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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ismuth vanadate(BiVO4) with monoclinic phase as photocatalyst under visible light is synthesized by precipitation reaction in hot
water. Properties such as crystal phase, particle morphology and visual light absorbance as well as the effects of thermal treatment for
BiVO4 powders are investigated. BiVO4 powders with both single monoclinic phase and 0.2 µm in particle size are synthesized when
precipitate is stirred in water for 5 h at 95

o
C. Well-developed monoclinic phase and light absorption property under 535 nm are

observed as a result of thermal treatment for 1 h at 300
o
C after precipitation reaction in water for 5 h at 95

o
C. Degradation of

monoclinic crystal is found in firing above 350
o
C, and particle growth is occurred in firing above 550

o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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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들어 녹색사업, 환경 정화, CO2 저감 등 친환경

활동이 지구전역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

구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관련 연구도 활

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친환경을 통하여 사람

을 비롯한 지구상의 동식물이 잘 공존해가자는데 있다고 하

겠다. 그 수단으로 등장하였던 소재 중 하나가 광촉매이다.

지난 십여년간 광촉매 연구들은 무독성, 저렴함, 높은 산화

성, 화학적 안정성 등의 특징을 갖는 아나타제형 TiO2를 기

반으로 하여 수질, 대기 오염을 정화하는 연구가 이루어져

왔고 TiO2 광촉매의 특성 개선 및 응용에 촛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3.2 eV라는 높은 band gap 때문에 주로 UV

광조사 하에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태양광의 스펙트럼에

서 보면 TiO2에 사용되는 빛은 약 4% 정도여서 태양광

43%가 가시광인 것을 감안해 볼 때 태양광 하에서는 큰

실효성 거두기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시광 하에서 사

용 될 수 있는 광촉매가 요구되어 왔다. 그 결과 주로 TiO2

에 dopant를 첨가하여 band gap을 줄여 가시광 하에서 사용

하려는 연구가 많이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dopant는

광생성 전자와 hole 사이에서 재결합 중심으로 작용하여 TiO2

의 활성을 떨어뜨린다. 현재 TiO2계가 아닌 가시광 광촉매

로서 WO3, SrTiO3를 비롯한 여러 가지 광촉매들이 연구되

고 있지만 이들 중 반도체 광촉매 중 하나가 bismuth vanadate

(BiVO4) 이다. 이 BiVO4는 가시광 하에서 오염물을 분해하

고 물 분해에 탁월한 광촉매 효과를 나타내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6)

BiVO4는 사방정형 zircon type, 사방정계형 scheelite type,

단사정계형 scheelite type이 있으며 결정상의 형태에 따라

광촉매 특성이 크게 영향을 받으며 단사정계형 BiVO4가 사

방정계형 BiVO4보다 더 우수한 광촉매 활성을 갖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단사정계를 이루는 BiVO4는

V
5+

 이온이 4개의 산소이온과 결합하는 4배위 위치에 존재

하고 Bi
3+

 이온이 산소이온 8면체 위치에 존재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band gap이 2.4 eV이며, 고상반응, 고압 하에서

의 수열합성, 침전법, sol-gel법으로 합성하는 것이 보고되

고 있다.
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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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종래 150
o
C 이상의 고온 하에서 합성하

였던 수열반응과는 달리 좀 더 쉽고 편리하게 합성하는

방법으로서 100
o
C 이하의 저온, 상압 하에서의 침전반응

과 침전반응 후 열처리에 따른 특성들을 고찰하였다.

2. 실험방법

2.1. Bismuth vanadate 합성

출발물질로서 요소(Urea)와 bismuth nitrate [Bi(NO3)3·5H2O]

와 ammonium vanadate (NH4VO3)를 사용하였다. 우선

ammonium vanadate (NH4VO3)를 용해시키기 위하여 물에

요소와 암모니아를 첨가하여 45
o
C로 가열하여 요소를 녹인

용액에 ammonium vanadate (NH4VO3)를 첨가하여 교반시켜

바나듐 수용액을 만든 후 여기에 bismuth nitrate [Bi(NO3)3·

5H2O]를 녹인 용액을 첨가하여 pH = 7.3에서 침전물을 얻

었다. 그리고 그 침전물을 교반시키면서 온도를 승온시켜

95
o
C로 가열하여 그 온도에서 상압 하에서 침전반응을 진

행시켰다. 5시간 정도 반응시킨 후 침전물을 수회 수세하

고 60
o
C에서 12시간 건조하여 BiVO4 분말을 합성하였다.

