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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알칼라인 전해질은 산성 전해질 대비 높은 효율과 저비용의 촉매 

활성으로 에너지 연구 분야에서 각광받아왔다[1]. 예를 들어 수산화칼

륨(KOH)은 우수한 전도성을 갖는 전해질로 알칼라인 연료전지에 유

용하게 활용되고 있으나, 탄산염과 탄산수소염 생성, 전극 활성표면의 

손상 등의 여전히 도전적인 이슈들이 있다[2-4]. 유기 또는 무기 양이

온과 음이온으로 구성되어 상온에서 주로 액체로 존재하는 상온-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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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액체가 대체 전해질로 활용될 수 있으며[5-9], 우수한 전도도, 낮은 

점도, 높은 열적 및 화학적 안정성 그리고 낮은 가연성 등의 장점 또

한 갖고 있다[10,11]. 이온성 액체는 주로 양이온의 종류에 따라 종종 

이미다졸리움, 피리디니움, 암모늄, 포스포니움 계열로 분류되는데, 이 
중 이미다졸리움 계열은 산화환원반응 조건에서 우수한 안정성과 합

성의 용이함 그리고 낮은 점도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1,7,10,12,13].
본 논문에서는 음이온은 수산화기로 고정하고, 이미다졸리움 양이

온(예: 1-benzyl-3-butylimidazolium)을 이용하여 [BzBIM]OH 이온성 액

체를 합성하였다. 기존의 1-butyl-3-methylimidazolium hydroxide를 합

성하는 방법[14]을 변형하여 좀 더 높은 순도를 갖는 이온성 액체를 합

성하였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알킬할로겐과 알킬이미다졸을 반응하

여 할로겐족 음이온을 갖는 이온성 액체를 먼저 합성하고, 이를 상온

에서 KOH와 반응시켜 수산화기를 갖는 이미다졸계열의 이온성 액체

를 합성하였다. 합성한 이온성 액체의 이온전도도, 전위창 범위, 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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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논문에서는 수산화기를 음이온으로 이미다졸리움, 즉 1-benzyl-3-butylimidazolium [BzBIM]을 양이온으로 구성한 친
수성의 알칼라인 이온성 액체 전해질을 합성하였다. 합성한 이온성 액체의 전기화학적, 물리적 및 구조적 특성을 순환
전압전류법, 이온전도도, 점도, 열중량분석기, 시차 주사 열량 측정법, FT-IR과 1H-NMR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합성
된 이온성 액체는 0.1 M KCl 전해질과 유사한 높은 이온전도도와 낮은 점도를 나타내었으며, 또한 약 4.4 V 이상의 
전위창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상기 이온성 액체는 대체 전해질로 다양한 에너지 및 환경 응용분야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Abstract
A hydrophilic alkaline room temperature ionic liquid electrolyte (RT-IL) carrying hydroxide ion as an anion and 1-ben-
zyl-3-butylimidazolium as a cation was synthesized. Electrochemical, physical and structural properties of the synthesized 
RT-IL were characterized using cyclic voltammetry, ionic conductivity, viscosity, thermogravimetric analysis (TGA), differ-
ential scanning calorimetry (DSC), FT-IR, and 1H-NMR measurements. High ionic conductivity and low viscosity character-
istics comparable to 0.1 M KCl electrolyte solution were achieved for the RT-IL in addition to a wide electrochemical poten-
tial window of about 4.4 V.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RT-IL is promising for future applications as an alternative electro-
lyte to energy and environmental research fields.

Keywords: Alkaline ionic liquid electrolytes, Protic, 1-Benzyl-3-butylimidazolium hydroxide, Energy applications, Potential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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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me 1. Synthesis of 1-benzyl-3-butylimidazolium hydroxide 
([BzBIM]OH).

