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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OSO4와 다층벽탄소나노튜브(MWCNT)를 사용하여 가수분해법으로 CNT-TiO2 나노복합체를 제조하였다. 제조된 TiO2- 

CNT 복합체의 CNT는 아나타제 TiO2에 균일하게 분산되어 있으며 MWCNT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결정성 탄소의 비

율과 O/Ti 비율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CNT-TiO2복합체의 광활성 및 오염물 흡착능력을 UV 조사 시간에 따른 메틸렌

블루의 분해정도로 확인하였다. MWCNT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높은 흡착능과 광분해능을 나타내었다. 이는 MWCNT의 높

은 비표면적, 산소포함 관능기, 낮은 밴드갭 에너지, 높은 전기전도성, 높은 부피 대 표면적 비율, 균일한 구조 및 특성으로 

인하여 CNT-TiO2 복합체의 광활성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CNT-TiO2 nano complexes were prepared from TiOSO4 and multi-walled carbon nanotube (MWCNT) by hydrolysis. The 

CNTs were dispersed uniformly with anatase TiO2 in the prepared TiO2-CNT complexes. The increasing MWCNT ratio leads 

to increased crystalline carbon and O/Ti ratio. The decomposition degree of methylene blue was experienced according to 

UV radiation time for study adsorption and photocatalytic activity. The samples having high MWCNT ratio show high adsorp-

tion and photodegradation. The high specific surface area, functional group having oxygen, low band gap energy, high electric 

conductivity, high volume to surface ratio, uniform structure and properties of MWCNT assist photocatalytic activity of 

CNT-TiO2 complex.

Keywords: titanium dioxide, photocatalyst, carbon nanotubes, complex

1. 서    론
1)

  광촉매는 산업폐수와 생활하수 속에 함유된 유기오염물을 빛을 이

용하여 손쉽게 분해할 수 있는 일종의 반도체 세라믹이다. 광촉매에 

자외선이 조사되면 표면에서 전자가 빠져나가 정공이 생긴다. 이 정

공은 강한 산화력으로 수분을 산화시켜 수산기 라디칼(⋅OH)을 생성

한다. 이 수산기 라디칼의 강력한 산화작용으로 대부분의 유기물질들

을 독성이 없는 이산화탄소로 분해/전환이 가능한 것이다[1-3].

  이러한 광촉매를 이용한 환경산업분야에 대한 연구와 산업화가 활

발히 진행 중이다. 특히, 흡착과 광분해의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지

니는 TiO2-탄소복합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4-6]. 

TiO2-탄소복합체의 탄소는 티타늄 전구체의 소성⋅소결 중에 이산화

티타늄이 루타일 구조로 상전이되는 것을 막고 광활성이 높은 아나타

제 구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어 높은 아나타제 결정을 형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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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하다[7,8]. 그 외에도 TiO2-탄소복합체의 탄소 입자는 흡착제로서 

역할을 할 뿐 아니라 광촉매의 응집을 막아 광활성을 지닐 수 있는 

표면적을 증가시킨다[9-11]. 탄소재료 중 특히, 탄소나노튜브(CNT)는 

높은 부피 대 표면적 비율과 균일한 구조 및 특성을 지니고, 화학적으

로 안정하여 복합체의 이상적인 지지체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

상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TiOSO4와 다층벽 탄소나노튜브(MWCNT)

를 이용하여 가수분해법으로 TiO2-CNT 복합체를 제조하고, 자외선 

조사하에서 그 제조된 TiO2-CNT 복합체의 메틸렌 블루 수용액의 흡

수/분해정도를 조사하였다.

2. 실    험

2.1. 실험재료

  TiO2-CNT 복합체의 제조를 위한 TiOSO4와 450 ℃에서 열처리된 중

공 다층벽탄소나노튜브(MWCNT)는 스위스의 Fluka와 미국의 Acr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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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chema of the preparation process of CNT-TiO2 complex.

organics사에서 각각 구매하였다. 구매한 MWCNT는 200 m
2
/g 이상의 

BET 비표면적과 10∼30 nm의 외경, 3∼10 nm의 내경을 지니고 있다. 

