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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구체로서 알콕사이드[Tetraethyl orthosilicate (TEOS), Titanium (IV) isopropoxide (TiP)]를 사용하여 졸-겔 방법으로 전기

방사에 적합한 졸을 제조한 후, (1-x)SiO2-(x)TiO2계 복합 나노섬유를 제조하였다. 제조된 광활성 무기나노섬유의 표면 및 

구조적 특성은 X-선회절분석(XRD), 주사전자현미경(SEM), 투과전자현미경(TEM), 열중량분석 및 미분주사칼로리미터분

석 (TGA-DSC), 적외선분광분석((FT-IR)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1-x)SiO2-(x)TiO2계에서 TiO2 양이 증가하면 전기방사된 복

합섬유직경은 증가하였으며, 저온에서 안정한 아나타제 TiO2 결정에서 루타일로의 상전이는 1000 ℃에서의 열처리 후에

도 고루 분산되어 있는 SiO2로 인해 0.6SiO2-0.4TiO2계까지는 아나타제상으로 존재하였다. SiO2-TiO2계 복합체 나노섬유

의 광활성은 메틸렌블루 광분해 실험 및 UV-vis/DRS 분석을 통해 자외선 영역에서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1-x)SiO2-(x)TiO2 composite fibers with various compositions of TiO2 were prepared by electrospinning their sol-gel precursors 

of titanium (IV) iso-propoxide (TiP), and tetraethyl orthosilicate (TEOS). The surface morphology and structure of sintered 

composite fibers were characterized using X-ray diffraction (XRD),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TEM), simultaneous thermogravimetric analysis-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 (TGA-DSC) and Fourier transform 

infrared spectroscopy (FT-IR). As the content of TiO2 in (1-x)SiO2-(x)TiO2 system was increased the average diameter of 

composite fibers was proportionally increased. Also, the transformation of TiO2 from anatase to rutile form was inhibited by 

the highly dispersed TiO2 around SiO2 particles up to 0.6SiO2-0.4TiO2 composite fibers even after calcination at 1000 ℃. The 

photocatalytic activity of SiO2-TiO2 composite fibers was examined for the methylene blue (MB) decomposition which was 

confirmed using UV-vis/DRS spectra. The experiments demonstrated that the MB in aqueous solution was successfully 

photodegraded using SiO2-TiO2 composite nanofibers under UV-visible light ir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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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전기방사법이 소개된 이후 지금까지 많은 고분자소재들이 이 방

법을 통하여 초극세 나노섬유로 제조 되었다. 기존의 용액 및 용융

방사법과는 메카니즘과 시스템에서 많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다

른 합성섬유, 천연고분자 및 무기재료 등의 소재에 대한 연구도 진

행되고 있다. 또한 생분해 및 생체적합성 고분자의 전기방사를 통

한 나노섬유에 대한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무기재료를 이용한 나노섬유의 제조에 대한 연구가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다. 유기고분자와 무기재료를 혼합하여 제조하면 무

기재료의 특성인 고강도, 고내열성, 열안정성, 내화학성 등과 유기

재료의 특성인 가변성을 지니고 있어 형태제어 및 제조공정이 간

단함 등의 복합적인 특성을 보유한 하이브리드 재료를 생성할 수 

있다. 또한 이들 유기-무기 하이브리드 재료를 전기방사를 통해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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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세 나노섬유로 제조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높은 표면적 등 나노

소재의 특징까지 함유한 신소재를 얻을 수 있다[1-11]. 

유기-무기 하이브리드로 구성되어 있는 복합 재료는 고온으로 

열처리를 하게 되면 유기고분자는 분해되어 사라지고 무기 나노섬

유가 얻어지게 된다. 이 무기재료 나노섬유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는 섬유화 할 수 없는 무기재료를 섬유화 하였다는 점에서 많은 관

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평가단계 및 실험실 규모로 연

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상업화까지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해결책은 아직까지 제시되지 않

고 있는 실정이다.

전기방사를 이용한 나노단위의 지름을 가지는 초극세 섬유인 나

노섬유의 제조기술은 기존의 섬유의 방사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다

른 새로운 방사기술로 산업적인 응용 가능성이 큰 미래지향적 기

술로 최근 각광을 받고 있다. 전기방사 기술은 높은 전압을 고분자 

용액 혹은 용융물의 방사 도프(dope)와 포집판에 적용하면 섬유의 

직경이 나노미터 단위로 방사된 초극세 섬유가 포집판에 집속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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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Evolution of viscosity in the sol-gel solution of (1-x)SiO2-(x) 

TiO2 system as a function of ripening time and TiP contents: (a) x = 

0.1,  (b) x = 0.2, (c) x = 0.3, (d) x = 0.4, and (e) x = 0.5.

