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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Cl4 수용액의 침전반응으로 TiO2를 제조할 때 침전용액의 염산농도와 반응온도 및 Ti4+농도는 TiO2 침전물의 결정구조를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이며, 이들의 조절을 통하여 브루카이트상의 부피분율 제어가 가능하다. 순수한 브루카이트상 이산화
4+
티타늄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Ti 농도를 1.0 M 이하로 유지하고, 침전용액의 염산농도를 2.53∼6.41 M이 되도록 조절한
후 70 ℃ 이하에서 20 h 침전반응 시켜야 한다. 한편, 순수한 브루카이트상 분말을 열처리한 결과 브루카이트상은 열처리
온도의 증가에 따라 아나타제상으로 상전이 된 후 최종적으로 루틸상으로 상변화가 진행되었다.
HCl concentration, reaction temperature, and Ti4+concentration are the decisive factors in determining the structure of precipitates in the process of synthesis of TiO2 particles from aqueous TiCl4 solution by precipitation and the volumetric proportion
of brookite phase in TiO2 particles can be controlled by these factors. Pure brookite-type TiO2 nanoparticles were synthesized
4+
by heating the aqueous TiCl4 solution with no more than 1.0 M of Ti , in which the concentration of HCl was kept in
the range of about 2.53∼6.41 M during reaction, at the temperature below 70 ℃ for 20 h. Also, Pure brookite was finally
transformed to a rutile phase via an anatase phase through heat-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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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하여 아나타제상(Anatase) TiO2의 광촉매특성을 이용하여 태
양에너지를 광전기 화학적으로 변환시켜 물을 전기분해 시키는 반도
체 전극 및 항균성을 이용한 폐수정화처리 시설 등에 관한 연구가 활
발히 진행되고 있다[2-4]. 그러나, 브루카이트상 TiO2 제조에 대한 연
구는 현재까지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는 상태이며, 아나타제상이나 루
틸상의 혼합없이 순수한 브루카이트상의 제조는 매우 어렵고, 나노크
기를 가지며 고순도와 높은 비표면적을 가지는 브루카이트상의 제조
는 더욱더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10-21]. 따라서, 이와 같은 제조

TiO2는 내열성이 뛰어나고 굴절율이 매우 높아서 백색 안료의 주종
이 되고 있으며 페인트, 제지, 고무, 플라스틱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
다[1,2]. 또한, 무독성이기 때문에 FDA의 승인을 받아 치약, 화장품,
의약품 등에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산소센서, 유전재료, 충전제, 코팅
제 등의 기능성 재료 및 유기화합물의 광분해 반응의 촉매제로 사용
되고 있다[1-3]. 이 같은 TiO2는 다양한 형태를 가지는데, 결정구조에
따라 루틸상(Rutile), 아나타제상(Anatase) 및 브루카이트상(Brookite)
으로 구분되어 알려지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TiO2 형태이다[4-9]. 루
틸상(Rutile) TiO2는 다른 재료에 비하여 유전상수와 굴절률이 높고
기름의 흡착과 착색력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강산이나 강염기성 분위
기에서도 화학적으로 안정하여 광학용 코팅, 비반사 코팅막(antireflection coating film), 빔 스플리터(beam splitter) 등에 사용되고 있
으며, 최근에는 환경문제의 대두와 에너지 자원에 대한 관심의 집중

상의 어려움이 광촉매와 촉매지지체로서 브루카이트상의 응용이 제
한되는 원인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12-20].
브루카이트상 이산화티타늄을 제조에 관한 Pottier 등[10]은 염산수
4+
용액과 과염소산(HClO4)에 TiCl4를 첨가하여 Ti 농도가 0.05, 0.15 및
0.4 M이 되도록 유지한 후 100 ℃에서 48 h 열분해반응으로 브루카이
트상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이산화티타늄 분말을 제조하였다. Ye
등[22]의 연구에서는 2-ethylhexanol 및 sorbitan mono-oleate를 첨가한
암모니아 수용액과 TiCl4를 사용하여 Ti(OH)4 침전물을 제조하고 세
척 및 건조 후 열처리과정을 거쳐 브루카이트상 40.8%, 아나타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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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루틸상 26.5%가 동시에 존재하는 혼합상을 제조하였다.