또한, 진한 황산과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은 대한민국의 삼전순약공업

에서 구매하였다. 제조된 TiO2-CNT 복합체의 흡착 및 광적 특성을 조

사하기 위한 메틸렌 블루(C16H18ClN3S) 염료는 독일의 Sigma-aldrich

에서 구매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물은 증류수를 사용하였다.

2.2. CNT-TiO2 복합체의 제조 및 분석

  20 g의 TiOSO4를 20 mL의 진한 황산용액에 넣고 용해시킨 후 0.1 

g, 0.2 g, 0.3 g의 MWCNT를 각각 넣고 충분히 교반한다. 이 교반된 

용액에 1 N NaOH용액을 첨가하여 pH를 3에 맞추어 Ti(OH)4의 겔과 

CNT의 복합체 형태를 띤 불용물을 수세한 후 아나타제 결정성을 부

여하기 위한 350 ℃에서 6 h 동안의 열처리(소결)한다. 0.1 g, 0.2 g, 

0.3 g을 넣고 제조한 CNT-TiO2 복합체를 각각 1 CT, 2 CT, 3 CT로 

명명하였다. Figure 1에 본 실험에서 제조된 CNT-TiO2복합체의 제조

과정을 계략도로 나타내었다.

  제조된 CNT-TiO2 복합체는 주사전자현미경(Scanning electron mi-

croscope, SEM, Jeol Ltd, Japan), X선 회절분석기(X-ray diffraction, 

XRD, Rigaku International Corporation, D/MAX-2200 Ultima/PC, Japan), 

에너지분산형 X선 분광기(Energy dispersive X-ray, EDS, Horiba, 

EX-250, Japan), 비표면적 측정장비(Micromeritics ASAP 2020)를 이

용하여 특성을 평가하였다. 주사전자현미경과 에너지분산형 X선 분

광기를 이용한 분석은 샘플의 분석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Au-Pd

코팅을 하여 시행하였으며, 비표면적 분석은 77 K에서의 질소흡착으

로 시행하였다. 

2.3. 광촉매 활성평가

  10 ppm의 메틸렌블루(Methylene blue, MB, C16H18ClN3S) 용액 100 

mL에 0.1 g의 샘플을 첨가하였다. 이 용액에 자외선 램프(Spectroline 

spectronics Co., USA)를 이용하여 365 nm 파장의 빛을 4 W의 세기로 

조사하였다. 흡착은 비교적 빠르게 일어나므로, 염료의 흡착정도를 알

아보기 위하여 5 min 후에 용액 3 mL를 채취하여 나일론 실린더필

터(0.45 µm)를 이용하여 거른 후 적외선 분광광도계(UV-vis spectro-

meter, Optizen 2120 UV)를 이용하여 660 nm 파장에서 농도를 측정

하였다. 흡착⋅분해실험 시작 5 min 이후부터는 15 min의 간격으로 

용액 3 mL를 채취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용액의 농도를 측정하였다. 

메틸렌블루 용액의 농도변화에 따라 제조된 샘플의 흡착능 및 광분해

Table 1. The Composition (atomic percent) of the Samples

Sample name C (at%) O (at%) Ti (at%) Fe (at%) O/Ti

TiO2 made

from TiOSO4

- 69.76 30.24 - 2.31

1CT 1.64 70.22 28.10 0.04 2.50

2CT 4.49 70.62 24.82 0.07 2.85

3CT 10.01 67.49 22.34 0.16 3.02

능을 확인할 수 있다.

3. 결과 및 고찰

  상기 반응으로부터 제조된 TiO2-CNT 복합체의 접촉특성과 표면특

성을 관찰하기 위하여 주사전자현미경(SEM)으로 분석하였다. 10000 

배의 배율로 확대하여 관찰한 SEM 사진을 Figure 2에 나타내었다. 

