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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이온이 도핑된 Ti-SBA-15 촉매를 수열합성법으로 제조하였고, 이들의 특성을 XRD, FT-IR, DRS, NH3-TPD 및 PL 

등을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또한, 이 촉매를 사용하여 메틸렌블루에 대한 광분해 반응성을 조사하였다. La 이온이 도

핑되더라도 Ti-SBA-15 촉매는 메조동공체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500 ℃에서 6 h 동안 소성 한 것이 가장 결정성이 

좋았다. La 이온의 치환량이 증가함에 따라 기공의 크기와 기공의 부피가 줄어들었으며 표면적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메틸렌블루의 광분해 반응에서 1%의 La 이온을 첨가 시킨 것이 가장 높은 광촉매 활성을 보여주었으며, 도핑량이 

5% 이상이 되면 순수한 Ti-SBA-15 촉매보다 오히려 활성이 떨어진 것을 볼 수 있다. 

Ti-SBA-15 catalysts doped with lanthanide ion were synthesized using conventional hydrothermal method and they were char-

acterized by XRD, FT-IR, DRS, NH3-TPD and PL. We also examined the activity of these materials on the photocatalytic 

decomposition of methylene blue. La/Ti-SBA-15 samples with varying lanthanide ions doping maintained the mesoporous 

structure and the catalysts calcined at 500 ℃ for 6 h showed the highest crystallinity. With increasing the doping amount 

of lanthanide ion, the pore size and pore volume of La/Ti-SBA-15 materials decreased but the surface area increased. 1% 

La/Ti-SBA-15 catalysts showed the highest photocatalytic activity on the decomposition of methylene blue but the catalysts 

doped with more than 5% lanthanide ions showed lower activity compared to pure Ti-SBA-15 catalyst.

Keywords: Ti-SBA-15 doped with lanthanide ion, photocatalytic decomposition of methylene blue

1. 서    론
1)

불균일 광촉매반응은 유기화합물의 분해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로 

알려져 있다[1,2]. 여러 가지의 금속산화물 반도체 중에서 아나타제형 

이산화티탄이 가장 효과적인 광촉매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이산

화티탄의 화학적 안정성, 비교적 낮은 가격, 무독성이며 광학적 전자

적 특성 때문이다. 광촉매의 활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큰 표면적을 

가지도록 충분히 작은 크기이어야 한다. 그러나 불행히도 수용액 상

태에서 사용을 하려면 작은 입자들은 반응의 마지막 단계에서 제거하

기 위한 여과공정으로 인한 비용 상승을 일으키는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이산화티탄을 여러 가지 물질에 고정시켜 담지된 광촉

매를 개발하는 동기를 주었다[3]. 

분자체 골격 내에 전이금속을 삽입하는 것은 메조동공체 속으로 활

성점을 도입하는 일반적인 기술로 알려져 있다. 특히, Ti를 함유한 메

조동공체 물질은 산화반응에 대한 응용성을 증가시키고 있다[4]. 최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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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M-41에 광활성을 가진 물질을 삽입하여 광촉매반응에 적용시킨 

연구가 진행되었으나[5], MCM-41의 열적 안정성이 매우 떨어지므로 

상업적인 이용에 적용시키기 한계를 보여 주었다. 따라서 보다 열적 

안정성이 우수한 SBA-15의 합성 및 골격 내에 전이금속의 삽입에 대

한 연구가 진행되어왔다[6]. 특히 Ti이 치환된 SBA-15 촉매는 그들의 

구조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다양한 선택적 산화반응에 사용되고 있다

[7]. 또한, 본 연구실에서는 열적 안정성이 뛰어난 SBA-15를 성공적으

로 합성하였고, 이 골격 내에 Ti을 삽입하여 광촉매 활성을 증가시킨 

연구결과를 보고한바 있다[8]. 

이산화티탄의 표면에서 일어나는 광촉매 분해반응은 여전히 효율

이 낮은데, 빛에 의한 정공과 전자의 재결합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

다. 따라서 정공과 전자의 재결합 속도를 낮추고, 상호 간의 전하전달 

효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행해져 왔다. 즉 전이금속의 도핑이나[9], 

귀금속의 침전[10] 혹은 희토류 금속이온의 도핑[11] 등이 알려져 있

다. 특히 4f 궤도의 전자를 가지고 있는 란탄족 금속 이온을 첨가시킴

으로써 란탄족 이온들이 유기산, 아민, 알데히드 및 알코올을 포함하

는 루이스산과 결합함으로써 광촉매 활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연구

가 많이 보고되고 있다[12,13]. 즉 이산화티탄에 Eu
+3

, Pr
+3

, Yb
+3

을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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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various La/Ti-SBA-15 catalysts 

(a) and 10% La/Ti-SBA-15 catalyst calcined at different conditions (b).

