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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TiCl4 출발물질 및 알코올과 물의 혼합용액을 이용한 solvothermal 법을 통하여 나노 크기의 TiO2를 제

조하였다. 이 때 혼합용액 중의 알코올의 종류 및 그 조성이 생성되는 TiO2 입자들의 결정상 혹은 응집상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하였다. 생성물들의 물성은 X-선 회절법과 투과 및 주사전자 현미경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1-부탄

올/물의 부피 비가 각각 다른 혼합용매(1-부탄올/물; 100/0, 75/25, 50/50, 25/75, 0/100)를 이용한 solvothermal 법에 있어

서 얻어진 루틸상의 TiO2 입자들의 응집상태는 1-부탄올/물의 비에 따라 변하였으며, 1-부탄올/물의 75/25 부피 비에서 

잘 분산된 TiO2 나노 입자가 얻어졌다. 알코올과 물의 비를 75/25로 고정시킨 혼합 용매를 이용한 solvothermal 법에 

있어서 알코올의 종류에 따라 생성되는 TiO2 입자들의 결정상이 변함을 확인하였다. 즉 메탄올, 에탄올 및 이소프로필 

알코올의 혼합용액을 사용한 경우에는 아나타제상의 입자가 얻어지며 1-부탄올 혼합용액을 사용하면 루틸상의 TiO2 

입자가 생성되었다. 이상의 결과들로부터 출발물질로는 TiCl4를 그리고 반응용매로 알코올과 물의 혼합용액을 이용하

며 더 이상의 첨가제를 사용하지 않는 solvothermal 법에 있어서는, 단순히 혼합용액의 조성 또는 알코올의 종류를 

변화시킴으로써 생성되는 TiO2 입자들의 분산성 향상 및 결정상 조절이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In this study, a solvothermal reaction to prepare nanocrystalline titania was carried out using TiCl4 and mixed solvents of 

alcohol and water. The effects of the type and the composition of alcohol on the crystal structure and agglomeration of final 

TiO2 products were investigated. The products were characterized by X-ray diffraction (XRD), transmission electron micro-

scopy (TEM) as well as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In the solvothermal reaction using the n-butanol solutions with 

different volume ratios of n-butanol/water (100/0, 75/25, 50/50, 25/75, 0/100), the extent of agglomeration of obtained rutile 

TiO2 was found to change with the volume ratio of n-butanol/water, and the n-butanol/water ratio of 75/25 revealed the best 

result for the preparation of well-dispersed nanocrystalline TiO2 powders. The crystal phase of TiO2 prepared through the 

solvothermal reaction changed with the type of alcohol in solvent (alcohol/water = 75/25). TiO2 products obtained with the 

aqueous solutions of methanol, ethanol and isopropanol have an anatase phase, while that with n-butanol has a rutile phase. 

The results showed that, in the solvothermal reaction using both TiCl4 as a starting material and the alcohol-water mixed 

solvents without any other additive, the enhancement of dispersion and control of crystal structure of TiO2 products can be 

feasible by simply varying the composition and type of alcohol in the mixed solv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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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TiO2는 현재 학문적인 면에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업적으로도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금속 산화물 중의 하나이다

† 교신저자 (e-mail: gdlee@pknu.ac.kr)

[1,2]. TiO2는 특히 그 물리화학적 및 광학적 특성, 저렴한 가격 그리

고 무독성 등으로 인해 도료, 화장품, 가스 센서, 유전체 세라믹

(dielectric ceramic), 촉매, 태양 전지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TiO2는 루틸(rutile)상, 아나타제(anatase)상 

그리고 브루카이트(brookite)상 등의 3가지 결정형태를 지니고 있다. 

이 중 루틸은 열역학적으로 가장 안정한 결정상으로 자연계에서 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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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는 결정형태이며, 아나타제는 준안정(metastable)상으로 루틸에 

비해 낮은 온도에서 생성되며 브루카이트의 경우에는 특별한 조건하

에서만 생성되는 결정상으로 알려져 있다[3]. 이와 같이 각각의 TiO2 

결정상은 다른 물리화학적 특성을 나타내며, 주된 용도도 다르게 된

다. 즉, 아나타제상은 적절한 산화환원전위와 밴드갭을 지니고 있어 

광전자재료 혹은 광촉매로 널리 이용되며, 루틸상의 경우는 높은 굴

절률과 화학적 안정성으로 인해 도료나 화장품 산업에서 흰색 안료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3].

