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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e- and V-doped titanium dioxide nanoparticles consisting of spherical primary nanoparticles were synthesized

from a mixed liquid precursor by using the flame spray pyrolysis. The effects of dopant concentration on the

powder properties such as morphology, crystal structure, and light adsorption were analyzed by TEM, XRD, and

UV-Vis spectrophotometer, respectively. As the V/Ti molar ratio increased, pure anatase particles were syn-

thesized. On the contrary, rutile phase particles were synthesized as the Fe/Ti ratio increased. Photocatalytic pro-

perty of as-prepared TiO2:Fe,V nanoparticles was investigated by measuring the removal efficiency for 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s) under the irradiation of visible light. After 2 hrs under visible light, the removal effi-

ciencies of benzene, p-xylene, ethylbenzene, and toluene were reached to 21.9%, 21.4%, 19.8% and 17.6%

respectively.

Key words : Titanium dioxide, Flame spray pyrolysis, Volatile organic compounds, Photocatalysis

Particle and Aerosol Research 제 5권 제 1호
PAAR  Vol. 5,  No. 1 (2009)  pp. 1~7
(사)한국입자에어로졸학회

*Corresponding author.
Tel : +82-(0)42-868-3612,  E-mail : hdjang@kigam.re.kr



Particle and Aerosol Research 제5권 제1호

1. 서 론

이산화티타늄 (TiO2)을 이용한 물분해 연구 (Fuji-

shima and Honda, 1972)를 시작으로 TiO2 광촉매에

한 연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많은 연구들이 수행

되어왔다. TiO2분말은 광화학적 부식에 강하고 안정

성이 높아 광촉매를 비롯한 태양전지, 가스 센서, 안

료 등으로 광범위한 산업분야에서 응용되고 있다

(Ollis et al., 1991; Matthews, 1992; Hadjiivanov and

Klissurski, 1996; Savage et al., 2001). 특히, TiO2나노

분말은 비표면적이 넓어 고효율 광촉매로서 각광받

고 있다. 그러나 TiO2광촉매의 밴드갭 에너지는 3.2

eV로서 파장 388 nm 이하인 자외선 조사 하에서만

광촉매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실내에서는 그 이

용이 제한적이다. 태양광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

해서 가시광선 역에서 활성을 갖는 광촉매 제조가

요구된다. Anpo and Takeuchi (2003)에 의하면 V, Cr,

Mn, Fe 및 Ni과 같은 전이금속을 TiO2에 첨가함으로

써 TiO2의 광흡수 역을 가시광선 역으로 폭

이동시킬 수 있으며 20~30% 범위의 효율로 보다

효과적으로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다. 가시광

에서 활성을 갖는 TiO2 광촉매 제조를 위한 새로운

방법 중 하나로서 N3-, C4-, S4-과 같은 음이온 혹은

F-, Cl-, Br-, I-과 같은 할로겐족화합물을 도핑하는

방법이 보고되었다 (Zhao et al., 2005). Asahi et al.

(2001)은 TiO2에 질소를 도핑하여 TiO2-xNx 분말을

최초로 제조하 고 가시광 조사 하에서 VOCs 분해

능력을 가진다고 보고한 바 있다.

한편, TiO2 나노분말을 제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 화염법 (Fotou et al., 1994; Jang and Kim,

2001; Arabi-Katbi et al., 2002)은 높은 생산성과 비교

적 낮은 생산비용 때문에 상업적 잠재성이 매우 높

다. 또한 연속공정이 가능하고 제조된 분말의 순도가

높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Kammler et al., 2001). 그

러나 복합 나노분말 제조 시 증기상 반응물질의 증

기압 및 화학반응속도가 달라 균일한 화학조성을 갖

기 어렵다 (Mueller et al., 2003). 액상 반응물질을 분

무하여 화염에서 나노분말을 제조하는 화염분무열분

해법 (flame spray pyrolysis)은 최종분말의 조성이 반

응물질 용액의 혼합비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고순

도 복합 나노분말을 연속적으로 제조하기에 매우 적

합한 방법이다(Jang et al., 2004; Mueller et al., 2004).