Figure 2로부터 본 실험에서 제조된 TiO2-CNT 복합체는 TiO2에 균일

하게 분산된 CNT를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TiO2-CNT 복합체 내의 

MWCNT의 비율이 증가할수록 표면에 드러난 MWCNT가 많아지고 

TiO2입자의 응집 정도가 적어짐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하여 CNT-TiO2 

복합체는 순수한 TiO2에 비하여 더 높은 흡착능과 광활성을 지니고 

있을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제조된 CNT-TiO2 복합체와 TiO2의 EDS 미량원소 분석결과를 

Table 1과 Figure 3에 나타내었다. 샘플의 분석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

하여 Au-Pd코팅을 하여 전반적으로 비슷한 Au와 Pd 피크가 관찰되었

다. 샘플 자체의 원소구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Au와 Pd의 원소 비율은 

Table 1에서 제외하고 나타내었다. 소량 검출되는 철은 MWCNT의 첨

가량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MWCNT에 존재하

는 촉매로 생각된다. MWCNT를 첨가하지 않고 제조한 TiO2는 탄

소 피크가 전혀 관찰되지 않는 반면, MWCNT를 첨가하여 제조한 

CNT-TiO2 복합체는 탄소 피크가 관찰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MWCNT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탄소 피크와 탄소 원소 비율이 

증가하였고, O/Ti 비율도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MWCNT

의 산소포함 관능기의 영향으로 보이고, 이러한 산소관능기는 광촉매

반응의 매개체가 되는 물과 친밀하게 하여 CNT-TiO2 복합체의 광활

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조된 CNT-TiO2 복합체와 TiO2의 구조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XRD 분석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를 Figure 4에 나타내었다. TiOSO4만

을 이용하여 MWCNT를 첨가하지 않고 제조한 TiO2는 아나타제 TiO2

의 (101), (004), (200), (211)면의 특성 피크가 명확하게 나타난다. 이

는 TiO2전구체인 TiOSO4가 본 실험법에 의해 무정형의 Ti(OH)4의 상

태를 거쳐 아나타제 TiO2가 생성됨을 확인시켜준다. 일반적으로 과도

하게 높은 온도에서의 열처리는 루타일 구조의 TiO2가 생성되어 광활

성을 저해시킬 수 있으나, 본 실험에 의해 350 ℃에서 6 h 동안 열처

리한 샘플은 루타일 구조를 나타내지 않았다.

  반면, MWCNT를 첨가하여 제조된 CNT-TiO2 복합체의 경우 아나

타제 TiO2의 주요 피크인 (101)피크는 명확하게 나타난 반면, (004), 

(200), (211) 면의 특성 피크는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난다. 이는 

MWCNT가 열처리를 통한 소결과정 중에 정확한 아나타제 구조를 가

지는 과정을 방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주요 피크인 (101) 피크

는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전반적으로 아나타제 TiO2 구조

를 가지고, 그 광활성에는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CNT-TiO2 복합체는 MWCNT의 첨가량에 따라 TiO2에는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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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O2 made from TiOS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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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SEM images of the TiO2 made from TiOSO4 and CNT-TiO2 complex in this study.

는 결정성 탄소 피크인 (002)와 (100)가 높고 명확하게 나타난다. 이는 

열처리에 의해 MWCNT의 구조가 변화하지 않고 아나타제 TiO2와 복

합체를 이루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높은 광활성을 나타

낼 것으로 기대된다[15].

  제조된 CNT-TiO2 복합체와 TiO2의 기공이 염료의 흡착 및 광분해

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세공 특성을 평가하였고 그 기공

특성을 Table 2에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TiO2에 비하여 CNT-TiO2 복

합체는 단지 CNT를 첨가하는 것 만으로 비표면적 증가하였고, CNT

첨가량에 따라 약 4.5배까지 증가하였으며 이와 함께 기공부피 또한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높은 비표면적과 기공부피를 지닌 CNT가 

첨가됨에 따른 물리적 현상으로 생각된다. 또한, 제조된 시료의 평균

기공의 직경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는데 이는 CNT의 기공성에 TiO2가 

따로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렇게 높은 비표면적과 

기공부피를 지닌 CNT-TiO2복합체는 염료의 흡착은 물론이고, 광분해 

활성점의 증대의 효과를 주어 광활성을 증대시킬 것으로 보인다[16].