지시킨 이산화티탄은 흡착능력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살리실산의 

광분해속도를 증가시킨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들 란탄족 금속 이온들

은 독특한 4f 전자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bulk 상태의 산소원자에 비

해 높은 움직임을 가진 산소공백을 가짐으로써 산화반응에서 촉매활

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La 이온이 도핑된 Ti-SBA-15를 수열합성법으로 제조

하였고, 그들의 특성을 조사하였다. 또한, 메틸렌블루의 분해반응에서 

광촉매로서의 활성을 조사하였다.

 

2. 실    험

반응에 사용된 La/Ti-SBA-15 촉매는 수열 합성법을 통해 제조하였

다. 먼저 증류수 160 mL에 2 M의 HCl 10 mL를 넣어 산성분위기로 

만들어준 다음, 기본골격을 만드는 전구체인 Tetraethyl orthosilicate 

(TEOS, Aldrich 98%) 0.1 M (22.78 mL)를 넣고, 주형으로 이용되는 

비이온성 계면활성제인 Pluronic P123 (BASF, Mw = 5750)을 4.06 g

을 넣어 용해시킨다. 여기에 구조 보강제인 polyethyleneglycol (PEG, 

Aldrich, Mw = 3400) 0.68 g를 주입하여 혼합해준다. 이 때 구조보강

제인 PEO가 사용되는 것은 Ti와 La의 치환으로 인한 구조적 붕괴를 

줄이기 위해 사용한다. 그리고 Ti의 첨가를 위해 titanium isopropoxide 

(TTIP, Aldrich, 97%)를 넣어주는데, 이 때 가수분해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TTIP를 에탄올에 녹인 뒤 합성에 사용하였다. 이 경우 넣어주는 

TTIP의 양은 TEOS와 TTIP의 Si/Ti 비가 30 : 1이 되도록 하기 위해 

TTIP 0.826 mL를 사용하였다. 또한 La 이온을 첨가하기 위해 0.0001 

M La(NO3)3수용액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이 때 넣어준 La 이온의 양

은 Ti와의 비가 1, 3, 5, 7, 10 mol%가 되도록 하여 37 ℃에서 24 h 

혼합하여 혼합용액을 만들었다.

이렇게 혼합된 용액은 고압솥에 넣은 다음 80 ℃의 건조기에서 48 

h 동안 합성하였으며 합성이 끝난 후 증류수로 세척 건조하였다. 이렇

게 건조된 촉매는 각각의 주형 제거 및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공기 

분위기에서 500 ℃에서 6 h 동안 소성시켰으며, 또한 결정성 변화를 

살피기 위해 소성조건을 변화시켜 소성시켰다. 

제조된 촉매들의 결정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서 X선 회절기(XRD, 

Philips X’pert diffractometer/Cu Kα radiation)를 사용하여 결정각을 

확인하였으며, 합성된 물질의 화학적 결합 상태 및 구조를 알아보기 

위해서 FT-IR spectrophotometer (Jasco FT/IR-5300)를 이용하여 400

∼4000 cm
-1
의 진동수 범위의 IR spectra를 분석하였다. 또한, 제조된 

촉매들의 흡광도 및 띠간격을 알아보기 위해 UV-vis diffuse re-

flectance spectroscopy (DRS) (Varian Cary 100)를 이용하여 측정하였

고, 촉매의 분광학적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Photoluminescence spec-

trometer (PL, Hitachi F-4500, Fluorescence spectrophotometer)를 사용

하였다. 촉매의 표면적, 기공 부피 및 기공의 분포 등을 측정하기 위

해 표면 측정 장치(Quntachrome, Autosorb-1 Surface Analyzer)를 이용

하여 측정하였다. 촉매가 가진 산점 측정을 위해 암모니아 승온 탈착

실험을 수행하였다. 먼저 순수한 헬륨(순도 99.999%)으로 200 ℃에서 

1 h 정도 흘린 다음, 2000 ppm의 농도로 희석된 암모니아 가스로 1 

h 흘러 보내 촉매에 흡착을 시켰다. 이후 물리흡착된 기체를 제거하고 

30 ℃까지 냉각시킨 후에 700 ℃까지 10 ℃/min의 속도로 승온시키면서 

암모니아 탈착을 행하였다. 암모니아의 양은 Mass spectrometer 

(HPR20 Gas Analysis System)를 이용하여 구하였다.