Fotou et al. (1994)은 화염반응기를 이용하여 TiO2나

노분말을 합성하고 페놀 및 살리실산 (salicylic acid)

분해실험을 통하여 소량의 루틸 (rutile) 결정상이 혼

재된 아나타제 (anatase) 결정상의 TiO2 분말이 순수

아나타제 결정상의 TiO2 분말보다 분해효율이 높다

고 보고하 다. 또한 Lee et al. (1992)은 화염반응기

및 관형 전기로 반응기를 통하여 TiO2 나노분말을

합성하고 디클로로벤젠(dichlorobenze)의 분해실험을

수행하 다.

본 연구에서는 고순도 및 복합 나노분말을 량으

로 합성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 건식 분말제조 공정

인 화염분무열분해법을 이용하여 가시광에서 활성을

갖는 광촉매, 즉 Fe 및 V이 도핑된 TiO2:Fe,V 복합

나노분말을 제조하고 Fe 및 V 첨가량에 따른 분말

형상, 결정구조 및 광흡수 특성을 조사하 다. 또한

제조된 TiO2:Fe,V 복합 나노분말을 이용하여 가시광

선 조사 하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 (VOCs) 분해 실

험을 수행함으로써 광촉매 효율을 평가하 다.

2. 실험방법

2. 1 나노분말의 화염 합성

TiO2:Fe,V 복합 나노분말을 제조하기 위한 반응물

질 용액은 티타늄 (IV) 이소프로폭시드 (titanium (IV)

isopropoxide, TTIP; Aldrich, 97%), 질산철 (III) 구수

화물 (iron (III) nitrate enneahydrate; Kanto, 98.5%), 바

나딜(IV) 아세틸아세토네이트(vanadyl (IV) acetylace-

tonate; Acros, 99%)를 에탄올 (¤99%)에 용해하여

준비하 다. 이때 TTIP의 농도는 0.1 M로 고정하

고 Fe/Ti 및 V/Ti의 몰비를 0~0.4로 변화시켰다.

화염분무열분해 실험장치의 개략도를 그림 1에 나

타내었다. 반응용액을 미세액적으로 분무시키기 위한

초음파 분무기 (Nescosonic UN-15, Alfresa; 진동수:

1.60~1.72 MHz)와 고온 확산 화염 버너, 분말 포집

장치로 구성되어있다. 초음파 분무기를 이용하여 반

응물질 용액을 마이크론 크기의 미세액적으로 분무

한 후 운반가스인 아르곤 가스와 함께 화염 버너의

중심관을 거쳐 확산 화염 중심부로 이송시켰다. 이

때, 분무량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주사펌프를 이

용하여 반응물질 용액을 초음파분무기로 주입시켰

다. 고온 화염 내로 이송된 액적은 화염에서 열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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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산화반응을 거쳐 나노분말로 형성되었고, 합성된

나노분말은 열 동력 (thermophoresis)에 의해 분말

포집기에 부착되었다. 유리 재질로 직경 100 mm, 길

이 300 mm로 제작한 열 동 분말 포집기를 버너 상

부 150 mm 지점에 위치시켰으며 튜브 내부로 냉각

수를 흘려주면서 약 12�C의 온도를 유지하 다.

확산 화염 버너(외경 36 mm, 길이 300 mm)는 5개

의 스테인리스 재질 동심관으로 이루어졌으며 중심

관으로부터 각 관을 통하여 아르곤가스 (Ar, 99.95%)

및 반응물질 액적, 아르곤가스, 수소가스 (H2, 99.995

%), 산소가스 (O2, 99.95%), 공기 (Air)의 순으로 주입

하 다. 이 때 가스 유량은 중심관을 통하여 이송가

스인 Ar: 2 L/min, 제2관 sheath Ar: 1 L/min, 제3관

H2: 5 L/min, 제4관 O2: 6 L/min, 제5관 sheath air: 15

L/min으로 고정하 다. 주위 공기흐름으로부터 안정

된 연소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버너 상부에 내경 38

mm, 길이 100 mm의 스테인리스 튜브를 설치하 다.