록 하여 웹을 형성시키는 방법이다. 전기방사는 단위 중량당 큰 비

표면적을 가지는 초극세 섬유의 제조가 가능하다는 장점뿐 아니라 

원칙적으로 용액 및 용융물을 형성하는 모든 고분자 소재에 적용

이 가능하기 때문에 방사되는 소재의 물리적⋅화학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12-17].

반도성 물질인 광촉매 TiO2를 이용한 관련 기술은 심각해져 가는 

환경 문제에 대하여 새로운 기술을 제시하고 있으며, 액상 오염 물

질은 물론 기상 및 고상 오염 물질의 처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매

우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와 같은 광산화 기술은 2차 

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태양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슬러리가 

발생하지 않으며, 그리고 대부분이 생물학적으로 난분해성 물질인 

유기 염소 화합물에 대한 광분해 효과가 높아서 기존의 환경 처리 

기술의 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유망한 방법으로 기대되고 있다. 광

산화 기술은 1980년대 관심을 보이다 비로소 1990년대 초부터 환

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21세기에 새로운 반응 광학 

분야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광촉매의 성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물질의 제조 및 그 응용 연구는 환경 기술, 에너지 기

술, 신 물질 개발의 영역에서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18-20].

본 연구는 단일 금속화합물이 아닌 2성분계인 SiO2-TiO2 복합체 

시스템으로 이루어진 광활성을 갖는 1차원 무기나노섬유상을 제

조하고 그 물성을 연구한다는 것에 있어 시작점이 될 것이다. 섬유

상으로 제조되기 어려운 무기화합물의 섬유상 형성, 특히 표면처

리에 의한 깨끗하며, 큰 활성을 갖는 나노범위에서의 섬유상 광촉

매 제조는 지금까지 단지 유기고분자 및 단순한 조성을 갖는 무기

화합물에서 벗어나 다양한 기능성 세라믹 복합체로 응용 범위를 

확장함으로서, 적용범위의 확대 및 복합계의 기능성 나노섬유상 

제조방법에 있어 적절한 해결방법이라 할 수 있다.

2. 실    험
 

SiO2-TiO2 복합체 무기 나노섬유를 제조하기 위한 실리카/티타니

아 졸 용액은 ACROS사 제품인 98% 이상의 순도를 갖는 테트라에

틸오르소실리케이트(Tetraethyl orthosilicate, TEOS), 티타늄이소프

로폭사이드(Titanium (IV) isopropoxide, TiP), 이소프로필알코올 (iso- 

Propylalcohol, i-PrOH)을 구입하여 그대로 사용하였다. 졸 용액을 

제조하기 위한 i-PrOH, TEOS, 물, HCl 및 TiP의 비율은 1.0 : (1-x) 

: 1.0 : 0.3 : x 이다. 먼저 실리카 졸 용액을 만들기 위해 i-PrOH에 

TEOS, 물 및 HCl를 (1-x) : 1.0 : 0.3의 비율로 제조한 후 TiP를 서서

히 서로 넣어주면서 격렬하게 교반하였다. 모든 반응물이 혼합된 

용액은 70 ℃에서 270 min 동안 숙성시킨 후 무기나노섬유를 제조

하기 적합한 졸 용액을 완성하였다.

졸-겔 용액의 합성 후 점도를 적합하게 조절한 후에 무기 나노섬

유를 제조하기 위해 상온에서 전기방사를 시행하였다. 주사기와 

주사바늘(Needle size = 0.81), 바닥전극(회전 속도를 조절할 수 있

는 스테인레스 강판의 드럼, d = 21.5 cm), 고전압 공급장치로 구성

되어 있는 전기방사 장치를 사용하였으며, 바늘의 끝과 드럼사이

의 거리는 12 cm로 하였고, 방사전압은 25 kV, 실린지 펌프의 방사

용액의 유량은 3 mL/h로 하였다. 