2.2. 특성 분석

합성된 bismuth vanadate의 결정상의 확인을 위하여 Co Kα

선을 이용하여 λ= 1.7902, 0.05/min, 2θ= 10~90
o
의 조건으로

X선 회절(DE/D 5005, Braker AXS Inc., Germany) 분석하였다.

가열에 따른 상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공기 분위기에서

50
o
C부터 10

o
C/min 승온속도로 700

o
C까지 열분석 장비(TG-

1280, Rigaku, Japan)를 이용하여 TG, DTA를 측정하였다.

결정상의 생성 과정에서 bismuth vanadate 합성 시 사용된

출발물질들의 영향과 bismuth vanadate를 구성하는 원자들

간의 결합에 있어서 변화를 관찰하기 위하여 Spectral range:

4,000~550 cm
-1

, Spectral resolution 0.2 cm
-1 
조건으로 FT-IR

(Vertex 80 v, BRUKER BIOSPIN, USA)분석을 행하였다. 

합성된 분말의 입자 형상을 알아보기 위하여 SEM (scanning

electron micro scopy, JSM-6500F, JEOL) 관찰을 하였다.

합성된 bismuth vanadate 분말의 광흡수 특성과 band gap

을 평가하기 위하여 UV-vis spectrometer (Cary 5000, Varian,

Australia)로 확산반사율(DRS, diffused reflactance spectra)을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침전 반응 온도와 시간의 영향

BiVO4 분말합성 시 합성 온도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

여 합성온도에서 5시간 반응시킨 분말을 수세 건조 후 X

선 회절 분석한 결과를 Fig. 1에 나타내었다. 

Bi
3+
의 6s2 궤도의 전자쌍 존재로 인하여 단사정계형

BiVO4의 Bi-O 다면체가 사방정계형 BiVO4의 Bi-O 다면체

보다 더 많이 distortion되어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단사정

계형 BiVO4와 사방정계의 BiVO4의 결정 구조가 매우 유

사하여 X-선 회절 결과에 대하여 쉽게 결정계를 구분하

기 어렵다. 회절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수직 line을 표

시하였고 Co target 용 JCPDS data로서 사방정형 BiVO4

에 대하여는 JCPDS 14-0133, 단사정계형 BiVO4에 대하

여는 JCPDS 14-0688을 사용하였다. 

Fig. 1로부터 bismuth nitrate 수용액과 ammonium vanadate

수용액의 침전물 상태에서는 결정상이 형성되지 않은 무정

형 상태이나 75
o
C, 95

o
C 각 온도에서 5시간 침전반응시켰

을 경우는 결정성을 가지게 되는데 75
o
C에서 침전반응 시

킬 경우는 사방정계형 BiVO4가 합성되어지며 95
o
C에서 합

성한 것은 단사정계의 결정상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이것은 결정 성장에 있어서 온도별로 핵생성과 결정

성장에 필요한 에너지가 다른 관계로 나타난 것이라 생

각된다.

Bismuth vanadate (BiVO4)의 합성 반응 과정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11)

Stage 1

(NH2)2CO + 2H2O → 2NH3 + CO3↑ + 1/2H2

2NH3 + 2H2O + NH4VO3 +H2O → 3NH4OH + VO3
-

Stage 2

VO3
-

+ H2O → VO4
3-

+ H2↑

Fig. 1. XRD patterns of BiVO4 powders prepared with various 

reaction temperatures under normal pressure of (a) as 

precipitated, (b) 75, and (c) 95
o
C; reaction time=5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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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3

Bi(NO3)3 + 3H2O→ Bi(OH)3 + 3H
+

+ 3NO3
-

Bi(OH)3 → Bi
3+

+3OH
-

 

Stage 4

Bi
3+

+ VO4
3- →  BiVO4

3NO3
-
+ 3NH4

+→ 3NH4NO3

상기의 반응 과정을 통하여 반응에 참여하는 functional

group들을 살펴보면 NH4
+
, CO3

-
 , VO4

3-
, NO3

-
, O-H, C-H ,

Bi-O 등을 예측할 수 있다.

