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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TiO2 foam synthesized using freeze-casting is a promising photocatalyst and photovoltaic electrode for a variety of energy

applications, because the freeze-casting technique is easy to use, cheap, and suitable for mass-production. Despite its several advantages,

little scientific information is available on the processing and morphology of the TiO2 foams processed by freeze-casting. In particular, no

systematic study has been performed on the microstructural evolution and morphological change of the rutile-phase TiO2 foams during

sintering. Therefore, in the present study, several TiO2 foam samples were produced using the freeze-casting technique, which were then

sintered at a relatively high temperature of 1200
o
C for 1, 2, and 4 h to compare the morphological changes in the microstructure and to

understand the effects of processing parameters of the rutile-phase TiO2 foams. The foam ligament size increased near linearly with

increasing sintering time whereas the average pore size decreased only slightly with increasing sintering time, with changes in particle

morphology from sphere to rod and complete phase transformation from anatase to rut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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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다공성 구조체는 높은 기공률과 큰 표면적을 갖는 특

징으로 분리막, 촉매 지지대, 흡수재, 생체-보철 임플란트

및 경량 구조 재료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1-4) 
특히 적절한

기공 크기와 기공률을 갖는 다공성 세라믹은 낮은 밀도

와 열전도도, 고온에서의 안정성, 화학적 부식 저항성, 낮

은 유전상수 등 각각의 고유한 성질 때문에 기능성 소재

분야에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5-7) 
이때 다공성 세라믹

의 내부 기공 크기, 기공 형태의 분포가 잘 통제되는 것

이 중요한데, 이는 특별한 적용 분야에 맞게 설계된 기능

을 적절히 수행 하는데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5) 

여러 세라믹 소재 중에서 TiO2는 그 다양한 성질로 인

해 여러 기능성 분야에 적용될 수 있다. 광촉매

(photocatalyst)로서 오염물질을 분해하여 환경오염을 해결

할 수 있으며 박테리아를 죽이거나 소독, 심지어 암 세포

를 죽이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다.
8-10)

 뿐만 아니라, 광전

지(photovoltaic)의 한 예로서 염료감응태양전지 DSSCs

(Dye-Sensitized Solar Cells)의 전극부분에 적용되어 전기

의 생산을 돕는 역할을 한다. 이 밖에도 광분해촉매, 감

전발색소자, 수소 저장, 기체 감지 센서 등에 사용된다.
10)

이러한 TiO2의 여러 분야에서의 적용 가능성 때문에, 기

존의 분말 슬러리 형태로 사용되던 것에서 벗어나 좀 더

다양한 구조체로 제작하여 그 효율성을 높이는 연구가 진

행되어 왔으며 nanotube, nanowire, foam등의 형태로 제작

되어 적용되고 있다.
11-13)

특히 TiO2를 폼의 형태로 제작하는 것은 대량 생산 및

저가 벌크 소재의 제작에 유리한 이점을 가질 수 있다.

다공성 세라믹을 제조하는 방법으로는 space holder 첨가

제작법, 소결 온도 이하에서 부분 소결하는 방법, 부분적

핫 프레싱, 세라믹 내부의 열분해 방법, 세라믹 분말을 압

착시켜 열처리 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이 알려져 왔는

데
1,14,15) 

최근에는 보다 높은 기공을 가진 세라믹을 생산

하며 공정 방식이 용이한 freeze-casting 공정에 대해서 많

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Freeze-casting 공정은 용매가

응고하면서 형성되는 덴드라이트를 이용하는 공정으로 마

†
Corresponding author : Hyelim Choi

 E-mail : choihl@kookmin.ac.kr

 Tel : +82-2-910-5020 Fax : +82-2-910-4320



428 윤현정·최희만·최혜림

한국세라믹학회지

이크로미터 및 나노미터의 기공이 동시에 존재하는 복합

기공 구조를 제조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복합기공이 열린

구조로 연결되어 내부에 기공 채널을 형성하는 특징을 가

진다.
16)