고압 수은램프(500 W, Kumkang Co.)를 이용하여 촉매의 메틸렌블

루의 광분해 특성을 비교 해보았다. 반응물의 초기농도는 20 ppm, 촉

매의 첨가량은 1 g/L으로 일정하게 하여 실험하였다. 광활성 실험에

서 촉매가 균일하게 섞이도록 교반기를 이용하여 반응을 진행시켰다. 

반응기의 내부는 석영으로 이루어진 수냉식 반응기를 이용하였으며 

외부는 일반 유리 반응기를 이용하여 반응을 진행 시켰다. 반응물은 

일정 시간마다 채취하였으며, 분광광도계(Shimadzu, UV-240)를 이용

하여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촉매의 특성분석

La가 치환된 Ti-SBA-15 촉매에 대한 결정성을 알아보기 위해 XRD 

분석을 한 결과를 Figure 1(a)에 나타내었다. 일반적으로 메조 동공체

의 경우 1° 부근의 저각에서 특성 피크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14]. 본 실험에서 합성된 La가 치환된 촉매들에서 대부분 1
o 

부근

의 저각에서 특성피크가 나타났다. 이것은 La이 치환되더라도 메조동

공 구조를 잘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치환량이 증가하

여도 큰 변화가 없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도핑된 La의 양이 그

다지 많지 않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한편 촉매의 소성조건에 따른 결

정성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XRD 분석을 행하여 그 결과를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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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FT-IR spectra of various La/Ti-SBA-15 catalysts.

Table 1. Textural Properties of La/Ti-SBA-15 Materials and Their 

Photocatalytic Activity on the Decomposition of Methylene Blue

Catalyst
Surface area 

(m
2
/g)

Pore volume 

(cc/g)

Pore size 

(nm)

Catalytic 

activity k'

[× 10
-2 

min
-1
]

Ti-SBA-15 (Si/Ti = 30) 874 9.5 4.4 1.5

La/Ti-SBA-15 (1 mol%) 939 7.8 3.3 2.4

La/Ti-SBA-15 (3 mol%) 927 6.8 3.0 1.6

La/Ti-SBA-15 (5 mol%) 898 7.5 3.3 1.4

La/Ti-SBA-15 (7 mol%) 888 7.4 3.8 1.1

La/Ti-SBA-15 (10 mol%) 823 8.1 3.9 1.0

Figure 3. N2 adsorption/desorption isotherm of various La/Ti-SBA-15 

catalysts.

Figure 4. Pore size distribution of various La/Ti-SBA-15 catalysts.

1(b)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나타나듯이 La 10 mole%로 치환된 촉매

를 이용하여 소성시간에 따른 결정성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제조된 

촉매의 소성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결정성이 좋아짐을 확인 할 수 있

었다. 특히 시간이 지나 갈수록 [100] 피크가 더 뚜렷해짐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촉매 주위에 존재하는 유기물질이 소성시간이 길어

짐에 따라 모두 제거되었기 때문에 결정성이 좋아진 것으로 생각된다. 

제조된 La/Ti-SBA-15 입자의 구조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FT-IR 

분석을 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ure 2에 나타내었다. 

일반적으로 Si 구조체의 경우 Si-O-Si 진동 흡수 피크의 경우 약 

460 cm
-1

, 800 cm
-1 

부근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구조 내에 Ti가 치환되거나 담지된 TiO2가 있는 경우 Si-O-Ti 진동 흡

수 피크가 960 cm
-1 

부근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5]. 그리

고 Si-O-Ti 진동 흡수 피크의 경우 친수성인 Ti-기나 TiO2 작용기에 

의해 1620 cm
-1 

부근에서 물 피크가 나타나는데 이를 통해 들어간 Ti-

기나 TiO2의 양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Figure 2에서 나타나듯이 

Ti가 치환됨에 따라 960 cm
-1 

부근에서 Ti-O-Si 피크의 진동이 일어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결과는 Ti가 SBA-15의 골격에 잘 삽입되

었음을 의미한다. 3400 cm
-1 

부근의 넓은 밴드와 1620 cm
-1 

부근의 흡

수 밴드는 수소결합을 갖고 있는 물분자와 결합한 Ti-OH 결합의 O-H 

신축진동에 연관된다. 실제로 소성온도가 높아지더라도 1620 cm
-1 

부

근의 흡수피크들은 강한 강도로 나타내는데, 표면 수산기는 원자가띠

의 정공을 포획하여, 생성된 전자와 정공의 생존기간을 증가시키고 

전도띠에서 산소분자의 화학흡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6]. 