2. 2 분말특성평가

분말 형상관찰을 위하여 인가전압 120 kV의 투과

전자현미경 (TEM, CM12, Philips)을 사용하 고, 분

말 결정상 분석은 CuKa 타겟, 40 kV 및 30 mA의 조

건에서 X선 회절분석기 (XRD, RTP 300 RC, Rigaku)

를 이용하여 스텝간격 0.05�, 스캔속도 8�/min으로

10�~80�(2θ) 범위에서 측정하 다. 분말의 비표면적

은 Brunauer-Emmett-Teller (BET, ASAP 2400, Micro-

meritics) 법을 이용하여 -196�C에서 질소흡착을 통

해 측정하 다. TiO2:Fe,V 복합 나노분말의 광흡수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자외선-가시광선 분광광도계

(UV-Vis Spectrophotometer, S-4100, Sinco)를 사용하

다.

2. 3 VOCs 분해평가

그림 2는 화염분무열분해 공정에 의해 생성된 복

합 나노분말의 VOCs 분해 특성을 확인하기 위한 실

험 장치의 개략도를 나타낸 것으로, 반응기 내에 광

원부와 광조사 반응부, 반응기 외부에 VOCs 분석 장

비로 구성되었다. 광원부는 4개의 램프를 장착할 수

있게 하 고, 가시광원으로 삼파장 램프를 사용하

으며 150 μW/cm2의 양으로 조사하 다. VOCs 분석

장비로는 FID (flame ionization detector)가 장착된 가

스 크로마토그래피 (GC-FID, Varian-3900, Varian)를

사용하 다.

VOCs 분해 실험은 광조사 반응부에 분말 시료

0.2 g을 넣고 VOCs 물질로서 Benzene (111.4 ppm),

Toluene (111.8 ppm), Ethylbenzene (85.6 ppm), p-Xy-

lene (97.9 ppm) 표준가스를 유량 50 mL/min으로 반

응기 내부로 연속적으로 흘려보내면서 매 30분 단위

로 0.5 mL의 가스를 채취한 후 GC-FID를 이용하여

농도를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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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A schematic diagram of an experimental apparatus
for the preparation of TiO2:Fe,V nanop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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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A schematic diagram of the experimental apparatus
for the estimation of photodegradation of VOCs.



Particle and Aerosol Research 제5권 제1호

3. 결과 및 고찰

그림 3은 반응물질 용액 중 TTIP 농도가 0.1 M로

고정된 조건에서 도펀트 (dopant)의 몰농도 비를 조

절하여 제조한 TiO2:Fe,V 복합 나노분말의 TEM 사

진이다 ((a) bare TiO2; (b) Fe/Ti==0.1, V/Ti==0.1; (c)

Fe/Ti==0.1, V/Ti==0.4; (d) Fe/Ti==0.4, V/Ti==0.1). 기본

입자의 형상이 구형인 TiO2분말이 합성되었으며, 도

펀트의 혼합비가 증가할수록 기본입자 직경이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이는 비표면적 측정결과를

통하여 확인되었다. 순수 TiO2 분말 (그림 3(a))의 비

표면적은 55.1 m2/g인 반면, Fe/Ti==0.1, V/Ti==0.1인

분말 (그림 3(b)) 및 Fe/Ti==0.1, V/Ti==0.4인 분말 (그

림 3(c)), Fe/Ti==0.4, V/Ti==0.1인 분말 (그림 3(d))의

비표면적은 각각 46.7 m2/g, 35.8 m2/g, 29.6 m2/g으로

서 Fe 및 V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비표면적은 감

소하 다.

그림 4에는 TiO2 분말과 Fe 및 V이 도핑된 TiO2:

Fe,V 복합 나노분말의 XRD 스펙트럼을 나타내었다.