  TiOSO4를 이용하여 제조된 TiO2와 여러 비율로 제조된 CNT-TiO2 

복합체의 광활성을 자외선 조사하에서 염료의 분해 정도로 평가하였

고, TiO2가 존재하지 않는 CNT만의 광할성과 비교를 위하여 그 결과

를 Figure 5에 함께 나타내었다. Figure 5에서 볼 수 있듯이 광촉매 표

면에서 일어나는 염료의 물리적 흡착효과는 초기의 가파른 염료농도

의 감소로부터 확인할 수 있고, 이러한 물리적 흡착 이후에 광촉매 환

원반응(광반응)에 의한 염료농도의 감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제조한 샘플을 염료용액에 첨가하고 자외선을 조사하게 되면, TiO2에 

의한 광분해 반응과 주로 MWCNT에 의한 염료의 물리적 흡착이 일

어나게 된다[15]. Figure 5의 결과로부터 흡착 및 광분해 반응의 특성

을 모두 관찰할 수 있는데, TiOSO4를 이용하여 제조된 TiO2는 초기의 

흡착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으며, 광촉매 환원반응에 의한 광분해 

효과도 CNT-TiO2 복합체에 비해 떨어진다. 이에 반해, CNT-TiO2 복

합체의 염료분해 실험에 있어서 복합체 내의 MWCNT의 비율이 높아

질수록 높은 흡착능과 광분해능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었다. 

Figure 5의 결과에서 흡착능의 경우, MWCNT의 높은 비표면적에 의

해 MWCNT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염료가 초기에 빠르게 흡착되

고, 실험진행 5 min 후에는 표면적의 한계에 의해 그 흡착능이 거의 

관찰되지 않는다. 흡착능이 관찰되지 않는 반응 5 min 후의 농도 감소

를 광분해능으로 판단하고 각 시간에 따른 광분해 정도로부터 광분해 

반응속도를 구하여 Figure 6에 나타내었다. TiOSO4를 이용하여 제조

된 TiO2에 비하여 MWCNT이 첨가된 TiO2의 광분해능이 훨씬 우수함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실험에서 얻어진 결과로부터 광분해능의 경

우, TiO2와 MWCNT의 상호작용에 의해 전자/정공의 생성과정에 변

화를 일으키는 것으로 예상된다[12-14]. 탄소의 밴드갭에너지는 TiO2

의 밴드갭에너지에 비해 낮기 때문에 탄소는 에너지가 낮은 빛을 흡

수하여 쉽게 전자를 생성한다. 생성된 전자는 TiO2의 전도대(condu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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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O2 made from TiOSO4

2CT

1CT

3CT

Figure 3. The results of EDS elemental microanalysis of the TiO2 made from TiOSO4 and CNT-TiO2 complex.

Figure 4. The XRD patterns of the samples (TiO2: TiO2 made from 

TiOSO4).

tion band)로 이동하여 TiO2를 활성화시키며, TiO2의 가전자대(valance 

band)의 전자가 탄소로 이동하게 된다[17]. 이때 중요한 것이 탄소와 

TiO2의 균일한 분산성과 전자의 이동인데, MWCNT의 높은 전기전도

성, 높은 부피 대 표면적 비율, 균일한 구조 및 특성으로 인하여 

Table 2. Pore Properties of the Samples

Sample name
BET surface

area (m
2
/g)

DFT total pore

volume (cm
3
/g)

DFT average

pore size (Å)

TiO2 made

from TiOSO4

8.01 0.003 -

1CT 18.93 0.008 27.2

2CT 21.33 0.106 27.6

3CT 36.07 0.206 27.3

CNT-TiO2 복합체의 광활성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18].

4. 결    론

  TiOSO4와 다층벽탄소나노튜브(MWCNT)를 사용하여 가수분해 방

법을 이용하여 용이하게 CNT-TiO2 나노복합체를 제조하였다. 제조된 

TiO2-CNT 복합체의 CNT는 아나타제 TiO2에 균일하게 분산되어 있

으며 MWCNT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결정성 탄소의 비율과 O/Ti 

비율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MWCNT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높은 흡착능과 광분해능을 나타내었으며, MWCNT가 첨가되지 않은 

TiO2에 비해 월등히 높은 성능을 나타내었다. 이는 MWCNT의 높은 

비표면적, 산소함유 관능기, 낮은 밴드갭 에너지, 높은 전기전도성,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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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Degradation results of the methylene blue (MB) solution with 

the sample which made from different mixing ratio of TiOSO4 and 

MWCNT according to UV illumination time.

Figure 6. Degree of photocatalytic activity of the sample which made 

from different mixing ratio of TiOSO4 and MWCNT according to UV 

illumination time.

은 부피 대 표면적 비율, 균일한 구조 및 특성으로 인하여 CNT-TiO2 

복합체의 광활성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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