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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generation of TiO2 nanoparticles by a thermal decomposition of titanium tetraisopropoxide (TTIP) was 

carried out experimentally using a tubular electric furnace at various synthesis temperatures (700, 900, 1100 and 

1300℃) and precursor heating temperatures (80, 95 and 110℃).  Effects of degree of crystallinity, surface area and 

anatase mass fraction of those TiO2 nanoparticles on photocatalytic properties such as decomposition of methylene 

blue was investigated. Results show that the primary particle diameter obtained from thermal decomposition of 

TTIP was considerably smaller than the commercial photocatalyst (Degussa, P25). Also, those specific surface 

areas were more than 134.4 m
2
/g. Resultant TiO2 nanoparticles showed improved photocatalytic activity compared 

with Deggusa P25. This is contributed to the higher degree of crystallinity, surface area and anatase mass fraction 

of TiO2 nanoparticles compared with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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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광촉매는 광을 에너지로 이용하여 광화학 반응을 

촉진시키는 물질을 통칭하며(Nishide 등, 2000), 그 중 

대표적인 TiO2 입자는 높은 광촉매 활성을 지니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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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뿐만 아니라 탁월한 안정성을 가지고 있어 물을 오

염시키는 유독성 유기물과 무기물 제거에 사용되는 

촉매이다(Nagaveni 등,  2004).

TiO2 입자는 아나타제(anatase), 루타일(rutile), 비

정질(amorphous)의 3가지 결정상으로 분류되는데, 이 

중에서 주로 아나타제와 루타일 결정상이 상업적으로 

사용된다.

아나타제와 루타일은 같은 정방정계(tetragonal) 구

조를 가지고 있지만, 아나타제가 루타일에 비해 광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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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의해 분리된 전자와 정공이 쉽게 재결합 되지 않

아서 광촉매 활성이 우수하며, 화학적․생물학적으로 

안정하기 때문에 아나타제 입자가 환경오염물질의 분

해에 주로 사용된다(Sivalingam 등, 2003).

TiO2 입자의 합성법으로는 졸-겔법(Gratzel, 2001), 

화염법(Choi와 Lee, 2008) 및 기상합성법(Nakaso 등, 

2001; Nakaso 등, 2003; Jang과 Jeong, 1995; Kim 등, 

1999) 등과 같은 많은 제조방법들이 보고되었으며, 이

중에서도 전기로를 이용한 기상합성법은 반응 온도 

및 반응 가스의 유량 등 합성조건 조절로, 입자크기 및 

특성의 제어가 가능하므로, 다른 합성법에 비해 크기

가 작고 구형에 가까운 단분산도(monodispersity)의 

촉매 특성이 좋은 입자를 합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

다(Jung 등, 2001).

TiO2 입자의 기상합성 전구물질로는 Titanium 

Tetrachloride(TiCl4)와 Titanium Tetraisopropoxide 

(Ti[OCH(CH3)2]4, TTIP)가 사용되며(Nakaso 등, 2001; 

Nakaso 등, 2003), 이중 기상합성법에 의한 TTIP의 열

분해 화학 반응식은 다음과 같다.

Ti[OCH(CH3)2]4+18O2→TiO2+14H2O+12CO2  (1)

미립화된 TTIP 용액이 기화되어 전기로 내부에서 

기체 상태의 산소와 반응하여 생성된 TiO2 모노머가 

응축과 증발과정을 거쳐 분자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서로 응결되며, 응집체로 성장하여, 최종적으로 소결

과 응집 과정을 거쳐 TiO2 나노입자가 생성된다

(Nakaso 등, 2001).

Nakaso 등(2003)은 전기로의 합성온도가 600-1000℃ 

에서 생성되는 TiO2 입자는 주로 아나타제 구조를 가

지지만, 700℃ 이상에서는 입자의 크기와 결정구조가 

달라지기 시작한다고 보고하였다.