녹는점 등의 전해질 특성을 측정하였다. 이와 함께, 합성한 이온성 액

체의 구조는 FT-IR과 1H NMR을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2. 실    험

2.1. 재료 및 시약

Benzyl chloride (99%, Sigma-Aldrich), 1-butylimidazole (98%, Sig- 
ma-Aldrich), potassium hydroxide (Sigma-Aldrich), deuterium oxide 
(99.9%, Sigma-Aldrich), ethyl acetate (99.5%, DC Chemical Co. Ltd)
를 사용하였다. 이온성 액체 합성반응은 질소 기체로 포화된 글로브

박스 안에서 수행되었으며, 모든 수용액은 millipore-filtered 물을 이용

하여 제조하였다. 

2.2. 분석장비

전도도측정기(CPC-401)와 점도 측정기(SV-1A, 0.3~1000 mPa⋅s)
를 사용하여 합성한 이온성 액체의 이온전도도와 점도를 각각 측정하

였다. 전위창 측정은 PGSTAT30 (Ecochemie)의 전위차계(potentiostat)
을 사용하였으며, 실온에서 수행하였다. 이때 3전극 시스템으로 측정

하였으며, 작업 전극으로 유리상탄소전극(glassy carbon, GC) 또는 니

켈 망사 전극을, 보조전극으로는 탄소전극을, 기준전극으로 Ag/AgCl
을 사용하였다. 순환전압전류법(cyclic voltammetry, CV)을 이용하였

으며, 스캔 속도는 100 mVs-1이었다. 이온성 액체의 구조적 정보는 

FT-IR-4100 (JASCO)과 1H-NMR (Bruker 500 MHz) 분광기를 이용하

였고, 열적 특성은 시차 주사 열량 측정법(DSC Q2000 V24.4)과 열중

량 분석기(TGA Q500)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2.3. 이온성 액체 합성

[BzBIM]OH의 합성방법을 간략하게 Scheme 1에 나타내었으며, 이
는 기존에 보고된 1-butyl-3-methylimidazolium hydroxide 합성 방법을 

토대로 반응 조건을 변형하였다[14]. 먼저 [BzBIM]OH를 합성하기 위

해 1-butylimidazole을 benzyl chloride를 1 : 1.1 몰 비로 약 60 ℃에서 

천천히 혼합한 후 약 20 h 동안 계속해서 저어주면서 반응시켰다. 이
후 생성물인 1-benzyl-3-butylimidazolium chloride를 ethyl acetate로 씻

어줌으로써 반응하지 않고 남아있는 반응물을 제거하였으며, 또한 65 
℃로 온도를 고정한 진공오븐에서 약 4 h 정도 생성물을 건조함으로

써 과량의 용매를 증발시켜 제거하였다. 합성한 1-benzyl-3-butylimi-
dazolium chloride와 KOH를 1 : 1 몰 비율로 물에 혼합한 후 약 12 h 동안 

상온에서 격렬하게 저어주면서 반응하였다. 이때 얻어진 생성물은 필

터를 이용하여 거르고, ethyl acetate 용매로 씻어낸 후 90 ℃에서 약 

20 h 건조시킴으로써 노란색의 이온성 액체, [BzBIM]OH가 얻어졌다.

Figure 1. Representative (a) FT-IR and (b) 1H-NMR spectra of 
[BzBIM]OH

3. 결과 및 고찰

3.1. 이온성 액체의 구조 분석

FT-IR과 1H-NMR 분석법을 적용하여 합성한 이온성 액체의 구조적 

성분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ure 1(a)~(c)에 각각 나타내었다. 
FT-IR 분석에서 3388 cm-1에서 넓은 띠 모양의 피크의 존재를 통해 

[BzBIM]OH에 OH기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2962, 2870, 2932, 
1651, 1338, 1158, 1021, 914 cm-1에서 피크가 나타났으며, 이들 피크

는 순차적으로 BzBIM에 존재하는 이미다졸 링으로 인한 CH3 stretch, 
CH2 stretch, C=C stretch, C-N aromatic, C-H aromatic, C-N stretch와 

C-H bend가 각각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벤젠링의 특성인 

-C=C-와 C-H 방향족 밴드에 해당하는 피크가 1557과 712 cm-1에서 각

각 나타났다. 1H-NMR (ppm, DMSO-d6, 500 MHz) 분석을 통해 다음

과 같은 피크들이 얻어졌으며, 이는 합성한 이온성 액체에 해당하는 성

분으로 사료된다{[BzBIM]OH: δ 8.75 (s, 1H), 7.41 (s, 5H), 5.27 (s, 
2H), 4.08 (t, 2H), 1.82 (s, 2H), 1.72 (m, 2H), 1.20 (m 2H), 0.81 (t, 3H)}.