 Freeze-casting 공정을 간단히 소개하면 물과 세라

믹 분말을 섞어 만든 슬러리를 얼린 후, 동결 건조기에서

얼음만 승화시켜준다. 얼음이 제거되면 바인더에 의해 약

하게 결합된 green body가 되는데, 이를 소결해주면 다공

성 세라믹이 완성된다. 이 공정에서 기공 크기와 형상은

슬러리의 농도 및 점도, 슬러리의 응고 온도 및 속도, 소

결 조건 등 다양한 변수를 조절하여 제어할 수 있다. 정

확한 응고 메커니즘이 아직 밝혀지지 않아 기공구조를 완

벽하게 제어하는 것에 한계가 있으나,
8)

 그럼에도 다른 공

정에 비해 단순하며, 비용이 저렴하여 매우 경제적이고,

친환경적 방법이므로 여전히 주목할 만한 가치를 가진다.
5) 

이와 같이 freeze-casting의 여러 우수한 장점에도 불구

하고, 이 공정 방식을 사용하여 TiO2 폼을 제작하는 것은

거의 연구가 이루어져 있지 않으며, 선행 연구로서 슬러

리 용매에 포함되는 바인더의 양에 따른 기공 분포 및 미

세구조에 관한 상관관계 정도가 알려져 있다.
17)

 특히 TiO2

폼을 제작하기 위해 사용되는 온도, 소결 시간, 입자의 형

태 변화 등에 관련된 소결 조건은 매우 중요할 수 있는

데, 이는 TiO2 물질이 anatase 또는 rutile 구조의 서로 다

른 두 가지 상의 형태를 가질 수 있고 이중에서 어떤 상

의 구조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효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

기 때문이다.
18-23)

 일반적으로 TiO2가 광촉매나 광전지의

응용분야에 사용되기 위해서는 anatase상이 rutile상보다

더 높은 효율을 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어 왔

고, 따라서 anatase상을 가진 TiO2 물질의 공정 및 물성

이해에 관한 연구가 TiO2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를 차지

해 왔다. 한편,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오히려 적당한

비율의 rutile상이 포함되어 있을 때 효율의 향상이 이루

어 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rutile상의 구조를 가진 TiO2 폼의 공정 조건 및 물성

, 그리고 소결 조건에 따른 TiO2 입자의 형태학적 변화에

대한 이해 또한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18,19,22,2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나노 사이즈의 TiO2 분말을 사

용하여 freeze-casting 방식으로 제조된 TiO2 폼을 상대적

으로 높은 소결 온도 (1200
o
C)에서 제작하여 rutile상을 가

진 TiO2 입자들이 소결 조건에 따라 기공크기와 미세구

조가 변화하는 경향을 비교, 관찰하고 rutile TiO2의 결정

모양이 소결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형태학적으

로 관찰하였다. 

2. 실험방법 

10-30 nm 사이즈의 TiO2 분말 (순도 99.5%, Sky Spring

Nanomaterials, Inc., USA)을 사용하였다. 바인더는

polyvinyl alcohol (PVA, Mw = 89,000-98,000, 순도 99+%,

Sigma-Aldrich Co., USA)를 사용하였다. 정제수 (77.9%)에

PVA (1.2%)를 완전히 녹인 후 TiO2 분말 (20.9%) 섞어

세라믹 슬러리를 제조하였다. Fig. 1은 freeze-cast 공정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다. Fig. 1(a)에서 보듯이 앞서 제조

된 슬러리를 액화질소에 의해 0
o
C로 냉각된 구리 봉 윗

부분의 폴리머 몰드에 부어준다. 슬러리는 아랫부분부터

서서히 −10
o
C/min 속도로 응고된다. 이렇게 응고된 슬러

리는 동결 건조기 (freeze dryer, Operon, OPR-FDU-7003,

Republic of Korea)에서 −90
o
C, 5x10

-3
torr, 24시간 조건에

서 얼음만 승화시켰다. 건조 된 green body를 전기로

1200
o
C에서 1, 2, 4시간 소결하여 완성하였으며 그 후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JSM7401F, JEOL,

Japan)로 미세구조를 관찰하였고, X-ray diffraction (XRD,

Rigaku, D/MAX2500, Japan)을 통해 성분을 분석하였다.

또한 기공 크기와 TiO2 입자의 ligament 사이즈는 image

analysis 방식 (Image-Pro Plus 6.0 software)을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각 샘플 당 50회 이상의 측정 데이터를 평

균 내어서 평균 지름을 구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Freeze-casting 공정에서 TiO2 슬러리는 구리 봉이 액체

질소에 의해 −10
o
C/min의 속도로 냉각됨에 따라 구리 봉

에 닿아있는 아랫부분부터 서서히 응고되기 시작한다.