Okuyama 등(1989)은 TTIP의 열분해 온도, 공급 

농도, 반응기내 체류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입자의 크

기가 증가하며, 입자 합성온도를 높이면 운동에너지

가 증가하여 응집 반응이 향상되고 입자크기가 증가

한다고 보고하였다.

합성된 TiO2 입자의 광촉매 활성 평가에는 주로 메

틸렌블루(C16H18CIN3S, Methyleneblue) 분해방법이 

사용되며, 메틸렌블루의 농도, 광촉매 투입량, UV 조

사 파장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야 하며(Jung 등, 2001),
 

Jang 등(2001)은 메틸렌 블루 용액에 TiO2 입자를 첨

가하여 분해율을 측정한 결과 평균 입자의 크기가 작

고, 아나타제의 비율이 높을수록 분해율이 향상된다

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

이상의 기존연구들은(Choi와 Lee, 2008; Nakaso 

등, 2003; Okuyama 등, 1989) 합성온도와 유량의 변

화를 통하여 생성되는 입자의 특성에 대하여 보고하

였고, 본 연구에서는 기상합성법의 다양한 합성조건 

중에서 전기로를 이용하여 합성온도 및 전구체의 증

발온도를 변화시켜 생성하였다.

전기로를 열원으로 하여 TTIP를 열분해하여 기상

합성법으로 TiO2 입자를 합성하여, XRD (X-Ray 

Diffraction), TEM(Transmitting Electron Micro- 

scope), BET (Brunauer-Emmett-Teller) 분석을 통하

여 생성된 입자의 특성을 분석하였고, 메틸렌 블루 분

해 실험으로 광촉매 특성을 평가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Fig. 1은 기상합성 TiO2 나노입자를 합성하기 위한 

실험장치의 개략도로서, 전기로, TTIP 용액을 증발시

키는 중탕기, 유량제어기, 온도 조절기, 입자 포집기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TiO2의 전구물질로는 TTIP를 이송 가스로 아르곤

(Ar), 희석가스로는 공기(air)를 사용하였으며 유량제

어기로 유량을 조절하였다.

Alumina tube

Oil bath

Bubbler

Temperature controller

Electric furnace

Cooling 

water

Particle collection device

Air

(MFC)

Ar

(MFC)

Fig. 1. Schematic diagram of the experiment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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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탕기에서 전기로 입구까지의 연결관 외부에 가

열밴드를 감아 관내에서의 수증기 응축을 방지하였

고, 전기로 내부의 반응관에서 생성되는 입자들을 수

냉동 열영동 포집기에 포집하였다.

합성된 TiO2 입자의 결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XRD 

분석을 수행하였고, BET로 입자의 비표면적(specific 

surface area, SSA)을 이용하여 입자의 크기를 계산하

였다. 또한 TEM으로 입자의 형태, 구조 및 정성적인 

입자의 크기를 분석하였고, 각각을 상용 촉매인 Degussa

의 P25와 비교하여 평가하였다.

기상합성법으로 TiO2 입자를 생성하는 합성조건으

로는 전구체 가열온도(80, 95, 110℃), 합성온도(700, 

900, 1100, 1300℃)를 변경하였으며, 모든 실험에서 

아르곤 가스의 유량은 0.042 m
3
/h, 공기의 유량은 

0.42 m
3
/h로

 
고정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입자의 합성조건 표기를 “(전구체 가

열온도)TiO2(합성온도)”로 표기하였으며, 예를 들면, 

전구체 가열온도 95℃, 합성온도 900℃는 “95TiO2900”

으로 표기하였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XRD 분석 결과 중 아나타제와 

루타일의 제 1피크 값을 이용하여, 아래 식 (2)로 나타

낸 Spurr 와 Myers(1957) 식을 사용하여 전체 입자에

서 아나타제 결정상의 무게분율(fA)을 산정하였다.

fA  = 1

1+1.26
I R
I A

              (2)

여기서, IR과 IA는 루타일과 아나타제의 제 1피크의 

면적이다.