Kominami 등[11]은 Oxobis (2,4-pentanedionato-O,O)titanium과 sodium
laurate에 ethylene glycol을 첨가하고 300 ℃에서 2 h 반응시켜 순수
한 브루카이트상 이산화티타늄을 제조하였다. 한편, Zheng 등
[5,23,24]은 TiCl4와 Ti(SO4)2수용액에 NaOH 수용액을 첨가하여 무정
형의 침전물을 제조하였다. 이렇게 제조한 침전물을 증류수로 희석하
고 200 ℃∼300 ℃에서 12∼24 h 침전반응시켜 순수한 브루카이트상
TiO2를 제조하였다. Bhave와 Lee[25,26]는 TiCl4와 증류수를 사용하여
4+
Ti 농도가 0.1 M이 되도록 제조한 후 염산수용액과 Isopropyl alcohol
(IPA) 첨가하여 졸(sol) 용액을 제조하였다. 이렇게 제조한 졸(sol)을
반응온도, 염산농도, pH 등의 매개변수를 변화시켜 순수한 브루카이
트상 이산화티타늄을 제조하였다. Cassaignon 등[27]은 10∼15% 염산
수용액에 TiCl3 수용액을 첨가하여 모액을 제조한 후 증류수를 첨가
4+
하여 Ti 농도가 0.15 M이 되도록 제조하였다. 이렇게 제조한 수용액
에 NaOH로 침전용액의 pH를 0.5∼6.5 범위가 되도록 조절한 후 60
℃에서 24 h 열분해 반응시켜 루틸상, 아나타제상 및 순수한 브루카이
트상 이산화티타늄을 제조하였다. 한편, 저자들[12-21]은 TiCl4와 염산
수용액을 사용하여 TiOCl2 수용액을 제조한 후 반응매개변수를 변화
시켜 순수한 루틸상과 브루카이트상의 부피분율이 50% 이상인 루틸
상과의 혼합상 이산화티타늄을 제조하는 방법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저자들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순수한 브루카이트
4+
상이 얻어지는 반응온도, 염산농도, Ti 농도를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이렇게 제조한 순수한 브루카이트상 이산화티타늄을 500 ∼800 ℃에
서 2 h 열처리하여 분말의 상변화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2. 실험방법
TiO2 분말을 제조하기 위한 출발물질은 순도 99.9% TiCl4 (Aldrich
Chemical Co.)를 사용하였다. TiCl4 수용액 제조반응은 발열반응이기
때문에 가능한 반응열을 충분히 제거하기 위해 -5 ℃를 유지하는 순
환수조에 반응기를 설치하였다. 교반기가 설치된 반응기에 TiCl4와
1.0 M 염산용액을 주입하고, 안정한 용액이 제조될 수 있도록 충분히
교반하여 고점성을 가진 TiCl4 수용액을 제조하였다. 이렇게 제조한
TiCl4 수용액은 TiO2 분말을 얻기 위한 모액(stock solution)으로 사용
4+
하였으며, 이 모액은 Ti 농도가 5.59 M인 점성이 매우 큰 용액으로서
상온에서 6개월 이상 보관하여도 침전물이 전혀 생성되지 않았다. 따
라서, TiO2 분말을 얻기 위하여 다양한 농도의 염산을 반응매개체로
사용하여 모액을 희석하고 충분히 교반하여 침전반응을 위한 초기용
4+
액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다양한 농도의 염산수용액을 사용하여 Ti
농도가 0.2∼1.0 M이 되도록 희석한 후 70 ℃에서 20 h 침전반응을
진행하였다. TiO2의 생성을 위한 침전반응은 테프론 반응기에 TiCl4
수용액을 넣고 밀봉하여 온도조절이 가능한 오븐에 일정시간 방치하
여 진행시켰다. 반응이 끝난 후 침전물은 0.1 µm의 기공도를 갖는 여
과지로 분리하였다. 분리된 침전물은 함유된 불순물의 제거를 위해
증류수로 충분히 세척하여 여과하였다. 여과된 침전물은 증류수와
NaOH 수용액을 사용하여 pH를 중성으로 유지하고 세척하여 분리한
후 마지막으로 침전물 입자들의 응집억제를 위해 알코올로 세척하고
여과하였다. 이러한 과정으로 얻은 침전물은 내부의 수분 등을 제거
하기 위해 100 ℃에서 48 h 이상 건조하여 최종적으로 TiO2 분말을
얻었다. 건조과정으로 얻은 TiO2 분말의 결정성은 CuKα (λ =
1.54056Å)를 사용하는 XRD (Rikagu D/Max P/N: 40 kV. 45 mA)와
Raman spectrometer (Hamanatsu R5509 PMT)를 사용하여 분석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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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분말의 형태는 TEM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으로 분석
하였으며, 비 표면적은 TiO2 분말을 200 ℃에서 20 h 이상 건조한 후
Micro- meritics사의 ASAP 2010을 사용하여 BET를 측정하였다. 또한,
4+
TiO2 생성효율을 알아보기 위해 반응에 사용된 침전용액의 Ti 농도
4+
와 염산농도별로 얻은 침전물을 용액과 분리한 후 미 반응된 Ti 농도
를 ICP-OES (Perkin Elemer Optima 3200)로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Figure 1은 다양한 농도의 염산수용액을 사용하여 Ti4+농도가 0.8 M
이 되도록 희석한 후 60∼80 ℃에서 20 h 침전반응시켜 얻은 분말의
XRD 분석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에서 결정구조별 부피분율은
XRD 분석결과로부터 K.N.P.Kumar 식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12-21].