전기방사는 주변 물리적 방사환경에 의한 변수들이 나노섬유 생

성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며, 특히 무기재료섬유의 최적 제조 조건

은 졸-겔 용액의 농도 및 숙성, 전압, 침적거리 등이다. 소결 전의 

전기방사 된 나노섬유를 분석하여 표면화학성분과 미세구조 및 온

도에 따른 결정구조의 변화 등에 대하여 점도계(DV-II+Pro, 

Brookfield digital viscometer), TGA-DSC (TA Instruments), XRD 

(SCINTAG MODEL XDS 2000), SEM (Jeol), TEM (Jeol), FT-IR 

(Bruker, IFS-66/FRA106S) 등의 분석기기를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TiO2 결정상은 아나타제상과 루타일상을 분말 회절 표준치(Joint 

Committee Powder Diffraction Standards, JCPDS)와 비교하였다. 최

적화된 광활성 무기나노섬유의 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UV-visi-

ble/DRS (UV-2401 PC), Photocatalysis evaluation checker (PCC-2)를 

이용하여 메틸렌블루(Methylene Blue, MB) 분해 반응을 수행하였

다. MB분해반응은 제조된 무기 나노섬유 웹(web) 시료를 1 

mmol/L의 MB 수용액에 1 h 정도 충분히 화학흡착 시킨 후 건조하

여 PCC-2에 넣어 광활성 분해반응을 확인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1-x)SiO2-(x)TiO2 복합 섬유 제조에 있어 졸-겔 방법으로 제조된 

전기방사 용액의 숙성시간에 따른 점도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70 

℃의 숙성온도로 시간에 따라 일정한 양을 취한 후 밀봉하여 실온

까지 냉각시킨 후 점도의 변화를 Figure 1에 나타내었다. 모든 용액

에 있어 점도의 변화는 TiP의 양과 관계없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동

일한 경향을 나타냈다. 용액 내의 TiP 양의 증가에 따라 점도가 증

가하는 숙성시간이 같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솔-

젤 형성에 있어 TiP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젤화 시간이 늦어지는 것

으로 볼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반응물인 TEOS, TiP가 가수분해 

되고 축합 중합되어 엉킴을 일으킬 수 있는 분자의 크기로 충분히 

성장하여 점도가 급격히 증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전기방사에 

있어서 졸 용액의 농도는 그 섬유의 형태에 많은 영향을 준다. 용

액의 점도가 낮을 경우에는 작은 액상으로 분사되다가 점도가 높

아짐에 따라 비드가 포함 된 섬유를 형성하고 고분자 사슬들이 엉

킴을 일으킬 수 있는 점도가 되면 균일한 섬유를 얻을 수 있다. 

방사가 되어 얻어진 0.5SiO2-0.5TiO2 복합섬유의 열적 변화 거동

을 Figure 2에 나타냈다. 일반적으로 졸-겔법으로 합성한 순수한 

SiO2의 열분해 거동에서 온도의 증가에 따른 중량 감소는 미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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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GA-DSC curve of 0.5 SiO2-0.5 TiO2 composite nanofibers 

electrospun at room temperature.

Figure 3. XRD patterns of (1-x)SiO2-(x)TiO2 composite fibers calcined 

at 1000 ℃ with various compositions of TiO2: (a) x = 0.0, (b) x = 

0.1, (c) x = 0.2, (d) x = 0.3, (e) x = 0.4, and (f) x = 0.5.

Figure 4. SEM images of 0.5SiO2-0.5TiO2 composite fibers calcined at 

various temperatures: (a) 300, (b) 500, (c) 700, and (d) 1000 ℃.

Table 1. Comparison of Average Diameters of (1-x)SiO2-(x)TiO2

Composite Fibers Electrospun at Room Temperature and Calcined at 

1000 ℃ as a Function of TiO2 Contents

Sample Condition

Average Diameter in (1-x)SiO2-(x)TiO2 Composite 

Fiber (nm)

x = 0.1 x = 0.2 x = 0.3 x = 0.4 x = 0.5

as-spun  680 823 870 1565 2250

1000 ℃ 720 833 861 1584 2190

알콕시기에 의한 알콜과 축합반응에 의해 생성된 에탄올의 증발은 

200 ℃ 이하에서 대부분 일어나며 이러한 현상은 100 ℃ 부근에서 

관찰되는 흡열 반응에 의해 관찰되는 DSC 피크에서 확인되었다. 

