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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본 연구에서는 열-변색 소재로 잘 알려진 이산화바나듐(VO2) 분말을 V2O5 분말과 옥살산 수화물로부터 여러 조건에서 
수열합성과 하소공정을 통하여 제조하였다. 제조된 시료들의 화학적 구조, 결정구조 및 열적 특성들은 FE-SEM, XRD, 
XPS 및 DSC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필름 시편들의 분광학적 및 열변색 특성은 제조된 분말 시료들을 볼밀링
하여 50 nm 이하로 분산시켜 제조된 졸로부터 박막필름을 제작하여 UV-Vis-NIR 분광기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VO2 
시료의 하소처리 온도를 증가시키면, 입자들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시료의 상전이온도가 약 40 ℃에서 70 ℃로 증
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Abstract
In this study, vanadium dioxide (VO2) powder well known as a thermochromic material was prepared from V2O5 powder and 
oxalic acid dihydrate by hydrothermal and calcination process at various conditions. The chemical bonding and crystal struc-
tures in addition to thermal property of samples were determined using FE-SEM, XRD, XPS, and DSC. Also, spectroscopic 
and thermochromic properties of film samples were analyzed by UV-Vis-NIR spectroscopy after the thin film was prepared 
from the sol dispersed with the size of below 50 nm by the ball-milling of powder sample. With increasing the calcination 
temperature, the phase transition temperature of samples increased from 40 ℃ to 70 ℃ due to the increase of particle size. 

Keywords: vanadium dioxide, thermochromic, phase transition, hydrothermal, monoclinic

1)1. 서    론

열, 전기 그리고 빛과 같은 에너지의 자극에 의해서 특성이 가역적

으로 변하는 것을 변색성(chromism)이라고 하는데 특히 열에 의해 가

역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현상을 열 변색성(thermo chromism)이라고 

한다. 열 변색 소재에는 유기 염⋅안료, 액정, 금속 산화물 등이 알려

져 있고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기 위해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많은 열 변색 소재들 중에서 VO2는 특이한 열 변색 특성으로 인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 특히 비교적 낮은 변환온도와 빠른 변환속

도로 인해 스마트 윈도우에 적용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1]. 바나듐 산화물들은 산소의 농도에 따라 VO2 이외에 VO, 

V2O3, V2O5, V2O7와 같이 다양한 산화물 형태로 존재한다[2]. VO2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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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tragonal rutile형 VO2 (R), monoclinic rutile형 VO2 (M), triclinic 

VO2, tetragonal VO2 (A), monoclinic VO 2 (B) 등과 같이 다양한 결정

상을 가진다[3]. Rutile VO2는 68 ℃ 이상의 온도에서 전기저항, 광투

과율 또는 반사율의 급격한 변화를 나타내는데 이는 금속-반도체 상

전이가 가역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이다[4-7]. 즉, VO2는 68 ℃의 상전

이온도 이하에서 monoclinic 결정상으로 존재하지만, 상전이 온도 이

상에서는 monoclinic 결정상의 비틀어져 있는 바나듐 원자쌍들의 결

합이 축을 따라 팽창하게 되고 바나듐 원자들 간의 거리가 서로 같게 

되어 tetragonal rutile 결정상으로 존재하게 된다[8]. VO2 (M) 필름의 

상전이에 따른 광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금속상이면 적외선 영역의 

광을 흡수 또는 반사하고, 반도체상이면 적외선을 투과시킨다[9]. 

일반적으로 VO2 (M)는 고온에서 VO2 (B)가 변형되어 만들어지는

데 화학적 기상 증착법(CVD; chemical vapor deposition)[10,11], 반응

성 마그네트론과 이온빔 증착법(reactive magnetron and ion beam 

sputtering), 열-전기 빔 증발법(reactive thermal and electron beam 

evaporation), 펄스형 레이저 증착법(pulsed laser deposition), 졸-겔법 

등 다양한 제조방법들이 있다[12,13]. 환원법, 전구체 파우더의 열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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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he flowchart of experimental. 

법, 분무 열분해법 및 수열합성법 등을 통한 VO2 입자의 제조 방법에 

대한 연구들도 많이 보고된다[14-19]. 증착법은 복잡하고 비싼 장치가 

요구되고[20], 창유리와 플라스틱과 같은 유연 기판위에 세라믹 코팅

층의 제작은 생산성이 떨어지지만, 수열합성법과 같은 용액 공정을 

통한 VO2 (M)의 코팅층의 제작은 저렴한 생산원가로 대량화가 가능

하다. 