3.2. 열적 특성

합성한 이온성 액체의 열적 특성은 액체전해질 대체를 위해 필요한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이며, 본 실험에서 합성한 이온성 액체의 열적 

특성을 시차 주사 열량 측정법(DSC)과 열중량분석법(TGA)을 이용하

여 분석하였다. DSC는 이온성 액체의 녹는점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

하였으며, Figure 2(a)의 결과를 보면 [BzBIM]OH는 -16.07 ℃에서 과

냉각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측되며, 녹는점은 -7.15 ℃로 측정되었으

며, 합성된 이온성 액체의 녹는점 측정값은 기존의 문헌에 보고된 이

미다졸리움 양이온기반의 다른 이온성 액체들과 비교하여 볼 때 비슷

한 값을 나타내어 타당한 것으로 예측된다(Table 1). 예를 들어 1-bu-
tyl-3-methylimidazolium hexafluorophosphate ([BMIM]PF6), 1-butyl-3- 
methylimidazolium tetrafluoroborate ([BMIM]BF4), 1-butyl-3-methyl-
imdazolium trifluoromethanesulfonate ([BMIM]CF3SO3)의 보고된 녹는

점은 각각 -8, 11, 13 ℃이었다[9,15].
이와 함께 열적 안정성은 질소 조건에서 약 1 min당 10 ℃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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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a) DSC spectra and (b) TGA analysis graph of synthesized 
[BzBIM]OH.

는 방식으로 25 ℃에서 500 ℃까지 열중량분석법 이용하여 측정하였

으며, 온도에 따른 시료의 질량 손실 측정량을 Figure 2(b)에 나타내었

다. 175 ℃에서 76% 그리고 250 ℃에서 17% 정도 추가적인 손실이 

있었다. 결론적으로, 합성한 [BzBIM]OH는 190~220 ℃ 정도까지 안

정하며, 220 ℃ 이상에서 이온성 액체의 분해가 일어나는 것으로 보

인다. 상대적으로 이미다졸리움 계열의 양이온을 포함하지만 음이온

이 다른 종의 친유성 이온성 액체[(예: [BMIM]PF6 (402 ℃)[16]과 

[BMIM]BF4 (423 ℃)[17], Table 1)인 경우와 비교하였을 때 음이온으

로 OH를 포함하고 있어 친수성을 나타내는 본 연구에서의 이온성 액

체인 [BzBIM]OH는 200 ℃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덜 안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불순물인 물 또는 할로겐족 음이온의 충분한 제거

를 통해 좀 더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00 ℃ 정도에서의 

열적 안정성은 합성한 이온성 액체가 80 ℃ 정도에서 작동하는 알칼

라인 연료전지의 경우 대체 전해질로 활용될 가능성을 충분히 내포하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3. 전해질 특성 조사 