순수한 TiO2의 결정상 전이는 약 600 ℃ 부근까지는 아나타제 결

정상을 보이다가 700 ℃ 이상에서 루타일 결정상으로 상전이가 일

어난다고 알려져 있다[21]. Figure 2에서 나타난 SiO2-TiO2 복합체 

무기 나노섬유의 TG-DSC 곡선은 순수 SiO2 및 TiO2의 결과와 다르

게 300 ℃까지 급격한 중량 감소를 보이며, 약 660 ℃에 존재하는 

피크는 아나타제 상으로 상전이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 이후

론 상전이 및 무게감소가 없는 열안정성을 보인다. 이와 같이 

SiO2-TiO2계 무기 나노섬유가 열적 안정한 상태를 보이는 이유는 

SiO2가 TiO2 입자 및 분자의 이동을 방해함으로써 고온에서 TiO2가 

응집하는 현상을 방지하여 입자크기의 증가 및 아나타제에서 루타

일로의 상전이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TiP 함량에 따라 제조된 SiO2-TiO2 무기 나노섬유를 1000 ℃에서 

소성 후 결정 구조 변화를 살펴보기 위한 XRD 결과를 Figure 3에 

나타냈다. 23° 부근에서 관찰되는 넓은 피크는 SiO2의 전형적인 비

결정성 크리스토발라이트를 나타낸다. TiO2 양이 제일 적은 

0.1TiO2 경우에 있어서는 1000 ℃에서 열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TiO2 결정상이 관찰되지 않았다. 이것은 SiO2와 혼합되어 있는 

TiO2가 5 nm 이하의 크기로 고루 분산되어 있어 XRD 상으로 관찰

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 0.4TiO2 함량을 가진 0.6SiO2-0.4TiO2 

계에서는 1000 ℃에서 열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온에서 안정한 

루타일상이 나타나지 않고 아나타제 결정상만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SiO2가 TiO2 입자 및 분자의 이동을 방해하고 열적

으로 안정한 상태로 유지하여 상전이 되는 것을 억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은 열분석 결과와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SEM을 이용한 형태학적 특성평가를 Figure 4에 나타내었다. 열

처리를 하기 전인 상온 전기방사한 경우와 300에서 1000 ℃ 범위 

내에서 각각 열처리를 한 후 모든 경우에서 나노섬유의 표면은 매

우 깨끗했으며 열처리 온도가 증가함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섬유직경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소성 후에도 섬유 형태가 

유지됨을 확인하였다.

전기방사 후 얻어지는 (1-x)SiO2-(x)TiO2 복합 섬유의 직경의 변화

에 대한 결과를 TiO2 함량에 대해 Table 1에 나타냈다. 젤 형성에 

있어 TiP 양의 증가는 엉킴을 일으킬 수 있는 점도 이상부터는 전

기방사된 섬유의 직경은 굵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0.1TiO2 경우 

복합 섬유의 직경은 680 nm에서 0.5TiO2 경우 2250 nm까지 증가하

였다. 상온에서 전기방사된 복합 섬유의 직경은 1000 ℃에서 소성 

후에도 실험 오차 범위 내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전기방사

된 형태의 굵기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직경은 대략 0.5에서 2 

µm 정도의 넓은 범위임을 알 수 있었으며, TiO2의 함유량이 많아

질수록 복합섬유의 직경이 두꺼워지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현상으로 봤을 때 SiO2의 중⋅축합반응으로 인한 방사성이 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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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Cross-sectional TEM image of the 0.5SiO2-0.5TiO2 composite 

fibers calcined at 1000 ℃.

Figure 6. FT-IR spectra (1-x)SiO2-(x)TiO2 composite fibers calcined at 

1000 ℃ with various compositions of TiO2: (a) x = 0.0, (b) x = 0.1, 

(c) x = 0.2, (d) x = 0.3, (e) x = 0.4, and (f) x = 0.5.

Figure 7. UV-vis/DR spectra of (1-x)SiO2-(x)TiO2 composite fibers 

calcined at 1000 ℃ with various compositions of TiO2: (a) x = 0.0, 

(b) x = 0.1, (c) x = 0.2, (d) x = 0.3, (e) x = 0.4, and (f) x = 0.5.

Figure 8. Photodegradation of MB solution in the presence of (1-x) 

SiO2-(x)TiO2 composite fibers calcined at 1000 ℃ with various com- 

positions of TiO2 under UV irradiation.

효과를 가지며 TiO2 양의 증가는 방사성을 오히려 방해한다고 할 

수 있겠다. 이것은 Ti이온이 Si이온 자리에 치환된 형태로서 티타

노실로산[22]이 합성된 후 열처리 과정을 통해 SiO2와 TiO2 입자가 

따로 존재하는 복합체 나노섬유가 됨을 확인 할 수 있다. 고분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순수 SiO2, SiO2-TiO2 졸 용액에서도 숙성시간

이 길어짐에 따라 무기 고분자의 분자량이 증가하고 점도가 증가

되어 어느 시점에서는 전기방사가 용이하게 되며, 숙성시간이 점

점 길어짐에 따라 섬유의 직경이 굵어지다가 더 이상 전기방사가 

되지 않고 겔화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점성은 무기 나노섬유의 형

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요인임을 알 수 있으며, 결국 방사가 

잘 되는 최적합 상태는 점도가 약 60∼100 cP의 범위임을 시행착

오에 의해 확인할 수 있었다. 