현재, VO2의 적용에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분야는 태양열의 세

기에 따라 적외선 혹은 가시광선을 흡수, 반사, 투과시키는 스마트 윈

도우 분야이다. 낮은 온도에서 가역적인 상전이 현상의 구현이 가능

해야 하고, 유닛 셀의 형태 변화 때문에 발생하는 응력과 잠열 및 반

복적인 상전이에 따른 분해와 열 변색 특성의 저하를 해결하여야 한

다[21]. VO2에 W, Mo, Nd 및 F와 같은 원소들의 도핑을 통해서 상온

에 접근하는 전이온도 조절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되지만, 가시광선 

영역에서의 투과율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다[22-25]. 한편, 입자의 

미세화에 따른 VO2 (M) 입자의 열 흡수 효율이 향상되고 그에 따라 

변색 속도 및 변화 폭 개선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VO2의 가시광선 투과율이 높은 스마트 윈도우용 열 

변색 소재로의 적용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VO2 (M)를 비교적 공정

이 간단한 수열합성법과 열처리를 통해 합성하고 열처리 온도와 시간

에 따른 결정형태의 변화에 대해 조사하였다. 또한, 입자의 형태 및 

크기가 상전이 온도와 열변색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계면활성제를 사용하여 다른 형태의 VO2 (M) 나노 입자를 합성하였

다. 또한, 제작된 시료들을 유기용매에 분산하여 유리기판 위에 박막

층을 형성시켜서 열변색 특성을 확인하였다.  

2. 실    험 

2.1. 출발물질

본 실험에서 VO2 분말의 합성에는 바나듐 전구체인 vanadium (V) 

oxide (V2O5, Junsei, 99%)와 환원제인 oxalic acid dihydrate (C2H2O4

⋅2H2O, Alfa, 98%)를 모두 정제 없이 그대로 사용하였다. VO2 분말

의 입자의 형태 및 크기를 조절하기 위하여 oleic acid (C18H34O2, Alfa, 

99%)를 계면활성제로 정제없이 사용하였다. 

2.2. 합성

본 실험을 수행하기 위하여 높이 조절이 가능한 받침대 위에 삼구 

둥근바닥 플라스크를 설치하였고, 응축기와 교반기를 부착하였다. 

Figure 1에 주어진 합성 순서에 따라 VO2 분말을 합성하기 위하여 설

치된 삼구 둥근바닥 플라스크에 약 20 g (0.064 mol)의 vanadium (V) 

oxide (V2O5), 40.5 g (0.214 mol)의 oxalic acid dihydrate (C2H2O4⋅
2H2O) 및 200 mL의 증류수를 순서대로 투입한 후, 24 h 동안 200 

rpm으로 교반하여 균일한 혼합 용액을 제조하였다. 반응 초기의 반응

용액의 색상은 V2O5의 초기색상인 오렌지색을 띄지만, 시간이 경과할

수록 바나듐의 환원에 의해 점점 옅은 청색으로 변하였다. 

제조된 혼합 용액을 250 mL 용량의 고압반응기에 투입하여 200 

℃, 32 bar에서 10 h 동안 수열합성하였다. 반응이 종료된 반응물을 

감압 여과하여 용매를 제거하고 약 200 mL의 에탄올을 사용하여 2회 

수세한 후, 약 80 ℃에서 약 24 h 동안 건조하였다. 건조된 감청색의 

바나듐 산화물 분말을 알루미나 도가니에 담아 튜브형 열처리로에 넣

고 0.05 L/min의 N2, 10 ℃/min의 승온 속도로 400∼600 ℃에서 4∼

16 h 동안 하소하여 시료들을 제조하였다. 또한, 추가적으로 계면활성

제인 oleic acid를 V2O5와 0.5 : 1, 1 : 1 및 2 : 1의 몰비로 각각 투입하

였고, 증류수와 동일한 양으로 톨루엔을 첨가하여 상기와 동일한 방

법으로 합성하였다. 