Figure 1(a), (b)에서 보는 바와 같이 60과 70 ℃에서는 1.0과 4.0 M
염산수용액을 사용한 경우 순수한 루틸상이 생성되었고, 2.0∼2.5 및
3.8 M 염산수용액에서는 브루카이트상의 부피분율이 70% 이상인 루
틸상과의 혼합상이 얻어졌으며, 3.0과 3.5 M에서는 순수한 브루카이
트상 이산화티타늄이 생성되었다. 반응온도가 증가된 80 ℃ (Figure
1(c))에서는 1.0과 4.0 M 염산수용액을 사용하였을 때는 순수한 루틸
상이 생성되었고, 2.0∼3.8 M 염산을 사용한 경우에는 브루카이트상
의 부피분율이 60% 이상인 루틸상과의 혼합상이 생성되었다. 이 가운
데 루틸상과 혼합되어 생성되는 브루카이트상은 회절빔의 각 위치인
2θ = 25.3° 근처에서 (120)면 회절피크(d = 0.3512 nm)가 아나타제상
을 나타내는 (101)면의 회절피크(d = 0.3520 nm)와 중복되어 나타나
기 때문에 이 근처를 제외한 영역의 피크들을 면밀하게 조사하여 확
인하였다. 이에 따라 혼합상이 생성되는 분말의 XRD 분석결과를 조
사한 결과 2θ = 25.3° 근처를 제외한 영역에서 아나타제상의 피크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으며, 브루카이트상 피크들을 확인할 수 있어서
루틸상과 혼합되어 생성되는 결정구조는 브루카이트상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12-21]. 그런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순수한 브루카이
트상 이산화티타늄의 제조는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브루카이트상의 생성을 재확인하기 위하여 70 ℃에서 얻은 순수한 브
루카이트상 이산화티타늄의 Raman spectrum 분석을 통하여 Figure 2
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Figure에서 보는 바와 같이 70 ℃에서 얻은
-1
분말은 128, 153, 213, 243, 289, 319, 366, 412, 502, 546, 636 cm 에
서 피크가 나타나 순수한 브루카이트상 이산화티타늄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11-21,28]. 이상과 같은 결과로부터 반응매개체로
동일한 염산수용액을 사용하더라도 반응온도에 따라 순수한 브루카
이트상이 생성되는 온도가 다르게 나타났기 때문에 침전용액의 염산
농도와 반응온도는 TiO2 침전물의 결정구조를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
이며, 순수한 브루카이트상 이산화티타늄이 생성되기 위한 조건으로
적정한 반응온도와 염산농도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TiCl4 수용액의 티타늄이온이 완전히 TiO2로 전환된다면
Ti4+농도의 4배에 해당하는 염산이 반응부산물로 생성되기 때문에 순
수한 브루카이트상이 생성되는 초기 염산농도와 최종 염산농도를 조
사하였다. 따라서, 순수한 브루카이트상이 이산화티타늄이 얻어지는
3.0 M 염산수용액에서의 초기 염산농도와 3.5 M 염산수용액에서의
반응완료의 최종 염산농도를 계산하였다. 여기에서 침전용액의 초기
염산농도는 TiCl4 수용액을 가수분해하기 위해 사용한 염산양과 모액
을 희석하기 위해 사용한 염산양으로 계산하였으며, 최종 염산농도는
4+
TiCl4 수용액의 Ti 가 TiO2로의 산화율이 99% 이상이었기 때문에
4+
Ti 가 TiO2로 완전히 반응하였다고 가정하고 계산한 침전용액의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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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he XRD patterns of TiO2 particles obtained from aqueous TiCl4 solution with 0.8 M Ti4+ prepared using various HCl concentrations
(a): 60 ℃, (b): 70 ℃, and (c): 80 ℃ (●: Rutile phase, ▼: Brookite phase).