입자의 비표면적은 질소 흡착법을 이용하여 BET 

분석에 의해서 측정하였으며, 입자가 구형이라고 가

정하여, 비표면적으로부터 입자의 평균 크기(dBET)를 

다음 식을 사용하여 계산하였다(German, 1994).

dBET (nm) =  6
SSA∙ρ

×10 3         (3)

여기서, ρ는 입자의 밀도(anatase : 3.895 g/cm
3
, 

rutile : 4.274 g/cm
3
), SSA는 입자의 비표면적(m

2
/g)

이며, 6은 입자가 구형이라고 가정했을 때의 형상계수 

값이다.

합성된 TiO2 나노입자의 광촉매 특성 평가는 메틸

렌블루 시약을 2.0×10
6 ㎍/m

3
의 농도로 증류수에 용해

시킨 메틸렌블루 수용액에, 본 연구에서 합성한 기상 

합성 TiO2와 상용 P25를 1.6×10
8
 ㎍/m

3
의 농도로 각

각 첨가하여 광촉매 특성을 비교 평가하였으며, 메틸

렌블루의 분해율(α)은 아래 식 (4)로 정의하였다.

α = 1- C
C 0

               (4)

여기서, C는 메틸렌블루의 광분해후 측정된 농도, 

C0는 메틸렌블루의 초기 농도를 나타내며, α값이 높

을수록 광촉매 효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3. 결과 및 고찰

3.1. TiO2 나노입자의 특성

Fig. 2는 전구체 가열온도 및 합성온도에서 생성된 

TiO2 나노입자의 XRD 분석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가

로축은 측정 각도 범위(2 Theta), 세로축은 측정된 입

자의 강도를 각각 나타낸다. 아나타제([A])와 루타일

([R]) 결정상의 제 1 피크가 각각 가로축의 값이 25.3°

와 27.5°에서 나타나며, 각 피크의 폭과 높이는 입자

의 크기와 결정성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피크

의 높이가 낮고, 폭이 넓을수록, 입자의 크기는 작고 

결정성은 나빠진다고 알려져 있다(Okada 등, 2001).

XRD 분석 결과 전구체 가열온도가 증가된 조건에

서 생성된 TiO2 입자들은 같은 합성온도에서 생성된 

입자들보다 피크의 높이가 증가되고, 폭이 좁아지는

데 이는 입자의 결정성의 향상을 알 수 있으며, 합성온

도의 증가는 아나타제 결정상에서 루타일 결정상으로

의 상변환을 발생시킨다.

Fig. 2(a)에서 합성온도가 높을수록 XRD 피크의 

폭이 좁아지고, 피크의 높이가 증가하는데, 이는 합성

온도 증가로 입자의 결정성은 향상되고, 입자크기는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기상합성 TiO2 입자는 P25

보다 피크의 폭이 넓고, 높이가 낮았는데, 이는 기상으

로 합성된 TiO2 나노입자의 결정성이 P25보다 낮음을 

나타낸다.

또한, 1100℃까지의 합성온도에서는 입자의 결정

상은 아나타제만 존재하지만, 1300℃에서 합성된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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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TiO2 nanoparticles 

with different precursor heating temperature at 

80℃, (b) 95℃ and (c) 110℃. The symbols [A] 

and [R] indicate anatase and rutile, respectively.

자는 루타일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Fig. 2 (b)와 (c)는 각각 전구체 용액 가열온도 95℃, 

110℃에서 합성된  TiO2의 XRD 분석결과이다. 합성

온도가 높아지면 결정성은 향상되지만, 입자크기도 

커져서 Fig. 2(a)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는 반면, 합

성온도가 동일한 조건에서도 전구체 가열온도가 증가

Sample label SSA(m
2
/g) dBET(nm) fA(%)

80TiO2700 159.93 9.6 91

80TiO2900 148.80 10.3 96

80TiO21100 128.81 11.9 96

80TiO21300 89.16 17.0 82

95TiO2700 141.85 10.8 95

95TiO2900 134.35 11.4 96

95TiO21100 109.82 13.9 89

95TiO21300 54.90 27.4 76

110TiO2700 113.24 13.5 93

110TiO2900 104.92 14.6 92

110TiO21100 88.50 17.2 85

110TiO21300 31.07 47.5 55

P25 TiO2 44.45 34.1 82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as-synthesized powders