2.3. 측정

시료의 결정구조 및 결정화도는 X-선 회절분석기(XRD; x-ray dif-

fractometry, X'Pert-MPD system, Philips, Netherland)를 통하여 분석하

였고, 측정조건은 니켈 필터된 CuKα (λ = 0.15418 nm), 40 kV-30 

mA, 4 °/min의 주사속도로 하였다. 시료의 입자 크기와 형상은 전계방

사형 주사전자현미경(FE-SEM;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

scope, JSM-6490LV, Jeol, Japan)을 이용하여 관찰하였고, 시료의 화학

적 결합 상태는 X-선 광전자분광기(XPS; x-ray photoelectron spectro-

scopy, MultiLab-2000, Thermo VG Scientific, U.K.)를 통하여 분석하

였고, 측정조건은 5 × 10-10 mbar 진공상태에서 Al Kα 빔을 사용하였

다. 시료의 상전이 온도는 시차주사열량측정법(DSC; differential scan-

ning calorimetry, Pyris 1, Perkin Elmer, USA)을 사용하여 질소 분위기

하에서 5 ℃/min의 승온속도로 25∼100 ℃에서 측정하였다. 필름 시

편의 분광학적 특성은 UV-Vis-NIR spectrometer (V-670, JASCO, 

Japan)를 사용하여 25∼80 ℃에서 300∼2500 nm 파장 영역까지 측정

하였다. 시편은 합성된 분말을 10 wt%로 분산한 용액을 UV 경화수지

와 혼합하여 유리판 위에 wire bar로 약 3 µm 두께로 코팅하여 제작하

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결정학적 특성

수열합성법으로 제조된 VO2 시료들의 하소온도에 따른 결정상 변

화를 조사하기 위하여 여러 온도에서 4 h 동안 하소시킨 시료들의 

XRD 분석 결과를 Figure 2에 나타내었다. 하소 전 시료에서는 다른 

연구자들이 보고한 바와 같이 불안정한 결정상인 VO2 (B)가 존재하

였고, 400 ℃와 450 ℃에서 하소된 시료에서는 (011), (211), (220) 면

이 성장되어 VO2 (B)와 monoclinic VO2 (M) 결정상이 혼재하여 존재

하였다. 500 ℃ 이상에서 하소된 시료에서는 27.9° (011), 37.2° (211), 

42.51° (212), 55.7° (220) 및 57.7° (022) 회절각에서 회절 피크가 존재

하는 안정한 VO2 (M) 결정상만이 나타났다. 즉, 600 ℃ 이상의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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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X-ray diffraction pattern of VO2 samples calcined for 4 h 
at various temperatures; (a) no calcination, (b) 400 ℃, (c) 450 ℃, (d) 
500 ℃, and (e) 600 ℃.

Figure 3. X-ray diffraction pattern of VO2 samples calcined at 450 ℃
for various time; (a) 0 h, (b) 4 h, (c) 8 h, and (d) 16 h. 

Figure 4. FE-SEM pictures of VO2 samples calcined for 4 h at various 
temperatures; (a) no calcination, (b) 400 ℃, (c) 500 ℃, and (d) 600 ℃.

  

Figure 5. SEM images of VO2 samples calcined at 600 ℃ for 4 h 
after synthesizing (a) without and (b) with surfactant.

Figure 6. Transition temperature of VO2 samples calcined at various 
temperature for 4 h (PTT; phase transition temperature).

에서 하소처리하면, 안정한 VO2 (M) 결정상만이 존재하였다. 

수열합성법으로 제조된 VO2 시료들의 하소시간에 따른 결정상 변

화를 조사하기 위하여 수열합성된 시료를 450 ℃에서 4∼16 h 동안 

하소시킨 시료들의 XRD 분석 결과를 Figure 3에 나타내었다. 하소시

간이 증가할수록 존재하는 VO2 (B)와 VO2 (M) 결정상들의 회절피크 

중에서 VO2 (B) 결정상의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하소시간이 16 h인 

조건에서 VO2 (B) 결정상의 회절피크는 완전히 소멸되고 VO2 (M) 결

정상의 회절피크만이 나타났다. 또한, VO2 (M) 결정상이 소량 형성되

는 400 ℃에서도 장시간 하소처리하면 안정한 VO2 (M) 결정상이 합

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2. 입자 특성

수열합성법으로 제조된 VO2 시료들의 하소온도에 따른 입자의 크

기 및 미세구조의 변화를 조사하기 위하여 하소하지 않은 VO2와 400, 

500 ℃ 및 600 ℃에서 각각 하소처리된 시료들의 SEM 분석 결과를 

Figure 4에 나타내었다. 하소처리 전에는 1 µm 이하의 불규칙한 크기

의 막대 형태이지만, 500 ℃에서 하소되면 작은 구형입자의 형태로 

존재하고, 600 ℃에서 하소되면 1 µm 이상의 구형 입자 형태로 존재

하였다. 이는 하소온도가 증가하면, 막대형태의 입자들이 소모되면서 

작은 구형입자가 형성되고, 응집 및 결정 성장에 의해 형성된 구형 입

자가 커진다는 것을 나타낸다. 

수열합성법으로 VO2 시료를 합성할 때, 계면활성제의 사용에 따른 

입자의 크기 및 미세구조의 변화를 Figure 5에 나타내었다. 계면활성

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600 ℃에서 4 h 동안 하소처리된 시료에

서는 약 1∼2 µm 크기의 구형 입자로 존재하였고, oleic acid를 계면

활성제로 사용하면, 하소처리된 시료에서는 약 100∼200 nm 크기의 

구형 입자로 존재하였다. 이는 계면활성제가 역-미셀 구조를 형성하

여 입자의 응집 및 성장을 방지하고 결정성장을 억제하여 나노크기로 

제어되었다. 

