.

실 험

재료. 나노컴포지트용 하이드로젤 제조를 위해서 친수성 고

분자로서 폴리비닐알코올(poly(vinyl alcohol), PVA, 분자량

89000~98000, Sigma-Aldrich, 99+% 가수분해)을 기본 소재

로 사용하였으며, pH 감응성 고분자로서 폴리아크릴아미드

(polyacrylamide, PAM, Sigma-Aldrich)를 사용하였다. PVA를

가교시키기 위한 가교제로는 glutaldehyde(GA, Acros, 25 wt%

수용액)가 사용되었다. 광촉매로서 이산화티탄(TiO2, Acros,

99% anatase 분말, 직경 100-300 nm)을 사용하였다. 전자전

달체로는 다중벽 탄소나노튜브(MWCNT, Sigma-Aldrich, 직

경 110-170 nm, 길이 5-9 µm, 90+%)가 사용되었다. 광촉매

분해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유기염료 물질로 메틸렌블루

(MB, Acros)를 사용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모든 시약 및 용

매는 추가적인 정제없이 사용하였다.

PVA/PAM/TiO2/MWCNT 나노컴포지트 하이드로젤 제조.

증류수와 PVA의 무게비를 9:1로 하여 90 oC에서 3시간 동안

용해하여 PVA 10 wt% 수용액을 제조하였고 증류수와 PAM

의 무게비를 24:1로 하여 PAM 4 wt% 수용액을 제조하였다.

제조된 PVA 10 wt% 수용액과 PAM 4 wt% 수용액을 무게비

3:1로 혼합하였다. MWCNT와 TiO2를 각각 증류수에서 초음

파로 분산 처리한 후, PVA/PAM 고분자 무게 대비 MWCNT

0, 0.3, 0.7 및 1 wt%와 TiO2 3 wt%가 되도록 MWCNT 및

TiO2 분산액을 고분자 혼합용액에 넣고, 15분간 초음파로 분

산 처리하였다. 그 후 PVA의 가교제인 GA를 첨가하여 30분

간 교반해주었다. 이렇게 제조된 PVA/PAM/TiO2/MWCNT 혼

합 용액을 70 oC에서 1시간 동안 가교반응 진행시켜 PVA/

PAM/TiO2/MWCNT 나노컴포지트 하이드로젤을 제조하였다.

기기분석. MWCNT 함량을 변화시키며 제조한 나노컴포지

트 하이드로젤의 표면을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FE-SEM, Merlin Compact, Zeiss, Germany)로

조사하여 분산되어 있는 TiO2와 MWCNT를 관찰하였다. 모

든 시료는 이온 스퍼터를 이용하여 진공상태에서 백금 코팅

처리를 하였고 가속 전압 15 kV에서 관찰하였다. X-ray

diffraction(XRD, D8 Advance, Bruker AXS, Germany)을 통

하여 anatase형 TiO2와 PVA/PAM/TiO2/MWCNT 나노컴포지

트 하이드로젤에 존재하는 TiO2 결정구조를 확인하였다. 모

든 시료는 2θ 값을 5o에서 90o까지 0.02o step size와 3초 step

time으로 측정하였다. Fourier-transform infrared spectrometer

(FTIR, Vertex 80v, Bruker, Germany)를 이용하여 500-4000

cm-1 범위에서 나노컴포지트 하이드로젤에 존재하는 관능기

를 조사하였다.

팽윤도. 하이드로젤의 팽윤도는 다양한 버퍼 용액에서의 중

량 변화를 측정하여 확인하였다. 건조된 나노컴포지트 하이

드로젤을 가로, 세로, 두께를 각각 15 mm로 절단한 후 무게

를 측정한 뒤, 실온에서 각각 pH 2, pH 7 및 pH 10 버퍼 용

액에 담근 후, 일정 시간마다 시료를 건져내어 표면에 붙어

있는 수분을 제거한 후 무게를 측정하여 팽윤특성을 조사하

였다. 팽윤도(%)는 식 (1)에 의해서 구하였다.