최근 TiO2가 나노 크기를 지니는 경우에는 광학적 물성 및 유전체 

특성이 매우 우수해진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고 있어[4], 나노 크기의 

TiO2 합성 및 이러한 물질의 다양한 분야에의 응용, 예를 들면 전기

변색(electrochromic) 물질[5], 유전체 소자[6], 리튬 이온 전지[7] 그

리고 염료감응형 태양전지[8] 등에의 응용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TiO2의 물성 및 특정 응용분야에 있어

서의 기능은 그 입자 크기 및 결정상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따라서 TiO2의 결정상 및 크기 등을 조절하는 기술은 특

정한 분야에서의 TiO2의 활용성 및 기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매우 

중요하게 된다.

현재 나노 크기를 지닌 TiO2 제조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

으며, 다양한 제조 방법이 제안되고 있다[1]. 이와 같이 다양한 TiO2 

제조 방법 중 수열합성법은 다른 제조방법에 비해 몇 가지 장점을 지

니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즉, (1) 상대적으로 낮은 반응온도, 

(2) 반응조건 변화를 통한 결정 생성물들의 조성 및 형태 조절의 용이함, 

(3) 고순도의 생성물, (4) 비교적 간단한 설비 및 조작 그리고 용이한 

반응조건 조절 등이 수열합성법의 상대적인 장점으로 알려져 있다[9]. 

또한 최근에는 수열합성법과 거의 유사하지만 비수계 반응 용매를 사

용하는 solvothermal 법도 제안되고 있으며, 특히 이 제조방법은 나노 

크기의 TiO2를 제조하는 데 있어서 입자의 크기 및 형태 그리고 결정

성을 조절하는 것이 보다 용이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   

따라서 최근 solvothermal 법을 이용한 나노 크기의 TiO2 제조에 대

한 여러 가지 연구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다. Ti alkoxide와 순수한 에탄

올을 각각 나노 크기의 TiO2 제조를 위한 출발물질과 반응 용매로 사

용한 Wahi 등의 연구결과[10]에 의하면 200 ℃ 이하의 반응온도 및 

2 h의 반응시간에 의해서도 표면적이 큰 나노크기의 TiO2 제조가 가

능하며, 이 때 반응변수의 변화에 의해 TiO2 일차입자의 크기 조절이 

가능한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 또한 tetrabutylorthotitanate 및 에탄올 

수용액을 이용하여 나노 크기의 TiO2를 제조한 Wang의 연구결과[11]

에 의하면, 반응온도 100∼200 ℃, 반응시간 3∼24 h의 반응조건 하에

서 반응 용매 중 에탄올과 물의 비가 생성되는 TiO2 입자의 결정성 

및 크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리고 tetrabutyl 

titanate와 알코올-NaOH 수용액을 이용한 TiO2 nanotube 제조에 있어

서는 48 h의 반응시간 및 비교적 낮은 온도인 130 ℃의 반응온도에서

도 루틸상의 TiO2 nanotube를 얻을 수 있으며, 알코올의 종류 및 알코

올과 물의 비가 최종 생성물의 형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

[12]도 발표되었다. 이와 같이 Ti alkoxide 출발물질과 수열합성법을 

이용한 나노 크기의 TiO2 제조에 있어서는 수계 반응용액에 대한 알

코올의 첨가가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2]. 

이상의 연구결과들에서 볼 수 있듯이 나노크기의 TiO2 제조에 있어

서 출발물질로 Ti alkoxide가 널리 이용되고 있으나, 경제적인 면을 고

려해 볼 때 보다 저렴한 TiCl4와 같은 출발물질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

직할 수 있다[13]. 그리고 이와 같은 수열합성법에 있어서는 출발물질

의 종류가 최종 생성물의 결정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 보

고되었다[14]. TiCl4 출발물질과 C3∼C8의 순수한 알코올 반응 용매를 

이용하여 반응온도 100∼160 ℃, 반응시간 24 h의 조건하에서 나노 

크기의 TiO2를 제조한 Wang 등의 연구결과[15]에서도 보면 알코올의 

종류 혹은 반응조건 변화를 통해 최종 생성물인 TiO2의 결정 구조, 

크기 및 형태 등을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특히 이와 

같이 TiCl4를 출발물질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반응계 내의 염소이온의 

용해 혹은 반응과정의 HCl 발생 등의 현상이 반응 메카니즘이나 생성

물질의 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15].