할수록 피크의 폭이 좁아지고, 높이가 증가하는 결과

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전구체 가열온도가 상승하

면, 입자의 결정성은 향상되는 반면 입자의 크기는 커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합성온도 1100℃, 1300℃ 조건에서는 전구체 

용액 가열온도가 증가하면 루타일 결정상 또한 증가

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데, 이는 생성되는 입자의 

양이 증가하기 때문에 고온에서 입자가 소결되어 루

타일 결정상으로의 변환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

며, Table 1에서 아나타제의 비율이 감소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Table 1은 XRD와 BET 분석방법으로 측정된 결과

를 정리한 표이다. 이 표에서는 식 (2)로 XRD의 측정 

결과로 계산된 아나타제 무게분율(fA)와 BET 분석에

서 측정된 비표면적(SSA)을 이용하여 식 (3)으로 변

환된 입자의 크기를 정리하였다.

아나타제 무게분율은 80TiO2700은 91%, 80TiO2 

1100은 96%로 계산되며, 이는 P25의 82%에 비해 높

은 아나타제 무게분율을 나타내지만, 기상합성 TiO2

의 XRD 피크는 P25에 비해 폭이 넓고, 강도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입자의 결정성이 낮음을 

보여준다.

또한, 합성온도가 900℃까지는 전구체의 가열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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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화와 상관없이 80TiO2900은 96%, 95TiO2900은 

96% 그리고 110TiO2900는 92%로 루타일이 거의 존

재하지 않았으며, P25보다 아나타제 무게분율이 높았

다.

95TiO2900는 80TiO2900와 같은 아나타제 무게분

율을 나타내지만, 입자의 결정성 측면에서 보면 Fig. 2

에서 합성온도가 증가할수록 높은 결정성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110TiO2900는 루타일 결정상의 

증가로 인하여 아나타제 무게분율이 92%로 감소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전구체 가열온도와 입자의 합성온도의 증가는 입

자의 생성양이 증가하면서 루타일 결정상도 증가하

여, 110TiO21300은 아나타제 무게분율이 P25보다 낮

은 55%로 계산되었다..

XRD 분석결과 일차적으로 가열온도의 증가는 기

화되는 용액의 양을 증가시키게 되고, 이는 반응 할 수 

있는 입자의 양이 증가하여, 입자의 강도는 증가시키

지만, 합성반응의 결과 고온에서 안정적인 루타일 결

정상이 증가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합성온도의 증가

는 강도의 증가를 가져오지만, 고온에서는 루타일 결

정상의 증가로 아나타제 무게분율은 감소하게 된다.

Fig. 3은 전구체 가열온도와 합성온도에 따른 BET

에서 측정된 비표면적을 나타낸 그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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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pecific surface area of TiO2 nanoparticle

synthesized with thermal decomposition process 

as a function of a synthesis temperatured and 

heating temperatures.

BET에서 측정된 입자의 비표면적은 80TiO2700에

서 159.93 m
2
/g로 가장 크게 측정되었으며, 110TiO2 

1300에서 31.07 m
2
/g로 가장 작게 측정 되었다. 기상

합성으로 생성된 TiO2 입자는 상용촉매인 P25에 비하

여 110TiO21300의 조건을 제외한 모든 조건에서 높

은 비표면적을 가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전구체 가열온도가 증가되면 합성되는 입자

의 양이 증가하여 입자간의 응집과 응결 반응이 증가

되어 비표면적이 감소되는 반면, 합성온도의 증가는 

생성된 입자간의 소결로 인해 비표면적이 감소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80TiO21300에서 비표면적이 89.16 m
2
/g로 합성온

도가 증가하면서 감소되지만, P25의 비표면적 보다는 

모든 조건에서 비표면적이 크고, 이는 생성된 입자의 

크기가 P25보다 작다는 의미이다.