팽윤도(%) = (1)

W1 : 건조 시료의 무게 (g)

W2 : 팽윤 시료의 무게 (g)

광촉매 분해 특성. pH 환경변화에 따른 광촉매의 분해 특

성을 조사하기 위해 각각 pH 2, pH 7 및 pH 10로 변화시키

며 염료분해 특성을 파악하였다. 150 mL 실린더형 반응기에

10 ppm의 MB 수용액(농도 Co) 100 mL을 넣고 이어서 나노

컴포지트 하이드로젤을 넣은 후 UV 램프(365 nm, 800 W)를

이용하여 UV를 조사하였다. pH 2, pH 7 및 pH 10으로 조

절된 MB 수용액에서 MB 분해를 파악하기 위해 일정시간마

다 UV spectrometer(Optizen 2120, Mecasys, Korea)로

665 nm에서의 흡수도로 MB 농도(C)를 측정하였다. 염료 분

해 거동은 시간에 따른 C/Co의 변화로 확인하였다.

결과 및 토론

형태학적 특성. PVA/PAM/TiO2/MWCNT 나노컴포지트 하

이드로젤의 단면 형태학적 특성을 Figure 1에 나타내었다.

W
2

W
1

–

W
1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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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O2 입자들이 부분적인 뭉침현상에도 불구하고 MWCNT 함

량 변화에 상관없이 하이드로젤 매트릭스 내에서 비교적 균

일하게 분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이드로젤 매트

릭스 내에 분산된 TiO2 입자 및 MWCNT들이 UV 조사에 의

해 광촉매 분해 특성을 충분히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되었다.

광촉매 결정특성. XRD에 의하여 조사된 PVA/PAM/TiO2/

MWCNT 나노컴포지트 하이드로젤의 구조 특성을 Figure 2

에 나타내었다. 광촉매로 주로 사용되는 TiO2 중에서 anatase

형 TiO2가 더욱 우수한 광촉매 활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

었고,13,14 따라서 anatase형 TiO2를 광촉매로 사용하여 나노컴

포지트 하이드로젤을 제조하였다. Figure 2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anatase형 TiO2의 나노결정구조가 나노컴포지트 하이드

로젤 내에서 변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우수한 광촉매 특성이

발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화학적 구조특성. PVA/PAM/TiO2/MWCNT 나노컴포지트

하이드로젤의 화학적 구조를 FTIR로 조사하여 Figure 3에 나

타내었다. 3300-3500 cm-1 범위에서 PAM의 NH2 피크가 확인

되었다. 또한 3200-3550과 1680-1740 cm-1 범위에서 PVA와

GA의 화학적 가교결합에 의해 생성된 OH 피크와 C=O 피

크가 확인되었다. 하이드로젤의 이러한 관능기들을 통해 pH

변화에 감응할 수 있는 화학적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팽윤도. pH 및 MWCNT 함량 변화에 따른 PVA/PAM/

TiO2/MWCNT 나노컴포지트 하이드로젤의 팽윤 거동을 Figure

4에 나타내었다. pH가 산성으로 변화함에 따라 하이드로젤의

팽윤도가 훨씬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하이드로젤 구성

성분 중 PAM의 아미드 관능기가 pH변화에 따라 프로톤에

대해 서로 다르게 감응하기 때문이었다. pH 2의 산성 조건하

에서는 프로톤을 받아들여 아미드 양이온 형태로 되어 PAM

사슬간에 형성된 아미드 양이온이 서로 척력을 일으키게 되

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었다.15,16 따라서 pH 2의 조건에서

Figure 1. FTE-SEM micrographs of PVA/PAM/ TiO2/MWCNT

nanocomposite hydrogel: (a) MWCNT 0 wt%; (b) MWCNT 0.3 wt%;

(c) MWCNT 0.7 wt%; (d) MWCNT 1 wt%; (e) magnified image of

MWCNT 1 wt%.