Fe 및 V이 도핑되지 않은 TiO2분말의 경우 순수 아

나타제 결정상으로만 존재하 다. 그러나 TiO2 분말

에 Fe 및 V을 Fe/Ti 및 V/Ti의 몰비로 각각 0.1 첨가

하 을 때 아나타제 및 루타일 결정상이 혼재된 분

말이 제조되었다. 여기서 Fe/Ti 몰비를 고정시키고

V/Ti 몰비를 증가시킴에 따라 루타일 결정상의 혼재

율이 감소하 고 아나타제 결정상의 (101) 피크가 다

소 왼쪽으로 이동됨을 관찰할 수 있다. 이것은 Ti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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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TEM micrographs of (a) bare TiO2 and (b)-(d) TiO2:Fe,V nanoparticles prepared with precursors having various molar
ratios of Fe/Ti and V/Ti while keeping TTIP concentration to 0.1 M ((b) Fe/Ti==0.1, V/Ti==0.1; (c) Fe/Ti==0.1, V/Ti==0.4; (d)
Fe/Ti==0.4, V/Ti==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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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에서 Ti가 V으로 치환되어 결정격자의 변형으

로 인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Vegard의 법칙에 의하

면 원자크기가 작은 Ti가 원자크기가 큰 V으로 치환

될 경우 격자상수 값은 치환되는 원자, 즉 V 원자의

농도에 따라 증가한다 (Vegard, 1921). 반면 V/Ti 비

를 0.1로 고정시키고 Fe/Ti 비를 증가시킬 경우, 아나

타제 결정상이 루타일 결정상으로 상전이가 일어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결과는 Song et al.

(2005)이 TiO2에 여러 금속이온을 도핑하면서 상전

이 현상을 연구한 기존 결과와 잘 일치한다. 한편,

TiO2 분말 중 아나타제 결정상과 루타일 결정상이

혼재할 경우 광촉매 특성이 우수하다는 보고가 있었

다 (Fotou et al., 1994). 따라서 위 결과로부터 TiO2:

Fe,V 복합 나노분말 중 그림 4(b), 4(c), 4(e) 및 4(f)

의 분말에 하여 우수한 광촉매 특성이 기 되었다.

본 연구에서 합성한 TiO2:Fe,V 복합 나노분말의

광촉매로서의 활용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광흡수

스펙트럼을 측정하 다. 높은 광흡수 특성을 보이는

분말은 광촉매로서의 활성이 높다는 것을 간접적으

로 나타낸다. 순수 TiO2및 TiO2:Fe,V 복합 나노분말

의 광흡수 스펙트럼을 그림 5에 나타내었다. 순수

TiO2 나노분말의 경우 340 nm 파장 역, 즉 자외선

역에서 높은 광흡수 특성을 나타낸 반면, 순수

TiO2 나노분말에 Fe 및 V을 도핑시킨 TiO2:Fe,V 복

합 나노분말은 자외선 역뿐만 아니라 가시광선

역에서도 높은 광흡수 특성을 나타내었다.

상기 광흡수 스펙트럼 측정결과와 XRD 결과를 바

탕으로 TiO2:Fe,V 복합 나노분말 중 우수한 광촉매

특성이 기 되는 Fe/Ti==0.4, V/Ti==0.1인 분말과

Fe/Ti==0.1, V/Ti==0.2인 분말을 선정하여 가시광선

조사 하에서 VOCs 가스를 연속적으로 흘려보내면서

VOCs 분해 평가를 실시하 고 그림 6에 도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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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XRD spectra of as-prepared (a) TiO2 and (b)-(f) TiO2:Fe,V nanoparticles with references to those of rutile and anat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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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e/Ti==0.1, V/Ti==0.2; (b) Fe/Ti==0.4, V/Ti==0.1).

