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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자 매 시스템(PECS) 용을 하여 매 속 과 코 비드를 제조하여 특성을 

고찰하 다. 매 물질의 회수가 용이하고, 실용화하기 하여 티타늄 속 을 400℃에서 700℃까
지 50℃에서 100℃간격으로 토치를 사용하여 산화처리 하 으며, 비드의 경우 alumina, glass, silica gel 
beads에 TTIP([Ti(OC3H7)4], Aldrich)을 구체로 사용하여, 유동층 화학기상증착공정(Fluidized Bed 
Chemical Vapor Deposition, FB-CVD)으로 박막코 을 하 다. 매 속 의 경우 산화처리 후 외

상태와 성분분석 시 최 조건은 400℃~500℃ 60분간 토치로 산화하 을 때 으며, 매 코 비드의 

경우 silica gel beads가 본연의 다공구조를 나타내며 박막코 이 되어, 상 으로 alumina, glass beads
에 비해 반응표면 이 크게 나타났다.

1. 서론

   지구상에 존재하는 동․식물은 자연과 공존하며 

살아가고 있다. 특히 자연을 이루는 요소  기는 

생존을 한 호흡, 지구의 보호막 역할뿐만 아니라 

빛의 산란작용을 일으켜 오색찬란한 경을 만들기

도 한다. 이처럼 사람과 기와의 은 불가피하

다.

   최근 녹색서울시민 원회에서 측정한 실내공기 

오염도는 겨울철이 여름철에 비해 약 1.9배에서 25

배 이상이나 높게 검출되었다. 검출된 휘발성 유기

화합물은 페인트, 착제, 스 이, 건축자재, 왁스, 

카펫 등에서 나오는 것으로 발암성 물질이며, 알러

지나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겨울에는 단열 

 난방, 방음의 효율을 높이기 해 실내 폐도가 

증가하고, 한정된 공간에서 오염된 공기가 계속 으

로 순환되면서 그 농도가 증가하게 된다. 실내공기 

오염물질들은 주로 가스나 입자형태의 부유물질로 

존재하며 기존의 내부장착형 환기시설로는 완 제거

가 어려워 제거효율의 향상을 하여 별도의 공기정

화시설이 필수 이다.

   이러한 이유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실내공기

질 리 기본계획’이 발표되었고, 2005년부터 본격

으로 ‘새집증후군’ 해소를 비롯해 학교, 사무실 등 

실내공기질을 과학 이고 체계 으로 리할 수 있

는 방안들이 추진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 련법규에 능동 으로 처 

가능하고 환경친화 인 기술인 매를 이용한 

자 매시스템(PECS)의 개발을 하여 매 

속 과 비드의 특성을 고찰하 다.

2. 실험

2.1. 산화처리된 티타늄 속  제조

   우선 토치를 이용한 산화처리조건으로는 방사온

도를 400℃에서 50℃씩 승온하여 최종 500℃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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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상기 온도에 따른 토치의 최종 방사시간은 각각 

10분, 30분  60분으로 하 다. 한 산화처리된 티

타늄 속 의 EDXS 분석은 방사온도가 400℃, 45

0℃  500℃일 때 각각의 방사시간이 10, 30  60

분이 경과한 후 측정하 다. 한편 라즈마 장치를 

이용한 티타늄 속 의 산화처리  EDXS 분석은 

라즈마 장치 챔버(chamber) 속에 티타늄 속

을 넣고, 온도를 600℃로 하여 10, 30  60분으로 

산화시켰으며 EDXS로 분석하 다.

   둘째, 제조된 티타늄 속 ( 티타늄, 한민

국 - 순도 : 95%이상, 두께 : 5 or 10㎜, 표면  : 

1.33 or 1.34㎠/g)을 경과시간  온도에 따라 기 

에서 산화처리하여 이산화티타늄 을 제조하 다.

   산화처리조건으로는 상기 토치의 방사온도를 40

0℃로부터 100℃씩 승온하여 최종 700℃로 유지하

고, 상기 온도에 따른 토치의 최종 방사시간은 각각 

120분으로 하 다. 한 티타늄 속 의 산화피막 

두께측정은 토치의 방사온도가 400℃, 500℃, 600℃ 

 700℃일 때, 각각 방사시간을 10분 간격으로 하

여 측정하 다.