Figure 2. XRD spectra of TiO2, MWCNT, and PVA/PAM/TiO2/

MWCNT nanocomposite hydrogel (MWCNT 0.7 wt%).

Figure 3. FTIR spectra of PVA/PAM/TiO2/MWCNT nanocompos-

ite hydrog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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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높은 팽윤도를 나타내게 되었다. 또한 pH 2의 동일한

산성 조건에서 MWCNT 함량변화에 따른 하이드로젤의 팽

윤 거동을 조사한 결과, MWCNT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하

이드로젤의 팽윤도가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

는 MWCNT에 의해 하이드로젤의 팽윤이 부분적으로 방해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었다.17

광촉매 분해특성. PVA/PAM/TiO2/MWCNT 나노컴포지트

하이드로젤의 광촉매 분해특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Figure

5에 나타내었다. PVA/PAM/TiO2/MWCNT 나노컴포지트 하

이드로젤(MWCNT 1 wt%)의 pH 변화에 따른 광촉매 분해특

성 조사 결과, pH 2인 산성조건에서 가장 우수한 광촉매 분

해특성이 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산성 조

건에서 하이드로젤 구성성분인 PAM 아미드 관능기의 이온

화로 인한 정전기적 반발로 하이드로젤이 크게 팽윤되었고

이러한 팽윤으로 인해 광촉매 TiO2와 염료의 접촉이 촉진되

어 광촉매 분해특성이 향상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pH 2

의 동일한 산성 조건에서 MWCNT 함량변화에 따른 PVA/

PAM/TiO2/MWCNT 나노컴포지트 하이드로젤의 광촉매 분해

특성을 조사한 결과, MWCNT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광촉매

분해특성이 현저히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광

촉매 TiO2와 MWCNT간에 형성된 네트워크로 인해 UV조사

에 의해 TiO2에서 형성된 전자가 MWCNT로의 이동이 효과

적으로 진행되면서 TiO2에서 전자와 정공의 재결합을 막아

TiO2의 광촉매 활성이 감소하는 현상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였

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었다.18 하지만, MWCNT의 함량이

1 wt%인 경우는 0.7 wt%를 사용한 경우보다 오히려 광촉매

Figure 4. Swelling behavior of PVA/PAM/TiO2/MWCNT nano-

composite hydrogel: (a) MWCNT 0.3 wt% at various pHs; (b) var-

ious MWCNT contents at pH 2.

Figure 5. Photocatalytic dye decomposition behavior of PVA/PAM/

TiO2/MWCNT nanocomposite hydrogel: (a) MWCNT 1 wt% at

various pHs; (b) various MWCNT contents at pH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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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해특성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는 과도한 양의

MWCNT를 사용한 경우에는 오히려 광촉매 TiO2에 대한 UV

조사가 방해되어 광촉매 분해특성이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하

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결 론

폐수에 포함된 유기오염원을 분해처리 하기 위해 pH 감응

특성의 하이드로젤에 광촉매 TiO2를 분산고정시키고 아울러

광촉매 분해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자전달체 MWCNT

를 첨가하여 PVA/PAM/TiO2/MWCNT 나노컴포지트를 제조

하였다. 이러한 나노컴포지트의 광촉매 분해특성에 대해 다

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산성용액의 조건에서 PAM 아미드 관능기의 이온화로

인해 하이드로젤 팽윤이 증가되어 광촉매 분해효율이 향상되

었다.

2) UV조사에 의해 TiO2에서 형성된 전자가 MWCNT로의

이동이 진행되어 MWCNT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광촉매 분

해특성이 현저히 향상되었다.

3) MWCNT 첨가가 과도한 경우에는 광촉매에 대한 UV

조사를 방해하여 광촉매 분해특성이 효과적으로 향상되지 않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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