합성반응을 이용한 졸-겔 방법으로 TiO2 분말을 합성하는 공정에서
염산을 반응계에 첨가하여 상대적으로 입자크기가 작은 분말을 제조
하였다. 이 반응에서 염산은 졸-겔 반응속도를 제어하는 촉매로 작용
하여 가수분해반응을 촉진하고 입자성장을 억제하는 전해질로서 작
용한다고 하였다. Bhave와 Lee[25,26]는 순수한 브루카이트상을 제조
하기 위해 ACS (ambient condition sol)를 진행시켰는데, 반응매개체

Figure 2. Raman spectrum of as–prepared brookite TiO2.
산농도는 약 2.62∼6.25 M이었다.
한편, Pottier 등[10]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브루카이트상과 루틸상의
4+
부피분율은 침전용액의 산성도와 Ti 농도에 매우 의존적이며 반응매
개체의 산성도가 증가할수록 침전속도는 현저하게 느려진다고 하였
다. 또한, 침전용액에 염소이온이 부유 상태로 존재하면 100 ℃에서
48 h 이상 숙성시켜도 브루카이트상이 루틸상으로 전환되지 않는 안
정한 상태가 된다고 하였다. Wang과 Ying[29]은 알콕사이드의 수열

로 0.15 M 염산수용액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순수한 아나타제상이
제조되고, 0.3 M일 때는 순수한 브루카이트상이 제조되었으며, 0.45∼
0.6 M에서는 브루카이트상이 지배적인 루틸상과의 혼합상이 얻어진
다고 하였다. 한편, TiOCl2 수용액과 염산수용액을 이용하여 순수한 루
틸상과 브루카이트상의 부피분율이 50% 이상인 루틸상과의 혼합상을
제조하는 저자들의 연구결과[12-21]에 의하면 침전반응으로 얻어지는
TiO2 침전물의 결정구조는 침전용액의 염산농도에 의하여 결정되며,
4+
4+
순수한 루틸상과 혼합상이 얻어지는 Cl total : Ti 의 몰비율은 Ti 농도
4+
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였다. 또한, 일정한 Ti 농도에서 반응매개체
로 사용하는 염산수용액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브루카이트상의 부피
4+
분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Ti 농도에 따라 반응매개체로 사용하는 염
산수용액의 농도조절을 통하여 브루카이트 부피분율을 제어할 수 있
4+
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로부터 침전용액의 염산농도와 Ti 농도
가 TiO2 결정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양한 염산수용
4+
액을 사용하여 Ti 농도가 0.2∼1.2 M이 되도록 희석한 후 70 ℃에서
20 h 침전반응 시켜 얻은 분말의 결정구조별 부피분율 변화를 Figure
3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반응매개체로 1.0 M 염산
4+
수용액을 사용했을 경우 Ti 농도가 0.8 M 이하일 때는 순수한 루틸
상이 얻어졌고, 1.0과 1.2 M에서는 브루카이트상의 부피분율이 약 20
∼57%인 루틸상과의 혼합상이 생성되었다. 2.0 M 염산수용액을 사용
4+
하였을 경우에는 Ti 농도 0.4 M인 경우에 순수한 루틸상이 생성되었
고, 다른 Ti4+농도에서는 브루카이트상의 부피분율이 약 65∼85%인
루틸상과의 혼합상이 얻어졌으며, 3.0 M 염산수용액을 사용하였을 경
4+
우에는 Ti 농도가 1.2 M에서는 브루카이트상의 부피분율이 약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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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The volume fraction change of brookite and rutile TiO2 powders prepared from TiCl4 solution with various Ti+4 concentrations in (a)
1.0 mol dm-3, (b) 2.0 mol dm-3, (c) 3.0 mol dm-3 and (d) 4.0 mol dm-3 HCl.