Fig. 1(b)는 응고된 TiO2 슬러리의 내부 모습을 보여준다. 그

림과 같이 아랫부분부터 냉각된 TiO2 슬러리의 얼음 덴

드라이트 또한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방향성 있는 구조를

가지며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실제로 제작된 TiO2

폼의 SEM 사진을 보면 Fig. 2와 같다. Fig. 2(a)는 샘플의

Fig. 1. Schematic of freeze-casting: (a) freeze-casting set-up

and (b) internal microstructure during the freeze-

cast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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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면, (b)는 샘플의 윗면을 찍은 사진이다. 먼저 옆면을

보면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방향성 있는 기공이 형성됨을

관찰할 수 있다. 윗면 사진 또한 기공이 방향성 있게 형

성된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는 폴리머 몰드와 슬러리를 얼

리는 속도가 변수가 되어 기공의 모양과 크기를 변화시

킬 수 있다. 

Freeze-casting 공정으로 제조된 TiO2 폼에 대한 유일한

선행연구인 Ref.17과 달리 본 실험에서는 나노 사이즈

(10~30 nm)의 TiO2 분말을 사용하여 최대한 기공의 크기

를 줄여 표면적을 증가시키는 시도를 하였다. 또한 분산

제를 첨가하지 않아 불순물에 의한 기공 형성을 최소화

하였으며 액체질소를 사용하여 응고를 일으키는 구동력

을 크게 하여 얼음 덴드라이트를 빠르게 성장시켰다. 선

행연구의 1000
o
C에서 1시간 소결한 샘플의 SEM 사진을

관찰하면 TiO2 입자들간의 소결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

아 주로 입자들간의 물리적 결합으로 폼이 이루어진 것

으로 추측되며 충분한 기계적 성질의 확보가 어려울 것

으로 예상된다. 한편 본 실험에서는 1000
o
C보다 200

o
C 높

은 온도인 1200
o
C에서 1, 2, 4시간 소결하였고 실제로

SEM 사진을 관찰한 결과 Fig. 3처럼 입자들끼리의 소결

이 활발히 이루어진 모습을 보였다. 그러므로 기계적 성

질 및 신뢰성의 측면에서 조금 더 안정된 폼의 형태가 확

보되었다고 판단된다.

Fig. 4는 1200
o
C에서 소결 시간에 따른 미세구조 변화

에 관한 SEM 사진이다. (a)는 1시간, (b)는 2시간, (c)는 4

시간 소결한 모습이다. 먼저 (a) 1시간의 소결 후에는 작

은 기공보다 기공끼리 연결되는 큰 채널이 많이 형성된

것을 볼 수 있다. 기공의 모양도 불규칙하고 기공의 크기

또한 매우 불 균일 하였다. (b) 2시간 후에는 비교적 균

일하고 작은 크기의 기공들이 방향성 있게 분포하며 그

크기가 작게는 수십 나노미터까지 관찰되었다. (b) 2시간

후의 미세구조와 비교했을 때 (c) 4시간 후에 기공의 크

기는 오차범위 내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관찰되었으나

2시간 보다 상대적으로 소결이 많이 되어 기공률의 전체

적인 감소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Fig. 5는 소결 시간

에 따른 TiO2 폼 구조의 ligament와 기공의 크기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기공 크기는 예상대로 1시간의 소결

후 가장 큰데 비해 불 균일한 기공으로 오차범위도 가장

Fig. 2. SEM images of a TiO2 foam by freeze-casting: (a) cross-sectional view parallel to and (b) perpendicular to the freezing

direction.

Fig. 3. SEM image of a TiO2 foam sintered at 1200
o
C for 2h.

Fig. 4. SEM images of freeze-cast TiO2 foams sintered at (a) 1200
o
C for 1h, (b) 1200

o
C for 2h, and (c) 1200

o
C for 4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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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다. 이 때는 얼음 덴드라이트 형성에 의해서 생긴 채널

구조의 큰 줄기의 기공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관찰되는 시

점이었다. 2시간, 4시간은 1시간에 보다 기공 크기가 감

소하였고 비교적 오차범위도 줄어 균일한 기공들이 분포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 그래프에서 기공 크기보다

더 급격한 경향의 차이를 보인 것은 ligament 크기이다.