본 연구에서는 solvothermal 법을 이용하여 나노 크기의 TiO2를 제조

하기 위해 출발물질로 TiCl4를 택하고 반응용매로는 C1∼C4 알코올과 

물의 혼합용액을 이용하였으며, 반응조건으로는 160 ℃의 반응온도 

및 비교적 짧은 2 h의 반응 시간을 택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출발

물질이 Ti alkoxide가 아니고 TiCl4이며, 또한 반응 용매가 순수한 물 

혹은 알코올이 아닌 물과 알코올의 혼합 용액인 경우에 있어서 반응 

용매의 조성이 최종 생성물인 TiO2의 결정 구조, 크기, 형태 또는 분산

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였다. 즉,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열합성법을 이용한 나노 크기의 TiO2 제조에 있어서는 출발물질의 

종류가 최종 생성물의 물성에 큰 영향을 미치며 또한 Ti alkoxide를 

출발물질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물 혹은 알코올의 단독 반응용매보다

는 혼합 용매의 선택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TiCl4를 출발물질로 선택한 경우에 있어서의 물-알코올 혼

합 용매의 영향에 대해 자세히 고찰하고자 하였다.

 

2. 실    험

2.1. 나노 크기의 TiO2 제조

본 연구에서 출발물질로 사용된 TiCl4 및 반응용매 제조에 사용된 

알코올들은 고순도 시약으로 구매하여 별도의 전처리 없이 사용하였

다. 반응용매인 알코올 수용액은 알코올과 탈이온(deionized) 증류수

를 여러 종류의 부피 비(알코올/물 ; 100/0, 75/25, 50/50, 25/75, 0/100)

로 혼합하여 준비하였으며, 이 때 사용한 알코올은 C1∼C4 알코올, 즉 

메탄올, 에탄올, 이소프로필 알코올 및 1-부탄올 등이었다. 먼저 ice 

bath 내에 설치된 300 mL 크기의 둥근 플라스크에 100 mL의 반응용

매를 넣고 계속적으로 교반하면서 10 mL의 TiCl4를 취하여 반응용매

에 천천히 첨가하였다. 이와 같이 혼합된 반응물질들은 투명한 액체

상이 얻어질 때까지 2 h 정도 계속적으로 교반한 후 테프론으로 내부 

코팅된 180 mL 크기의 autoclave로 옮긴 다음, 160 ℃ 온도에서 2 h 

동안 반응을 진행시켰다. 반응 후 실온으로 냉각한 다음 원심분리로 

얻어진 생성물을 증류수와 에탄올로 수 차례 반복하여 세척하고 

60 ℃의 온도에서 16 h 동안 건조하여 최종적인 TiO2 생성물을 얻었다. 

2.2. 생성물의 물성분석

얻어진 TiO2 생성물의 결정구조와 미세 결정크기를 알아보기 위해 

Cu-Kα radiation과 graphite crystal monochromator를 장착한 X-선 회

절분석기(PHILPS, X’Pert-MPD system)를 이용하여 2θ의 범위 5∼

80°에서 0.02°의 간격으로 X-선 회절 패턴을 측정하였다. 또한 조사된 

X-선 회절 분석 결과에서 아나타제상(101) 및 루틸상(110)의 피크 폭

과 Scherrer’s equation을 통해 결정크기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제조된 

입자의 형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계방사형 주사전자현미경(FE-SEM; 

JEOL, JSM-6700F)과 투과전자현미경(TEM; JEOL, JEM-2010)을 사용

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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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Comparison of XRD patterns of prepared TiO2 powders with 

commercial TiO2. A : anatase, R : rutile.

Figure 2. Electron microscope images of TiO2 samples prepared by 

hydrothermal reaction of TiCl4 (a) FE-SEM and (b) TEM.

Figure 3. XRD patterns of TiO2 powders prepared using the mixed 

solvents with different volume ratios of 1-butanol to water (a) 100 : 0, 

(b) 75 : 25, (c) 50 : 50, and (d) 25 : 75. 

3. 결과 및 고찰

3.1. 반응용매 중 물/알코올 비가 TiO2 입자의 결정성과 응집에 미

치는 영향

Figure 1에는 반응용매로 순수한 물을 이용하여 제조된 입자, 즉 수

열합성법으로 제조된 TiO2 입자의 X선 회절분석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비교를 위하여 상업적으로 시판되고 있는 Junsei사의 아나타제 

및 루틸상의 TiO2 입자에 대한 측정 결과도 첨부하였다. Figure 1에서 

볼 수 있듯이 TiCl4 출발물질과 수열합성법을 이용하여 제조된 TiO2

는 루틸상을 지니고 있지만 시판되는 TiO2 입자에 비해 결정성이 상

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 제조된 TiO2 입

자의 낮은 결정성은 입자 제조과정에서 최종적으로 고온에서의 소성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TiCl4 수용액에서 