Table 1에 La 이온이 치환된 Ti-SBA-15 촉매들의 구조적인 특성을 

나타내었다. La 이온이 치환됨에 따라 기공의 크기와 기공의 부피가 

줄어들었으며 표면적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란탄족 이온이 도핑은 나

노 크기의 이산화티탄의 소결을 방지시키는 작용을 하여 표면적의 증

가를 야기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7]. 

Figure 3에 La 이온이 치환된 Ti-SBA-15의 N2 흡탈착 곡선을 나타

내었다. 그림에서 나타나듯이 La 이온의 도핑과 무관하게 전체적으로 

IV형의 흡착등온선과 H2형 히스테리시스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La 이온이 도핑되면 히스테리시스의 크기가 커지며, 도핑의 양이 증

가할수록 그 크기가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기공의 입구보다 

내부의 동공이 더 큰 ink-bottle형 기공의 양이 많아지기 때문이다[18]. 

10%가 도핑된 경우에서는 흡탈착 곡선의 가지가 보이는데, 이것은 도

핑량의 증가에 따라 기공의 크기가 다소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와 같

은 결과는 Figure 4에서 보듯이 10% 도핑된 촉매에서는 기공의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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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DRS patterns of various La/Ti-SBA-15 catalysts. Figure 6. PL spectra of various La/Ti-SBA-15 catalysts.

가 다른 것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Figure 4에 La 이온이 치환된 Ti-SBA-15의 기공크기의 분포곡선을 

나타내었다. Ti-SBA-15에 비해 란탄 이온이 치환된 경우 분포곡선이 

좁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Table 1의 결과와 잘 일

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La 이온이 치환됨에 따라 기공을 막아 

버림으로서 기공의 크기가 작아지면서 본포곡선이 좁아지면서 뾰쪽

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Figure 5에 La/Ti-SBA-15의 UV-DRS 흡광도를 나타내었다. UV-vis 

spectroscopy는 Ti이 치환된 분자체에서 Ti
4+ 

이온의 성질이나 배위상

태를 알아보는데 널리 사용되고 있다[19]. 분자체 골격 내에 고립된 

Ti
4+ 

이온이 사면체 배위를 가질 때는 210∼230 nm에서 팔면체 배위

를 가질 때는 240∼250 nm에서 피크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20]. 또한 이산화티탄을 형성하면 330 nm 부근에서 threshold 흡수

피크를 보여주고 있다. Ti-SBA-15와 La 이온이 치환된 Ti-SBA-15 촉

매에서 220 nm에서 다소 폭이 넓은 흡수피크가 나타나고 있다. 이것

은 SBA-15 골격 내에 Ti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Figure 6에 La 도핑량을 달리한 Ti-SBA-15 촉매들의 PL 분석 결과

를 나타내었다.

PL 분광계는 전하 운반체의 포집 효율 및 반도체 입자내부에서 생

기는 전자/전공쌍의 거동 등을 조사하기 위해 이용되는 분석방법이다. 

여기광의 파장은 260 nm로 조사하였다. 촉매가 방출되는 빛의 발광에

너지는 330∼600 nm 범위에서 측정하였다. Figure 6에 La 도핑량을 

달리한 Ti-SBA-15 촉매들의 PL 분석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때 최대발

광피크는 400∼450 nm이고, 최대 발광피크의 파장은 1%가 도핑된 

촉매에서 나타났다.

La 이온이 치환된 경우와 순수한 Ti-SBA-15가 모두 같은 모양의 

PL 피크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La 이온이 치환되더라도 새로운 

PL 곡선을 만들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산화티탄 입자는 300 nm와 

400∼450 nm 부근에서 강하고 넓은 PL 흡수밴드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1]. La/Ti-SBA-15 촉매의 경우 두 개의 뚜렷한 PL 피크