TiP의 농도가 50%로 제조 후 1000 ℃에서 소성한 0.5SiO2-0.5TiO2 

복합 섬유를 절단한 부분을 TEM으로 분석하여 Figure 5에 나타냈

다. 까만색으로 보이는 결정성 TiO2 입자의 분포는 표면에 더 많이 

관찰되었다. 이것은 열처리를 통한 TiO2 입자가 표면으로의 이동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같은 현상은 무기 나노섬유 표면에 TiO2 입

자의 분포를 증가시킴으로써 표면 활성화에 의한 높은 광활성를 유

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열처리 온도에 따른 SiO2, SiO2-TiO2 복합 무기 나노섬유의 구조

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조된 무기섬유를 1000 ℃에서 열처리한 후 

FT-IR 스펙트럼 분석 결과를 Figure 6에 나타냈다. 일반적인 순수 

SiO2 나노섬유의 경우 800와 1058 cm
-1 

근처의 피크들은 Si-O-Si 결

합에 따른 Si-O 네트워크에 해당하는 것이다[23]. TiP 농도와 열처

리 온도가 증가에 따라 1100 cm
-1

 부근의 Si-O 피크와 950 cm
-1

 부

근의 Si-O-Ti 피크가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약 600 cm
-1 

부근의 Ti-O 

피크가 증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24,25]. 이와 같은 결과는 열

처리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SiO2와 TiO2 입자가 복합체 형태로 존

재한다는 것으로서 열분석 및 XRD 결과와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높은 소성 온도로 인해 3500∼3200 cm
-1

 부근에서 관찰되는 

-OH 기는 관찰되지 않았다.

Figure 7은 순수 SiO2, SiO2-TiO2 복합체 무기 나노섬유의 자외선 

광흡수 특성을 나타하였다. TiO2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광흡수

가 장파장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또한 MB 수용액 상에

서 광촉매 측정 장치를 사용하여 얻은 광활성 평가 결과를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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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에 나타내었다. (1-x)SiO2-(x)TiO2계에서 x = 0.2일 때 광활성이 가

장 좋은 것으로 관찰된다. 합성 및 열처리 과정에서 무기 나노섬유

의 표면으로 결정화를 통해 확산된 TiO2의 높은 분포와 그의 활성

화가 광활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x = 0.2일 

때 광활성이 가장 좋은 이유는 결정화된 TiO2의 분포에 따른 결정

의 모양과 그 배향성에 의한 것으로 예측되나 이에 따른 나노섬유

의 표면 연구는 계속 진행 중에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광촉매 고효율성 무기 나노섬유를 제조하기 위해 

졸-겔 방법으로 전기방사에 적합한 용액을 알콕사이드 [Tetraethyl 

orthosilicate (TEOS), Titanium (Ⅳ) isopropoxide (TiP)]로부터 제조한 

후 숙성온도 및 시간에 따른 점도 변화, 농도를 측정하여 전기방사

에 적합한 졸을 제조하였다. 전기방사 된 (1-x)SiO2-(x)TiO2 복합 섬

유에서 그 직경은 TiO2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며, SiO2의 

존재는 TiO2 입자 및 분자의 이동을 방해하여 열적으로 안정한 상

태로 유지하여 상전이를 억제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TiO2 결정의 

아나타제에서 루타일로의 상전이는 1000 ℃에서의 열처리 후에도 

고루 분산되어 있는 SiO2로 인해 0.6SiO2-0.4TiO2계까지는 아나타

제상으로 존재하였다. SiO2-TiO2계는 열처리 후 복합체로 존재함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열처리 후 SiO2-TiO2 입자에서 TiO2 표면 확산

을 유도할 수 있었다. 광활성은 (1-x)SiO2-(x)TiO2에서 x = 0.2일 때 

가장 좋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는 광활성에 영향을 주는 인자인 

결정구조가 아나타제 결정구조를 가지며, 섬유표면에 TiO2가 균일

하게 분포되어 있어 광활성에 적합한 자외선 흡수를 할 수 있기 때

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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