그 농도가 0.40 mol/L 이상인 경우, Ti 이온은 주로 6배위 화합물

(six-fold coordinated compound) 또는 이들 화합물들의 가수분해 결합

체(polynuclear hydrolysis species)의 형태로 존재하고[16], 이러한 화

합물들은 루틸상의 TiO2 입자를 주로 형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7]. 따라서 이와 같은 반응조건에 해당하는 본 연구에서도 TiCl4 출

발물질과 수열합성법을 이용하여 제조된 TiO2는 루틸상을 지니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제조된 TiO2에 대해 X선 회절분석 결과와 

Scherrer’s equation을 이용하여 계산된 입자크기는 약 8.6 nm이었으

며, 반면에 시판되는 아나타제 및 루틸상의 TiO2 입자의 크기는 각각 

52.3 및 60.0 nm로 계산되었다. 

Figure 2에는 TiCl4 출발물질과 수열합성법을 이용하여 제조된 TiO2

의 전자현미경 측정결과를 나타내었다. 앞서 나타낸 바와 같이 본 연

구에서 TiCl4 출발물질과 수열합성법을 이용하여 제조된 TiO2에 대해 

X선 회절분석 결과와 Scherrer’s equation을 이용하여 얻어진 입자크

기를 보면 나노 크기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Figure 2에 

나타낸 실제 전자현미경 측정결과를 보면 입자들간의 응집이 심하게 

발생한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첨가제를 사용하지 않고 

TiCl4와 수열합성법을 이용하여 TiO2를 제조할 경우 막대상의 TiO2 

일차입자가 얻어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15,16], 이는 본 연구에

서의 결과와도 일치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Figure 2(a)에서 볼 수 있

듯이 최종 TiO2 입자들은 나노 크기를 지닌 막대상의 TiO2 일차입자

들의 응집되어 수십 nm에서 수 µm에 이르는 큰 입자들을 이루고 있

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TiO2 나노 입자들을 제조하더라도 그 활

용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일차입자들의 응집을 보다 억제할 수 있

는 제조방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Figure 3에는 각각 농도가 다른 1-부탄올 수용액, 즉 1-부탄올/물의 

부피 비를 다르게 한 여러 종류의 반응용매들을 이용하여 제조된 

TiO2 입자들의 X선 회절분석 결과를 나타내었다. 1-부탄올과 물의 혼

합용매들을 이용하여 제조된 TiO2는 대부분 루틸상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순수한 1-부탄올 용매만을 사용하는 경우에 얻어진 입자 

(Figure 3(a))들은 그 결정성이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와 같은 결과는 TiCl4 출발물질과 순수한 알코올 용매를 이용한 sol-

vothermal 법으로 TiO2 나노 입자를 제조한 Wang 등의 연구결과[15]

와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이들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1-부탄올 단일용매만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결정성이 높은 

루틸상의 TiO2 나노 입자를 얻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 

차이는 반응조건 그 중에서도 특히 반응시간의 상이함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Wang 등의 연구에서는 24 h의 상대적으로 긴 반응시간

을 적용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2 h의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반응을 

진행시켰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본 연구에서도 반응용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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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SEM images of TiO2 samples prepared using the mixed solvents with different volume ratios of 1-butanol to water (a) 100 : 0, (b) 

75 : 25, (c) 50 : 50, (d) 25 : 75, and (e) 0 : 100.

Figure 5. TEM image of TiO2 samples prepared using the n-butanol 

solutions with 1-butanol/water volume ratio of 75/25. 

물과 알코올을 혼합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2 h의 짧은 반응시간에 의

해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결정성을 갖는 루틸상의 TiO2 입자가 얻어짐

을 알 수 있다(Figure 3(b)∼(d)). 따라서 TiCl4 출발물질과 알코올 용

매를 이용한 solvothermal법으로 TiO2 나노 입자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반응시간의 단축을 위해 순수한 알코올보다는 물과 알코올 혼합용매

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X선 회절분석 결

과와 Scherrer’s equation을 이용하여 얻어진 TiO2 입자의 크기를 보면, 

1-부탄올/물의 부피 비 75/25, 50/50, 25/75 각각의 용매 사용에 의해 

21, 18, 17 nm 크기의 TiO2 나노입자가 얻어짐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알코올에 대한 TiCl4의 용해는 발열반응이며, HCl과 

chloro-alkoxides TiCl4‐x(OR)x를 생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7,18]. 