Fig. 4는 합성온도가 900℃에서 전구체 가열온도에 

따른 TEM 이미지의 결과이며, 80TiO2900(Fig. 4(a)), 

95TiO2900(Fig. 4(b)), 110TiO2900(Fig. 4(c))와 P25 

(Fig. 4(d))를 비교하여 나타내고, 이미지 왼쪽 상단의 

눈금은 30 nm를 나타내고 있다.

기상합성으로 생성된 입자인 Fig. 4(a) - Fig. 4(c)

는 기본 입자간 크기 변동이 거의 없고, 형상이 구형

에 가까운 입자를 보여주며, 기본입자의 크기가 정성

적으로 약 10 nm 정도의 수준인 반면, 상용 촉매인

Fig. 4. TEM images of (a) 80TiO2900, (b) 95TiO2900, 

(c) 110TiO2900 and (d) P25Ti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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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EM images of (a) 95TiO2700, (b) 95TiO2900, 

(c) 95TiO21100 and (d) 95TiO21300.

  

P25(Fig. 4(d))는 입자의 형태에서 모서리 부분에서 

각진 부분이 보이고, 기본 입자의 크기가 약 30 nm 정

도의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입자크기의 결과는 Table 1에서 BET 결과

로 계산된 결과와 잘 부합하며, 이는 Okada 등(2001)

의 연구에서 언급한 TTIP 전구체 가열온도 증가에 따

른 증기압의 증가로 투입되는 농도가 증가하며 초기 

생성되는 핵의 양이 증가하여 배출되는 입자크기가 

증가된다는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Fig. 5는 전구체 가열온도 95℃에서 합성온도의 변

화에 따른 TEM 이미지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95TiO2700(Fig. 5(a)), 95TiO2900(Fig. 5(b))는 입자

들이 구형의 입자를 보여주고 있지만, 합성온도가 높

은 95TiO21100(Fig. 5(c))와 95TiO21300(Fig. 5(d))는 

입자 간의 응집과 응결의 증가로 입자의 형상이 구형

에서 모서리가 각진 입자로 변화 하였고, 이러한 변화

는 BET에서 계산된 입자크기(Table 1)의 변화와 일치

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Fig. 5에서 합성온도의 증가로 생성되는 입자의 크

기가 증가하였으며, TEM 분석으로 전구체 가열온도

의 증가는 증발되는 TTIP의 증기압이 증가되어 반응

기에 투입되는 농도의 증가로 입자크기가 증가되며, 

합성온도의 증가는 입자간의 응집이나 응결을 증가시

켜 입자의 크기가 증가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6. Changes in methylene blue concentration as a 

function of time for TiO2 nanoparticles prepared 

with different precursor heating temperature : 

(a) 80℃ (b) 95℃ and (c) 110℃.

3.2. TiO2 나노입자의 광촉매 특성

Fig. 6은 메틸렌블루 분해율 측정실험 결과로서 가

로축은 실험진행 시간을 나타내며, 세로축은 메틸렌 

블루의 농도 변화로 식 (4)에 의하여 측정하며, Fig.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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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기상합성 TiO2 나노입자와 P25 모두 시간이 경

과 되면서 메틸렌블루 용액의 분해가 이루어지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으며, 95TiO2900에서 0.83로 가장 좋

은 분해율을 보였으며, 합성온도가 900℃, 1100℃에

서는 전구체 가열온도와 상관없이 P25보다 좋은 분해

율을 나타내고 있다.

Fig. 6 (a)는 전구체 가열온도 80℃에서 서로 다른 

합성온도(700-1300℃) 조건에서 생성된 TiO2 나노입

자의 메틸렌블루 수용액의 분해율을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며, 합성온도가 900, 1100℃ 에서 합성된 입자의 

경우 메틸렌블루 수용액의 분해율은 120분 후 각각 

0.80와 0.72로  P25 입자의 0.64보다 높은 분해율을 

나타내는데, 이는 기상합성 입자의 결정성은 낮지만, 

입자의 크기가 작고 아나타제 무게분율이 높아 광촉

매로서의 분해율을 높이는 원인으로 판단된다.