전해질의 중요한 요소로 이온전도도, 점도, 전위창 범위 등을 들 수 

있는데 합성한 이온성 액체의 이들 특성에 대해 조사하였다. 먼저 이

온전도도는 이온 또는 전하의 이동도를 나타내는데 이는 이온성 액체

의 양이온과 음이온의 크기에 주로 의존한다. 본 논문에서 합성한 

[BzBIM]OH는 이온전도도 값이 41.60 ± 1.40 mScm-1이었으며, 이는 

0.1 M KCl의 이온전도도(12.8 mScm-1)[18]에 견줄 수 있는 정도의 값

으로, 이는 충분히 전해질로 우수하게 활용 가능함을 암시한다. 또한 

유사한 이미다졸리움 양이온 계열의 친유성 이온성 액체와 비교할 때 

상당히 높은 이온 전도도를 나타내었으며, 아마도 음이온과 양이온 

모두 전극 표면으로의 쉽게 이동할 수 있다는 점에 의존한 것으로 사

료된다. 높은 이온전도도를 고려해볼 때 [BzBIM]OH의 점도는 낮을 

것으로 예측되며, 측정한 결과 1.72 ± 0.01mPa⋅s가 얻어졌다. 0.1 M 

Figure 3. Cyclic voltammograms for [BzBIM]OH using (i) glassy 
carbon and (ii) nickel mesh as a working electrode at a scan rate of 
100 mVㆍs-1. Inset shows an enlarged view of the potential window 
region for (i).

KCl (0.896 mPa⋅s)[19]과 유사한 점도 값을 갖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좋은 전해질로 활용 가능함을 시사한다. 다른 이미다졸리움 계열의 이

온성 액체(예: [BMIM]PF6 (312 mPa⋅s), [BMIM]BF4 (233 mPa⋅s), 
[BMIM] CF3SO3 (90 mPa⋅s)[20] 대비 점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마지막으로 합성한 이온성 액체의 전해질 특성 조사 항목 중 작업

전극 표면에서 산화환원반응이 일어나지 않을 때 전기화학적 안정성

을 제시할 수 있는 전위창 범위를 측정하였다. 작업전극으로 (i) 유리

상 탄소(glassy carbon, GC) 및 (ii) Ni 망사 전극을, 사용하여 순환전

압전류법으로 전위참의 범위를 측정하였다(Figure 3). Figure 3을 살펴

보면 [BzBIM]OH의 경우 (i) GC 전극을 사용하였을 때 4.7 V, 그리고 

(ii) Ni 망사 전극을 사용하였을 때 4.4 V의 전위창 값을 얻었다. 수용

성 액체 전해질 대비 상당히 넓은 전위창 범위를 얻었으며, 이미 보고

된 이미다졸계열의 다른 이온성 액체(예: [BMIM]PF6의 경우 4.15 V
와 [BMIM]BF4의 경우 4.10 V[17]와 거의 유사한 범위의 넓은 전위창

을 나타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수산화 음이온을 포함하는 이미다졸리움 계열의 이

온성 액체, [BzBIM]OH를 합성하였으며, 이들의 구조를 FT-IR과 
1H-NMR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합성한 이온성 액체의 전해질로의 

활용성을 살펴보기 위해 전기화학적 및 물리적 특성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BzBIM]OH는 알칼리 전해질로 주로 사용되고 있는 KOH에 비

교 가능한 정도의 우수한 이온전도도와, 낮은 점도를 나타내었으며, 기
존의 이미다졸리움 계열의 이온성 액체와 유사한 녹는점과 열적 안정

성을 보여주었다. 게다가, 전위창의 범위 역시 약 4.4 V 이상으로 얻

어진 점을 고려해 볼 때 본 논문에서 합성한 이온성 액체는 전기도금, 

Ionic liquids Melting points
(℃)

Conductivity 
(mScm-1)

Viscosity 
(mPaㆍs)

Thermal stability 
(℃)

Potential window (V)
Ref.

GCE Ni mesh electrode

[BzBIM]OH -7.15 41.6 ± 1.4 1.72 ± 0.01 220 4.7 4.4 This work

KCI 770 12.8 0.869 [14,15]

[BMIM]BF4 11 1.7 233 423 4.10 [6,11-13,16]

[BMIM]PF6 -8 1.4 312 402 4.15 [6,11,13,16]

[BMIM]CF3SO3 13 0.037 90 [6,11,16]

Table 1. Summary of Melting Point, Ionic Conductivity, Viscosity and Thermal Stability of [BzBIM]OH Alongside Other Reported Imidazolium 
based ILs and K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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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분해 및 알칼라인 연료전지, 커패시터, 배터리 등의 다양한 전기

화학 응용분야에 유용한 대체 액체 전해질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

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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