이 때 HCl의 알코올에 대한 용해도는 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아 

생성된 일부 HCl만 알코올에 용해되고 나머지는 기체로 방출되지만, 

HCl이 일부 용해된 알코올 용액도 산성을 띠게 된다[19]. 따라서 순수

한 알코올을 반응용매로 사용한 경우와 물과 알코올의 혼합 용매를 

사용한 경우를 비교해 보면, 순수한 알코올을 반응용매로 사용한 경우

에 있어서 전체 용액의 산성도와 Cl
-
 이온 농도가 상대적으로 낮음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TiCl4 출발물질을 이용한 TiO2 제조에 있어서, 

높은 산성도 및 높은 Cl
-
 이온 농도가 루틸상의 TiO2 입자 결정 생성

에 유리한 것으로 보고되었다[15]. 이와 같은 사실들로부터 본 연구에

서도 순수한 1-부탄올만을 반응용매로 사용한 경우가 산성도 및 Cl
-
 

이온 농도가 낮아 결정성이 매우 낮은 입자들이 생성된 것으로 판단

된다. 

Figure 4에는 1-부탄올/물의 부피 비를 달리한 여러 종류의 반응용

매들을 이용하여 제조된 TiO2 입자들의 SEM 측정결과를 나타내었다. 

TiO2 입자 제조과정에서 사용한 용매 중의 1-부탄올/물의 비에 따라 

생성된 각각의 입자들의 응집상태가 다름을 알 수 있고, 이 중 1-부탄

올/물의 비가 75/25인 경우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응집을 나타냄을 

볼 수 있다(Figure 4(b)). 또한 75/25의 1-부탄올/물의 비를 지닌 용매

를 이용하여 얻어진 TiO2 입자들의 TEM 측정결과를 나타낸 Figure 5

에서 보면, 이들 입자들은 막대모양의 형상을 지니고 있고 비교적 분

산이 잘 이루어진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출발물질인 TiCl4가 알코올에 용해되는 

경우 chloro-alkoxide 화학종이 생성되며, 이 때 화학종에 생성된 al-

koxy 그룹이 화학종간의 steric hindrance를 유발하여 궁극적으로 이들

의 분산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5,20].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볼 때, TiCl4를 이용한 TiO2 제조과정에서 용매로 사용되는 물과 

알코올의 혼합 용매 중의 알코올 농도가 증가할수록 생성되는 chloro- 

alkoxide 화학종의 수가 증가하거나 혹은 이 화학종 내의 alkoxy 그룹

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므로 Figure 5에 나타낸 결과에서도 

보면 물과 알코올의 혼합 용매 중의 알코올 농도가 증가할수록 생성

되는 TiO2 입자들의 응집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혼합 용

매 중의 알코올 농도증가에 따른 TiO2 중간체 화학종들간의 steric 

hindrance 상승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15]. 반면 순수한 알코

올만을 용매로 사용한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충분하게 

TiO2 입자들의 결정생성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한 최종 생성입자들 

사이에서도 응집이 크게 발생한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순수한 

알코올 용매를 사용한 경우에 있어서, 생성 입자들의 응집에 대한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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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XRD patterns of TiO2 powders prepared using the mixed 

solvents of different alcohol and water (alcohol/water = 75/25) (a) 

methanol, (b) ethanol, (c) isopropanol, and (d) 1-butanol.

매의 역할 규명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체계적인 연구가 계속적으로 수

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TiCl4를 출발물질 그리고 물 또는 알

코올을 용매로 하고 수열합성법 또는 solvothermal 법을 이용하여 나노 

크기의 TiO2 입자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물과 알코올 혼합 용액을 사

용하는 것이 분산도가 높은 TiO2 나노 입자를 제조하는 데 유리하며, 

특히 본 실험조건 하에서는 75/25의 1-부탄올/물의 비를 지닌 용매가 

가장 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3.2. 물/알코올 혼합용매 중 알코올의 종류가 TiO2 입자의 결정상에 

미치는 영향

TiCl4를 출발물질로 하고 수열합성법 또는 solvothermal법을 이용하

여 TiO2를 제조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반응조건의 작은 변화에 의해

서도 최종적으로 생성되는 TiO2의 결정상이 크게 변화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TiCl4 출발물질과 수열합성법을 이용하여 TiO2를 제조한 