한편, 그림 6(a) 및 6(b) 분말의 비표면적은 각각 32.1

m2/g, 29.6 m2/g으로 측정되었다. 그림 6(a) 분말의 경

우 가시광선 조사 후 2시간 경과시 Benzene (21.9

%), p-Xylene (21.4%), Ethylbenzene (19.8%), Toluene

(17.6%) 순서로 높은 VOCs 제거율을 나타내었다. 그

리고 그림 6(b)의 경우 p-Xylene (21.2%), Ethylben-

zene (15.8%), Benzene (11.2%), Toluene (10.7%) 순서

로 높은 VOCs 제거율을 나타내었다.

광촉매 반응은 광촉매용 나노분말 표면에서 일어

난다. 즉, 나노분말 표면에 흡착된 오염물질은 표면에

서의 광촉매 반응에 의하여 분해된다. 따라서 VOCs

가스에 한 흡착율 및 광촉매 효율이 높은 분말일

수록 VOCs 가스 제거율도 높아진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VOCs 가스의 흡착 및 광촉매 반응 모두에

의한 VOCs 제거효율을 측정하기 위하여 가시광선

조사 하에서 VOCs 가스를 연속적으로 흘려보내면서

시간 경과에 따른 농도변화를 측정하 다. 따라서 측

정초기에는 VOCs의 흡착 및 광촉매 반응에 의한 분

해 기작이 동시에 일어나고, 나노분말이 흡착평형에

도달한 후에는 광촉매 반응에 의한 VOCs 분해가 주

요 기작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림

6(a)의 경우 1시간 경과 시까지 VOCs 제거 효율이

증가하 다가 1시간 이후 VOCs 제거효율이 다소 감

소하는 경향을 보 다. 이것은 VOCs 제거 실험 초기

에는 흡착 및 광촉매 반응, 두 기작이 동시에 작용하

여 VOCs 제거율이 높아졌다가 점차 나노분말과

VOCs 가스가 흡착평형에 도달함에 따라 흡착에 의

한 VOCs 제거 효과가 감소하고 주로 광촉매 반응에

의하여 VOCs가 제거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

고 상 적으로 비표면적이 낮은 그림 6(b) 분말의 경

우 그림 6(a) 분말에 비해 흡착효과가 감소하는 시간,

즉 흡착평형에 도달하는 시간이 상 적으로 짧았다.

4. 결 론

화염분무열분해법을 이용하여 액상 전구체 혼합

용액으로부터 평균 20 nm 크기의 기본입자로 구성된

결정성 TiO2:Fe,V 복합 나노분말을 합성하 고, 도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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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UV-Visible spectra of as-prepared (a) TiO2 and (b)-
(f) TiO2:Fe,V nanoparticles ((b) Fe/Ti==0.1, V/Ti==0.1; (c) Fe/
Ti==0.1, V/Ti==0.2; (d) Fe/Ti==0.1, V/Ti==0.4; (e) Fe/Ti ==0.2,
V/Ti==0.1; (f) Fe/Ti==0.4, V/Ti==0.1).

Figure 6. Photodegradation of VOCs as a function of reaction
time for as-prepared TiO2:Fe,V nanoparticles under visible
light irradiation ((a) Fe/Ti==0.1, V/Ti==0.2; (b) Fe/Ti==0.4, V/
Ti==0.1).



트의 종류와 농도 변화에 따른 분말의 형상, 결정구

조 및 광흡수 특성을 조사하 다. 또한 제조된 TiO2:

Fe,V 분말의 광촉매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가시광선

조사 하에 VOCs 분해율을 평가하 다. TiO2:Fe,V 복

합 나노분말 합성 시 V 원자는 TiO2 분말의 결정상

이 아나타제에서 루타일로 상전이 되는 것을 억제하

으며 Fe 원자는 아나타제에서 루타일로 상전이 되

는 것을 촉진하 음을 알 수 있었다. Fe/Ti 및 V/Ti의

비가 각각 0.1 및 0.2인 TiO2:Fe,V 복합 나노분말은

가시광선 조사 하에서 2시간 경과 후 Ben-zene, p-

Xylene, Ethylbenzene, Toluene에 한 제거율이 21.9

%, 21.4%, 19.8% 및 17.6%로 높은 VOCs 제거율을

나타내었음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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