인 루틸상과의 혼합상이 생성되었고, 다른 Ti4+농도에서는 순수한 브
루카이트상 이산화티타늄이 생성되었다. 또한, 4.0 M 염산수용액을
4+
사용한 경우에는 Ti 농도가 0.4와 0.6 M에서는 순수한 브루카이트상
이산화티타늄이 생성되었고, 다른 Ti4+농도에서는 순수한 루틸상이 생
4+
성되었다. 한편, 5.0 M 염산수용액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Ti 농도에
무관하게 투명하였던 TiCl4 수용액이 반응시간에 증가함에 따라 흰색
의 불투명한 용액으로 변화되어 입자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그러나, 이와 같이 생성된 입자들은 침전되지 않고 분산된 생태로
유지되어 침전물로서의 분리가 불가능하였다. 이상과 같은 결과로부
4+
터, Ti 농도에 따라 순수한 브루카이트상 이산화티타늄이 생성되는
4+
적정한 염산농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Ti 농도에
따라 순수한 브루카이트상 이산화티타늄이 생성되는 침전용액의 초
기 염산농도와 반응완료 후 최종 염산농도를 조사하였다. 이 같은 결
4+
과로부터 Ti 농도가 0.2 M일 때 3.0 M 염산수용액을 사용하였을 경
우 순수한 브루카이트상이 제조되었는데, 이때 침전용액의 초기염산
농도는 약 2.90 M이었고 반응완료의 최종 염산농도는 약 3.70 M이었
4+
다. 동일한 방법으로 Ti 농도 0.4∼1.0 M에서의 초기염산농도는 각각
2.81, 2.71, 2.62, 2.53 M이었으며 최종 염산농도는 약 4.41, 5.11, 5.82,
4+
6.41 M이었다. 또한, 4.0 M의 염산수용액을 사용하였을 경우 Ti 농도
공업화학, 제 18 권 제 6 호, 2007

가 0.4와 0.6 M의 초기 염산농도는 각각 약 3.74, 3.87 M이었고 최종
4+
염산농도는 약 5.32, 6.19 M이었다. 여기에서 Ti 농도에 따른 TiO2의
4+
생성효율은 Ti 농도에 무관하게 3.0 M 이하의 염산수용액의 사용한
경우에는 약 99% 이상이었으며, 4.0 M의 염산수용액을 사용한 경우
4+
는 Ti 농도 0.2∼1.2 M에서는 각각 약 89, 99, 97, 95, 89, 79%이었다.
4+
4+
한편, Ti 농도에 따른 순수한 브루카이트상이 생성되는 Cl total : Ti
의 몰비율은 18.5∼6.4로 Ti4+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몰비율은 감소하
였다. 따라서, 순수한 브루카이트상 이산화티타늄을 제조하기 위해서
4+
는 Ti 농도를 1.0 M 이하로 유지하고, 침전용액의 염산농도를 2.53∼
6.41 M이 되도록 조절해야 한다.
한편, 침전상태에서 얻은 분말의 결정성 확인과 열처리온도에 따른
결정구조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순수한 브루카이트상 분말을 다양한
온도에서 2 h 동안 열처리하였다. Figure 4는 순수한 브루카이트상이
얻어지는 3.0 M 염산수용액을 사용하여 얻은 분말을 500∼800 ℃에
서 열처리하여 얻은 분말의 XRD 분석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
서 보는 바와 같이 침전상태에서 얻은 분말을 500 ℃에서 2 h 동안
공기 중에서 열처리하여도 열처리 전과 같이 분해되지 않고 브루카이
트상 회절피크가 조금씩 성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염산을
반응매개체로 사용한 TiCl4 수용액의 침전반응은 용해도변화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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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The volume fraction change of brookite, anatase, rutile phases of the TiO2 powder with heat-treatment temperature.

Figure 4. The XRD patterns of TiO2 particles with pure brookite structure after heat-treatment at 500∼800 ℃ for 2 h, respectively (A: anatase phase, B: brookite phase, R: rutile phase).