3.3. 열적 특성

수열합성법으로 제조된 VO2 시료들의 하소온도에 따른 상전이 특성

의 변화를 열분석기를 통하여 조사하였고, 이들의 열분석 결과를 

Figure 6에 나타내었다. 시료들의 하소 온도가 증가하면, 시료의 상전

이 온도가 약 64 ℃에서 70 ℃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하소 

온도가 높은 조건에서는 입자의 성장이 촉진되어 입자 크기가 커지므

로 상전이온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것이다. 즉, 시료의 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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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XPS survey spectrum and core-level spectra of V3p, V3s, 
V2p and O1s in VO2 sample calcined at 600 ℃ for 4 h. 

  

Figure 8. TEM images of dispersion sol prepared by (a) without and 
(b) with ball-milling from VO2 sample calcined at 600 ℃ for 4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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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UV-Vis spectra of film sample prepared after ball-milling 
from VO2 sample calcined at 600 ℃ for 4 h.

크기를 조절하면 시료의 상전이온도의 조절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3.4. 결합 특성

600 ℃에서 4 h 동안 하소처리된 VO2 시료의 표면 상태와 화학적 

조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X선 광전자 분광법 분석 결과를 Figure 7에 

나타내었다. 주어진 XPS 측정 스펙트럼을 살펴보면, 보고된 보문과 

동일하게 하소된 VO2 시료에서 V2p, O1s에 대한 피크들이 약 516 eV

와 523 eV에서 나타났고, 잔존하는 계면활성제 또는 VO2 입자의 표

면에 흡착된 CO2에 해당하는 C1s의 결합에너지 값이 284 eV 부근에

서 나타났다[25]. 이는 V2p3/2와 V2p1/2, 피크는 V 원소가 V4+ 상태로 존

재하고, V3P 피크의 존재는 V4+ 또는 V3+ 상태로 존재한다는 것을 의

미한다[26-27]. 즉, rutile 구조를 가진 VO2에서는 안정한 결합 형태인 

V4+-V4+ 결합과 불안정한 결합 형태인 V3+-V4+ 결합이 공존하므로 일

정한 온도에서 상전이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3.5. 분광학적 특성

600 ℃에서 4 h 동안 하소처리된 VO2 시료의 분광학적 특성 및 열

변색 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볼밀링으로 제조된 10 wt% 농도의 VO2 

분산졸을 유리판 위에 약 3 µm 두께로 코팅하여 필름 시편을 제작하

였다. VO2 분산졸의 TEM 분석결과를 Figure 8에 나타내었고, 필름 

시편의 UV-Vis-NIR 분석결과를 Figure 9에 나타내었다. 합성된 사료

를 볼밀링하면 시료의 입자 크기가 약 1∼2 µm에서 약 30∼50 nm로 

감소함을 볼 수 있다. 한편, VO2 시료의 상전이온도인 67 ℃ 이하의 

온도에서는 거의 변화가 없었고, 상전이온도보다 높은 80 ℃에서는 

적외선 영역인 1,500 nm 파장을 기준으로 약 28% 정도 투과율이 감

소하였다. 즉, 상전이온도 이하에서 반도체 특성을 가진 monoclinic 

결정상으로 존재하여 적외선을 투과시키고, 상전이 온도 이상에서 전

도 특성을 가진 tetragonal 결정상으로 존재하여 많은 양의 적외선을 

반사시켰지만, VO2 시료가 열변색 기능성 필름소재로 상업화하기 위

하여 상전이온도가 40 ℃ 이하이면서 40% 이상의 적외선 투과율 차

단이 요구된다[9,11].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vanadium (V) oxide와 oxalic acid를 24 h 동안 균일

하게 혼합한 혼합물을 고압 반응기에서 200 ℃, 32 bar에서 10 h 동안 

수열 합성시킨 후, 질소 분위기에서 600 ℃ 이상의 온도에서 4 h 이상 

하소시키면 monoclinic 결정상만을 가진 VO2 시료들을 성공적으로 제

조할 수 있었다. 하소된 VO2 시료들은 각각의 하소온도와 시간에 따

라 결정 형태 및 입자 크기에 영향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상전이 온

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50 nm 이하의 입자

들로 분산된 VO2 졸이 코팅된 필름시편은 상전이온도 이상에서는 가

시광선 영역에서 투과율의 차이가 거의 없지만, 적외선 영역에서 최

대 28% 정도의 투과율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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