   셋째, 산화처리한 티타늄 속 의 외 을 찰

하기 한 산화처리 조건으로는 토치의 방사온도를 

400℃로부터 50℃씩 승온하여 최종 700℃로 유지하

고, 상기온도에 따른 토치의 최종 방사시간은 각

각 120분으로 하 다. 한 산화처리된 티타늄 속

의 외 찰은 토치의 방사온도가 400℃, 450℃, 

500℃, 550℃, 600℃, 650℃  700℃일 때 각각 방

사시간이 10, 30, 60  120분이 경과한 후 측정하

다. 산화 처리된 티타늄 속 의 외 을 찰하

다.

2.2. 매 코 비드 제조

   Alumina, glass, Silica gel 3가지 종류의 매 

코 비드를 제조하기 해  유동층 화학기상증

착(Fluidized Bed Chemical Vapor Deposition, 

FB-CVD) 공정을 이용하 다.

   실험장치는  유동층 반응기와 하부에 가스주입구, 

구체 주입구, 하부압력과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진공게이지, 열 로 이루어져 있다. 히터는 유동층 

장치내부의 온도를 상온에서 1000℃까지 제어할 수 

있다. 스테인리스 재질의 유동층 반응기는 온도를 

상온에서 250℃까지 조 할 수  있고, 압력은 

1.20torr까지 제어할 수 있으며, 유동층 반응기 상부

와 하부에 설치된 진공게이지의 변동범 는 0.1000 

torr이고 발포기에는 변동범  0.100torr의 진공게이

지를 설치하었다.

   유동층 화학기상증착 코 공정은 매의 구

체로 속 알콕사이드인 TTIP(Titanium tetraisopro 

-poxide[Ti(OC3H7)4], Aldrich)를 발포기(bubbler)에 

충진하고 반응기의 내부는 압, 고온상태로 유지하

면서 유동화 가스(Ar)를 사용하여 모재(substrate)를 

유동화 시킨다. 유동화된 모재(비드)에 아르곤(Ar) 

가스를 사용하여 발포기에 충진된 구체를 포기하

여 반응기에 공 하고, 유동층 반응기에 공 된 

구체와 산화제 O2의 반응으로 비드 표면에 티타니아

가 코 된다.

  유동층 화학기상증착 공정을 사용하여 티타니아가 

박막 증착된 비드의 상(phase), 표면특성은 SEM(O 

xford, 국)으로 고찰하 다.

3. 결과  고찰

3.1. 산화처리된 티타늄 속 의 특성

 3.1.1. 산화처리된 티타늄 속 의 성분분석

   산화처리된 티타늄 속  시편을 찰하기 해

서 10×10㎜ 크기의 티타늄 속 을 두께가 수 마

이크로미터가 되도록 롤링(rolling)을 하여 직경이 3

㎜가 되는 디스크로 만들었다. 상기 디스크의 양면

을 가볍게 샌딩(sending)하고, 에칭용액(Etching 

Solution)을 사용하여 부식시킨 후 해연마 하 다.

   상기 제조된 시편을 EDXS 분석기기가 부탁된 

SEM으로 산소 는 티타늄의 원소  원자를 정량

분석하여 표 1에 나타내었다.

표 1. 산화처리된 티타늄 속 의 EDXS 성분분석

산화처리 방법
산화처

리온도

산화처

리시간

0(산소) Ti(티타늄)

원소(%)원자(%)원소(%)원자(%)

산화처리 
상온

(20℃)
- 2.37 6.79 93.42 89.29

부탄

가스

토치

사용

산화

처리

Ⅰ

400℃

10분 19.67 42.27 75.94 54.51

30분 22.04 45.75 73.47 50.95

60분 23.95 48.43 71.11 48.03

산화

처리

Ⅱ

450℃

10분 19.89 42.23 73.27 51.96

30분 24.78 49.01 67.19 44.38

60분 28.71 54.47 66.28 42.00

산화

처리

Ⅲ

500℃

10분 26.49 51.71 68.02 43.36

30분 28.64 54.32 66.21 41.94

60분 31.70 57.30 59.95 36.20

라즈마에 의해 

산화처리한 경우
600℃

10분 39.54 61.62 52.28 27.22

30분 40.96 67.55 54.78 30.18

60분 47.59 73.18 48.53 2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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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2. 산화처리된 티타늄 속 의 표면특성

   우선 산소가 공 되는 폐된 공간에서 부탄가스

( 는 L.P.G.) 토치(가스소비량: 120g/hr, 코베아, 

한민국)를 화시키고, 이를 티타늄 속 과 1m이

상 거리를 유지하여 방사하 다. 산화처리된 티타늄 

속 의 산화피막 두께변화를 그림 1에 나타내었

다.