침전반응이 아니고 침전상태에서 이미 안정한 결정성 TiO2 침전물이
형성되는 결정화반응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또한, 염산과 TiCl4를
사용하여 순수한 브루카이트상 TiO2를 제조하는 방법은 비교적 낮은
온도인 70 ℃에서 결정구조가 안정한 결정체를 제조할 수 있기 때문
에 우수한 제조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500 ℃에서 열처리한 결과
와는 달리 700 ℃에서는 브루카이트상을 나타내는 피크가 사라지고
새로운 결정구조를 나타내는 아나타제상의 피크가 관찰되어 브루카
이트상이 아나타제상으로 상전이가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열처리 온도가 높아질수록 아나타제상의 피크가 감소하고 루틸상의
피크가 증가하였으며, 800 ℃에서는 순수한 루틸상의 피크만이 관찰되
어 아나타제상이 루틸상으로 상변화가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5는 XRD 분석결과로부터 K.N.P.Kumar 식을 사용하여 열처
리 온도에 따른 분말의 결정구조별 부피분율 변화를 보인 것이다
[13-22].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500 ℃ 열처리하였을 때는 순수한
브루카이트상이었으나 700 ℃에서 열처리하였을 경우에 완전하게 아
나타제상으로 상전이 되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에
처음에 존재하지 않았던 아나타제상은 약 650에서 약 83%를 차지하
였으며, 700 ℃에서는 브루카이트상이 존재하지 않는 순수한 아나타
제상이 100% 생성되었다. 그러나, 반응온도가 증가된 780 ℃에서는
아나타제상의 부피분율이 약 55%로 감소하다가 800 ℃에서 완전히
루틸상으로 상변화가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800 ℃에서는
순수한 루틸상이 얻어졌는데, 루틸상의 부피분율이 약 45%인 780 ℃
에서의 경우와 비교할 때 반응온도 차이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TiO2의 결정구조가 급격하게 변화되었다. 이 같은 결과로부터 준 안
정상으로 알려진 브루카이트상은 열처리온도 증가에 따라 루틸상으
로 직접 상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아나타제상으로 상전이 된 후 최
종적으로 안정한 루틸상으로 상변화가 이루어진다고 결론지을 수

Figure 6. The particles size change of brookite, anatase, rutile phases
of the TiO2 powder with heat-treatment temperature.
있다.
Figure 6은 열처리 온도에 따른 입자크기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여
기에서 분말의 평균입자크기는 XRD 분석결과로부터 브루카이트상,
아나타제상 및 루틸상의 피크인 (120), (101) 및 (110)면의 반치폭을
이용하여 Scherrer 식으로 계산하였다[11-20].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침전물의 세척과 건조로 얻은 순수한 브루카이트상에 대하여 계산
한 입자크기는 약 8.7 nm였으며, 500 ℃에서 열처리한 결과 약 11.2
nm로 조금 성장하였다. 그러나, 650 ℃에서는 처음에 존재하지 않았
던 아나타제상 부피분율이 약 83% 생성되어 브루카이트상과 아나타
제상이 혼합된 분말이 얻어지면서 평균입자크기가 약 21 nm로 비슷
하였으나 700 ℃에서 열처리한 결과 브루카이트상은 사라지고 순수한
아나타제상이 생성되면서 입자크기는 약 30 nm로 성장하였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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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TEM photographs for mixture of brookite and rutile particles, pure brookite-type TiO2 particle and pure rutile TiO2 particle prepared from
aqueous TiCl4 solution in 2.5 mol dm-3 HCl, 3.0 mol dm-3 HCl and 4.0 mol dm-3 HCl at 70 ℃ for 20 h, respectively: (a) agglomerates rutile
and brookite particles, (b) pure brookite-type particles, (c) pure rutile particles, (d) pure brookite-type particles TiO2 particle obtained calcination
of the product at 700 ℃ 2 h, (e) 800 ℃ 2 h.