가 410 및 450 nm에서 나타났다. 또한 엑시톤 PL 피크의 강도가 커질

수록 산소 결함이나 공백의 정도가 커진다. 또한 광촉매반응이 진행

되는 동안 산소 결함이나 공백은 전자와 정공이 재결합하는 것을 방

지하기 위해서 빛에 의해 얻어진 전자를 포획하게 된다. 더구나 산소

공백은 산소의 흡착을 증가시켜 산소공백과 결합된 전자와 흡착된 산

소 간의 강한 상호작용이 생성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산소공백의 광

유도된 전자들의 결합이 동시에 생성된 흡착된 산소나 산소라디칼의 

광유도된 전자들을 포획하게 된다. 따라서 산소공백이나 결함은 광촉

매 반응에서 유기화합물의 산화반응을 촉진시키는데 강한 활성점으

로 작용하게 된다. 결국 PL 피크의 강도가 커질수록 산소 결함이나 공

백의 정도가 커지면서 광촉매 활성도 증가하게 된다.

 

3.2. 광촉매 활성

각 조건에 따라 제조된 촉매의 광분해 활성을 알아보기 위해 반응

물 메틸렌블루에 대한 광활성 능력을 조사하였으며, La 이온이 도핑

된 촉매들의 광촉매적 활성에 대한 결과는 UV를 조사하기 전 단계에

서 확인한 촉매 흡착실험에서 흡착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유기물질의 광분해 반응의 경우 Langmuir-Hinshelwood 

속도식을 따른다고 알려져 있다.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22,23].

　



 (1)

그리고 이것을 적분해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C = Coexp(-kt) (2)

여기서 Co는 초기 유기물질의 농도이며 k는 반응온도나 반응물의 

pH 등의 반응 조건에 영향을 받는 속도 상수를 나타낸다. 

La 이온이 치환된 경우와 순수한 Ti-SBA-15 촉매에 대한 메틸렌블

루의 광분해 반응성을 Figure 7에 나타내었다. 

여기서 1% La 이온을 첨가 시킨 것이 가장 높은 광촉매 활성을 보

여주었으며, 도핑량이 5% 이상이 되면 순수한 Ti-SBA-15 촉매보다 

오히려 활성이 떨어진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La와 같은 

란탄족 금속이온은 독특한 4f 전자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bulk 상태의 

산소원자에 비해 높은 움직임을 가진 산소공백을 가짐으로써 산화반

응에서 촉매활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3]. 그러나 La 이온

의 농도가 5 mole% 이상인 경우에는 활성이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

다. 이와 같은 결과는 Figure 6에 나타난 것처럼 PL 분석 결과와도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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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Photocatalytic activity of various La/Ti-SBA-15 catalysts. Figure 8. Ammonia TPD spectra of various La/Ti-SBA-15 catalysts.

일치하고 있는데, PL 피크의 강도의 순서와 광촉매 활성의 순서가 일

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메틸렌 블루는 염기성 안료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La 이온이 

치환된 경우와 순수한 Ti-SBA-15 촉매에 대하여 암모니아 승온탈착 

실험을 하여 그 결과 Figure 8에 나타내었다. 200 ℃ 부근의 온도에서 

암모니아 탈착곡선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La 이온의 도핑

량이 증가할수록 이 피크의 강도가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La 

이온의 양이 증가할수록 산점의 양이 증가하므로 많은 양의 메틸렌 

블루를 흡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실제 광활성의 순서는 

암모니아 승온탈착 실험 결과와 다르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염기성 안료에서는 빛을 흡수하는 능력이나 촉매가 가진 산점보다는 

광에 대한 반응성이 유기물의 분해에 더 큰 영향을 미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La 이온이 도핑된 Ti-SBA-15를 수열합성법으로 제

조하였고, 그들의 특성분석을 XRD, FT-IR, DRS, NH3-TPD 및 PL 등

을 사용하여 행하였다. 또한, 메틸렌블루의 분해반응에서 광촉매로서

의 활성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로 La 이온이 도핑된 Ti-SBA-15 촉매

에서도 메조동공체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500 ℃에서 6 h 동안 소성 

한 것이 가장 결정성이 좋았다. La 이온이 치환됨에 따라 기공의 크기

와 기공의 부피가 줄어들었으며 표면적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메틸렌

블루의 광분해 반응에서 1%의 La 이온을 첨가 시킨 것이 가장 높은 

광촉매 활성을 보여주었으며, 도핑량이 5% 이상이 되면 순수한 

Ti-SBA-15 촉매보다 오히려 활성이 떨어진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염기성 

안료에서는 빛을 흡수하는 능력이나 촉매가 가진 산점보다는 광에 대한 

반응성이 유기물의 분해에 더 큰 영향을 미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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