Zheng 등의 연구결과[14]에 의하면, 반응물질의 초기농도, 반응시간 

그리고 반응온도에 따라 최종 생성물인 TiO2 내의 루틸상과 아나타제

상의 상대적인 비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 또한 이

들과 유사하지만 반응에 여러 가지 카르복시산 첨가제를 이용한 연구

[16]에 있어서도 그 결과를 보면, 첨가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루틸상의 TiO2가 얻어지지만 소량의 카르복시산 첨가제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산의 종류에 따라 루틸상 혹은 아나타제상의 TiO2가 각

각 달리 생성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TiCl4 출발물질과 C3∼C8

의 순수한 알코올 반응 용매를 이용하여 solvothermal 법으로 TiO2를 

제조한 Wang 등의 연구결과[15]에서도 보면 알코올의 종류 즉 알코

올 분자 크기에 따라 최종 생성물인 TiO2의 결정상이 루틸 혹은 아나

타제상으로 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ure 6에는 알코올/물의 비를 75/25로 고정시킨 혼합 용매에 있어서 

알코올의 종류를 달리하여 본 연구에서 제조된 TiO2 입자들의 X선 

회절분석 결과를 나타내었다. 전반적으로 X선 회절분석 결과에서 

피크 폭이 넓은 것으로부터 얻어진 TiO2 입자들의 크기가 매우 작은 

것을 유추할 수 있다. 그리고 75/25 비를 지닌 알코올/물의 혼합용매

에 있어서 알코올의 종류에 따라 생성되는 TiO2 입자들의 결정상이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즉, 즉 메탄올, 에탄올 및 이소프로필 알코올의 

혼합용액을 사용한 경우에는 아나타제상의 TiO2 입자가 얻어진 반면, 

1-부탄올 혼합용액을 사용하면 루틸상의 TiO2 입자가 생성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유사한 결과는 앞서 언급한 Wang 등의 연구결과[15]

에서도 관찰되었으며, 이들의 연구결과에서도 알코올 분자 내의 카본 

수에 있어서 C4를 경계로 생성되는 TiO2 입자들의 결정상이 아나타제

상으로부터 루틸상으로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경향은 TiCl4가 알코올에 용해되면 HCl이 생성되며 알코올의 분자

크기 증가에 따라 생성된 HCl이 더 많이 용액 내에 존재할 수 있고, 

따라서 분자크기가 큰 알코올일수록 용해된 HCl의 농도가 높아 루틸

상의 TiO2 입자들의 생성되는 반면, 분자크기가 작은 알코올은 HCl의 

농도가 낮아 아나타제상의 입자들이 생성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15]. 본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현상에 의해 Figure 6과 같은 결과가 

얻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즉, 반응 용매가 순수한 알코올은 아니지만, 

혼합용매 중의 알코올 농도가 높아 순수한 알코올을 사용한 경우와 

유사한 결과가 얻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결과들로부터 출발물질로는 TiCl4를 그리고 반응용매로 알

코올과 물의 혼합용액을 이용한 solvothermal 법을 통하여 나노 크기

의 TiO2를 제조하는 데 있어서는, 단순히 혼합용액 중의 알코올/물의 

비 또는 알코올의 종류를 변화시킴으로써 생성되는 TiO2 입자들의 분

산성 향상 및 결정상 조절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3. 결    론

TiCl4를 출발물질로 그리고 알코올과 물의 혼합용액을 반응용매로 

이용한 solvothermal 법을 통하여 나노 크기의 TiO2를 제조하였다. 이 

때 생성되는 TiO2 입자들의 응집상태는 반응용액 중의 알코올/물의 

부피 비에 따라 크게 변화하였으며, 따라서 분산성이 높은 나노 크기

의 TiO2가 생성되기 위해서는 solvothermal 과정에서 물과 알코올의 

상호작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성되는 TiO2 입자들의 결정상

이 알코올/물의 혼합용매에 있어서 알코올의 종류에 따라 생성되는 

차이가 났으며, 이 때 메탄올, 에탄올 및 이소프로필 알코올의 혼합용

액을 사용한 경우에는 아나타제상의 TiO2 입자가 얻어진 반면, 1-부탄

올 혼합용액을 사용하면 루틸상의 TiO2 입자가 생성되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TiCl4와 알코올과 물의 혼합용액을 이용한 solvothermal 

법을 통하여 나노 크기의 TiO2를 제조하는 데 있어서는, 단순히 혼합

용액의 조성 또는 알코올의 종류를 변화시킴으로써 생성되는 TiO2 입

자들의 분산성 향상 및 결정상 조절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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