그림 1. 산화처리한 티타늄 속 의 산화피막 두께.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산화처리하는 온도가 

증가할수록 산화피막의 두께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산화처리 온도에 따라 산화피막의 

두께는 각각 다르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티타늄 

속 을 산화처리 시 당한 온도와 시간이 유지되어

야 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둘째, 산화처리 온도와 시간 변화시 산화처리한 

티타늄 속 의 외 을 찰하 다.

   그림 2와 같이, 산화처리된 티타늄 속 의 외

은 산화처리 온도가 증가할수록 백색을 나타내었

다. 특히, 산화처리 온도를 650℃로 하여 티타늄 

속 을 산화시켰을 때 토치의 방사시간이 30분이 경

과한 후, 산화처리된 티타늄 속 의 외 을 찰

하 을 때 표면이 백색으로 변화하는 것을 찰할 

수 있었다. 이것은 산화처리된 티타늄 속 에 형

성되는 산화피막의 결정구조가 고온에서 형성되는 

rutile형이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러나 티타늄 속 의 산화처리 온도가 약 70

0℃이하이며, 산화처리시간이 약 120분 이하일 때, 

생성되는 산화피막의 결정구조는 rutile형보다 

매 활성이 뛰어난 anatase형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

남으로써 고온, 장시간의 산화처리가 속  외 상

태나 활성에 반드시 좋지는 않다는 것을 볼 수 있

었다.

그림 2. 산화처리한 티타늄 속 의 외 .

(a)

(b)

(c)

그림 3. 매 코 비드의 SEM image(5만배 확 ).

(a) Alumina beads, (b) Glass beads, (c) Silica gel be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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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매 코 비드의 표면분석

   Alumin, glass, silica gel 각 코 비드의 표면을 

5만배 확 하여 SEM(Ox ford, 국) 그림 3에 나타

내었다. Alumina, Glass 코 비드는 다공구조가 발

달하지 않았으나 silica gel 코 비드의 표면은 다공

구조가 잘 발달하 고, FB-CVD 공정으로 수 nm로  

박막코 이 되어 본연의 silica gel에 가까운 다공성 

표면을 가지고 있었다. 한, 다공성 물질인 silica 

gel 코 비드의 표면이 매우 울퉁불퉁하고 표면 이 

넓게 나타나 silica gel 코 비드가 다른 비드에 비

해 분해효율이 높은 이유가 면 의 증가로 인한 

것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환경 련법규에 능동 으로 처 

가능하고 환경친화 인 기술인 매를 이용한 

자 매 시스템(PECS) 용을 하여 매 속

과 코 비드를 제조하여 특성을 고찰하 다.

  매 물질의 회수가 용이하고, 자 매 시스

템에 사용될 티타늄 속 을 400℃에서 700℃까지 

50℃에서 100℃간격으로 토치를 사용하여 산화처리 

하 으며, 비드의 경우 alumina, glass, silica gel 

beads에 TTIP([Ti(OC3H7)4], Aldrich)을 구체로 

사용하여, 유동층 화학기상증착공정(Fluidized Bed 

Chemical Vapor Deposition, FB-CVD)으로 박막코

을 하 다. 

   매 속 의 경우 산화처리 후 외 상태와 

성분분석 시 최 조건은 400℃～500℃ 60분간 토치

로 산화하 을 때, 산소 원소  원자비율이 증가하

으며, 500℃이상의 고온으로 하거나 산화시간을 

늘릴 경우 티타늄 속 의 외 상태가 좋지않아 실

용성에 문제 을 보 다. 한 매 코 비드의 

경우 silica gel beads가 상 으로 alumina, glass 

beads에 비해 반응표면 이 크게 나타났고, 본연의 

다공구조를 나타내며 박막코 이 되었다.

  추후 매 속 과 비드를 이용한 성능테스트 

 자 매 시스템(PECS) 용에 한 연구를 

진행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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