나, 열처리온도가 증가할수록 루틸상의 입자크기가 아나타제상보다
조금씩 크게 나타났으며, 순수한 루틸상이 얻어지는 온도인 800 ℃에
서 열처리한 후의 입자크기는 약 46 nm로 성장하였다. 이 같은 결과
로부터 열처리 온도가 증가에 따른 열에너지의 증가는 현저한 입자성
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열적특성의 변화로 결정구조가 변화되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TiO2 결정구조와 무관하게 TiO2 입자크
기가 50 nm 이하일 경우에는 분말의 입자크기가 작을수록 열역학적
으로 안정하고 상전이 온도가 증가한다는 연구결과[30-36]와 달리 본
연구에 얻은 순수한 브루카이트상을 열처리한 결과 침전물의 입자크
기는 10 nm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아나타제상으로의 상전이 온도는
약 700 ℃로 확인되었고, 800 ℃에서 최종적으로 루틸상으로 상전이
하였기 때문에 이들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4+
Figure 7은 2.5∼4.0 M 염산수용액을 사용하여 Ti 농도가 0.8 M이
되도록 희석한 후 70 ℃에서 20 h 침전반응시켜 얻은 분말과 열처리
하여 얻은 분말의 TEM 사진을 나타낸 것이다. Figure 7(a)는 2.5 M
염산수용액을 사용하여 얻은 브루카이트상 부피분율이 약 80%와 루
틸상 부피분율이 약 20%인 혼합상 분말의 TEM 사진을 나타낸 것이
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많은 입자들이 응집된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브루카이트상과 루틸상을 구분할 수 없었으며, 결정구조에 따
른 상 구분 없이 BET법으로 측정한 비표면적은 약 186.3 m2/g이었다.
Figure 7(b)는 3.0 M 염산수용액을 사용하여 얻은 순수한 브루카이트
상 분말의 TEM 사진으로 약 10∼15 nm의 구형 형태를 지닌 입자들
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BET법으로 측정한 비표면적은 약 183.3
2
m /g이었다. Figure 7(c)는 4.0 M 염산수용액을 사용하여 얻은 순수한
루틸상 분말의 TEM 사진으로서 입자크기가 약 10 nm 이하의 길쭉한
사각형의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BET법으로 측정한 비 표면적은 약
2
130.8 m /ｇ이었다. Figure 7(d)는 figure 7(b) 분말을 700 ℃에서 2 h
열처리하여 얻은 순수한 아나타제상 TiO2 분말의 TEM사진을 나타낸
것으로, 평균입자크기가 약 20∼40 nm로 70 ℃에서 20 h 반응시켜 얻
은 분말보다 입자크기가 성장하였으며 BET법으로 측정한 비 표면적
2
은 약 152 m /g이었다. Figure 7(e)는 figure 7(b) 분말을 800 ℃에서
2 h 열처리하여 얻은 순수한 루틸상 TiO2 분말의 TEM 사진을 나타낸
것으로, 평균입자크기는 약 40∼50 nm로 열처리 온도가 증가함에 따
라 입자크기도 성장하였으며 BET법으로 측정한 비표면적은 약 61
m2/g이었다. 또한, 입자형태는 700 ℃에서 열처리하여 얻은 분말은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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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형이나 구형의 형태를 나타냈고, 800 ℃에서는 사각형 형태를 나타
냈다. 이와 같은 결정구조별 형태에 관한 연구결과와 기존의 저자들
의 연구결과[12-21]를 종합하여 볼 때 루틸상은 대체적으로 길쭉한 형
태를 가지고, 아나타제상과 브루카이트상은 구형에 가까운 형태를 가
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TiCl4와 염산수용액을 사용하여 침전반응으로 순수한 브루카이트상
이산화티타늄을 제조할 때 침전용액의 염산농도와 반응온도 및 Ti4+
농도는 TiO2 침전물의 결정구조를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이다. 순수한
4+
브루카이트상 이산화티타늄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Ti 농도를 1.0 M
이하로 유지하고, 침전용액의 염산농도를 2.53∼6.41 M이 되도록 조
절한 후 70 ℃에서 20 h 침전반응을 진행하여야 한다. 이 같이 TiCl4
수용액으로부터 TiO2가 생성되는 반응은 용해도 변화에 따른 침전반
응이 아니고 침전상태에서 이미 안정한 결정성 TiO2 침전물이 형성되
는 결정화반응이었다. 한편, 순수한 브루카이트상 분말을 열처리한 결
과 브루카이트상은 열처리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700 ℃에서 아나타
제상으로 상전이 된 후 800 ℃에서 최종적으로 루틸상으로 상변화가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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