높은 온도에서 생성된 입자는 응집과 응결에 의한 

입자크기의 증가와 루타일 결정상의 증가로 인하여 

분해율이 낮아지는데, 이전 분석(Table 1 참조) 결과

와 서론에서 언급한 입자의 크기가 작고 아나타제 비

율이 높을수록 분해율이 높아진다는 결과
12)

와 잘 일

치하는 결과이다.

Fig. 6(b)와 Fig. 6(c)는 전구체 가열온도 95, 110℃

에서 합성된 TiO2 나노입자의 메틸렌블루 수용액의 

분해율을 나타낸 것으로, Fig. 6 (a)의 결과와 비슷하

게 나타났으며, 900, 1100℃에서 합성한 입자들이 

P25보다 분해율이 높았다.

합성온도가 900℃에서의 각각의 전구체 가열온도 

조건에서 분해율은 0.80 [80℃](Fig. 6 (a)),  0.83 [9

5℃](Fig. 6 (b)) 그리고 0.76 [110℃](Fig. 6 (c))이며, 

이는 전구체 가열온도의 증가로 인하여 입자의 평균 

입경이 증가하였고, 아나타제 무게분율은 감소하였으

나, 입자의 결정성은 증가하기 때문에 95℃의 조건에

서 가장 좋은 분해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된다.

전구체의 가열온도와 합성온도의 증가는 입자간의 

응집과 응결반응을 향상 시켜 입자크기가 증가하는

데, 이는 비표면적이 감소되어 광촉매 입자와 오염물

질이 반응할 수 있는 영역이 감소되어 메틸렌 블루의 

분해율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

본 연구에서 기상합성법으로 생성된 TiO2 나노입

자는 전구체 가열온도가 증가하게 되면 생성되는 입

자의 크기는 커지는 반면, 결정성은 향상되는 것을 확

인하였고, 합성온도의 증가는 아나타제 무게분율의 

감소와 소결에 의한 입자크기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하였다.

TiO2 나노입자의 광촉매 활성은 입자의 결정성, 크

기 그리고 아나타제 무게분율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

되는데, 본 연구의 실험조건 범위에서는 전구체 가열

온도 95℃, 합성온도 900℃의 조건에서 생성된 TiO2 

나노입자의 광촉매 성능이 가장 우수하였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TTIP를 전구체로 사용하여 전기로 

내에서 기상합성법으로 TiO2 나노입자를 합성하는 실

험을 수행하였다. 입자의 합성조건으로는 전구체 가

열온도, 합성온도 등을 변경하였으며, XRD, TEM, 

BET분석을 통해 생성된 입자의 결정상, 크기 및 형태

를 정성적․정량적으로 파악하였으며, 상용촉매인 

P25와 광촉매 반응특성을 비교, 평가하기 위해 메틸

렌블루 분해실험을 수행하였다.

700℃로 동일한 합성온도에서 전구체 가열온도가 

80℃에서 110℃로 증가하면서 기본 입자의 평균 직경

이 9.90 → 13.98 nm, 1300℃에서는 17.76 → 50.92 

nm로 증가되었으며, 이는 합성온도의 증가로 응결반

응과 소결반응이 촉진되어 생성된 입자의 크기가 커

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전구체의 가열온고가 95℃인 

TiO2에서 합성온도를 700 → 1300℃로 증가하면 입

자크기는 11.16 → 28.84 nm로 증가하고, 아나타제 

무게분율은 95% → 76%로 감소하여, 광촉매로서의 

성능이 저하된다.

입자의 광촉매 활성은 결정성, 크기 및 아나타제 무

게분율 등에 의해서 결정되며, 본 연구 결과 전구체 가

열온도 95℃, 합성온도 900℃는 기상합성 TiO2 나노

입자를 생성하기 위한 최적의 조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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