어느 정도 예상된 것처럼 ligament의 크기는 소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비례해서 증가하였다. Fig. 5의 그래프에서

나타난 소결 시간에 따른 기공 크기 및 ligament 크기 변

화의 경향을 토대로, 광촉매, 광전극 등의 분야에서 사용

될 TiO2 폼 표면적의 양과 충분한 기계적 성질을 제공할

수 있을 정도의 소결 조건 사이의 상관관계 및 최적 조

건을 이해하는 데이터로서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

하면, 적당한 기계적 성질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소결 온도 및 시간이 사용되어야 하며, 반면 과다한 소결

은 표면적의 양을 줄이고 기능성 소재로서의 TiO2 폼의

효율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기존 문헌
24)
에서도 찾아 볼 수 있듯이 TiO2는 소

결 시 특정 방향을 가지고 성장하는 이방성 (anisotropic)

성장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Fig. 4(a), (b) 및

(c)를 비교하면 1시간 또는 2시간 소결한 TiO2 입자는 대

부분이 구 형태이며 일부 rod 모양을 보이고 있으나, 반

면에 4시간 소결한 TiO2 입자는 대부분이 길쭉한 rod 모

양을 가지며 2시간과 비교하였을 때 그 크기도 약 39%

성장한 것을 알 수 있다. 

Fig. 6은 초기 TiO2 (10-30 nm) 분말과 4시간 소결 후 샘

플의 XRD를 찍어 비교한 그래프이다. 먼저 초기 나노 사

이즈의 분말은 완만하고 낮은 peak을 나타낸 반면에 4시

간 소결한 샘플은 상대적으로 날카롭고 높은 peak을 보였

다. 이로서 나노 사이즈의 분말이 소결되어 마이크로 사이

즈의 TiO2의 입자로 성장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anatase peak을 가지는 초기 TiO2 분말과 달리 4시간 소결

한 샘플은 거의 대부분 rutile 결정 구조를 보였다 (Fig. 6).
25)

이는 소결조건이 상대적으로 고온일 때 TiO2의 결정구조

가 anatase 구조에서 rutile 구조로 변한다는 기존의 문헌과

일치하는 결과임을 알 수 있다.
18)

 현재 TiO2 의 활용 용도

는 대부분 anatase 구조로 사용되고 있지만 rutile 구조의

물성 및 소결 조건에 따른 형태학적 변화의 이해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실제로 rutile상이 일부 포

함되었을 때 순수한 anatase 상 보다 그 효율이 향상된다

는 연구결과도 발표되고 있기 때문이다.
19,22,23)

그러므로 TiO2의 폼을 제조할 때 기공의 비율, 크기,

ligament의 두께 등에 의한 표면적의 양, 그리고 기본적인

기계적 성질과 함께 더불어서 결정구조가 anatase 및 rutile

의 적절한 혼합 상의 형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소결 온

도 및 시간을 최적화하여 고려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4. 결  론 

Freeze-casting 공정 방식은 값싸고 대량생산이 가능한

다공체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공정 방식이므로 광촉매 및

광전극 등의 에너지 분야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TiO2

폼을 제작하는 데에 적합한 공정 방식이다. TiO2 폼의 제

작 시 소결 조건이 기공의 모양, 크기, TiO2 입자의 형태

학적 변화와 결정구조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소결 온도 및 시간 등의 조건에 따라 변화하

는 이러한 요인들은 TiO2를 특정 분야에 적용 시 그 효

율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

구에서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높은 소결 조건(1200
o
C)에서

의 rutile 상의 형태학적 변화를 관찰하였다. Freeze-casting

공정으로 제작되는 TiO2 폼을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효

율로 적용하기 위해서 그 적용 분야에 따른 최적의 소결

조건을 찾고 알맞게 제어하는 것이 중요하다.

Fig. 5. Effect of sintering time on ligament and pore sizes of

TiO2 foams.

Fig. 6. XRD patterns of the TiO2 foam before and after

sintering at 1200
o
C for 4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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