95
o
C에서 침전반응시켜 BiVO4를 합성하는데 있어서 반응

시간별로 결정 생성의 변화를 확인하고자 FT-IR 분석을 행

하여 그 결과를 Fig. 2에 나타내었다. 그 결과 사방정계형

VO4
3-
의 V-O의 진동 peak가 초기 침전물에서는 약하게 나타

나고 있지만 95
o
C에서의 침전반응으로 2시간 경과 시 부터

889, 825, 769, 719, 660 cm
-1
에서 나타나서 5시간 경과 시

더욱 더 발달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것으로부터 BiVO4

결정이 형성되고 있음을 판단할 수 있다. 

889, 825 cm
-1
에서의 peak는 V-O의 대칭 신축진동에 기인

하는 것이고 769 cm
-1
는 V-O의 비대칭 신축진동으로 인한 것

이며 660 cm
-1
에서 peak는 V-O의 굽힘진동에 기인한 것이다.

2,15)

그 외 3454, 3351, 3202, 3050, 1617 cm
-1
에서의 peak

는 BiVO4 합성 시 사용 되었던 요소와 암모니아에 기인

한 것으로 반응초기 침전물 상태일 경우 peak가 크고 강

하게 나타났으나 95
o
C에서 BiVO4가 합성되는 과정에서

암모니아는 휘발하여 사라지는 관계로 침전반응시 시간

이 경과함에 따라 peak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3441, 3350, 3202, 3050 cm
-1
에서의 peak는 NH4

+
의 N-H

대칭 신축진동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1617 cm
-1
에서의 peak

는 N-H의 굽힘 진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또 3250 ~3250과

1635 cm
-1

 영역에서 H2O의 peak와도 겹치고 있는 것으로 보

인다. 그리고 bismuth nitrate, Bi (NO3)5H2O를 묽은 질산에

용해시켜 NH4VO3 수용액과 침전 후 침전반응 과정에서

발생되는 NO3
-
에 의하여 나타나는 1400, 1330, 1050 cm

-1
에

서 peak가 나타나고 있는데 1400,1320 cm
-1
에서의 peak는

NO3
-
의 굽힘 진동에 기인하며, 1050 cm

-1
에서의 peak는 NO3

-

의 대칭신축진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외에 요소의 열분

해로 나타나는 978 cm
-1
에서의 NO peak, 2977, 2858 cm

-1

에서의 C-H peak이 95
o
C에서의 반응과정에서 생성됨을 볼

수 있으며 O-H의 굽힘 진동으로 1156 cm
-1
에서 peak이 반

응 초기에 나타났다가 합성과정 중에 사라짐을 볼 수 있다.

5시간 경과 후 수세 후에도 NO2, NO3
-
, NH4

+
, CH2 등

의 물질이 BiVO4 표면에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며 좀 더

충분한 수세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FT-IR 분석결과를 토대로 95
o
C에서 침전반응시킬 경우

반응시간에 따라 결정상의 변화를 X-선 회절 분석하여

Fig. 3에 나타내었다. Fig. 1에서 침전물 상태에서는 결정

상의 변화를 보이지 않던 것이 95
o
C에서 2시간 반응 후

Fig. 2. FT-IR spectra of BiVO4 powders prepared with  reaction

time of (a) as precipitated, (b) 2 h, and (c) 5 h; reaction

temperature = 95
o
C.

Fig. 3. XRD patterns of BiVO4 powders prepared with  reaction time

of (a) 2, (b) 4, (c) 5, and (d) 7 h; reaction temperature = 95 
o
C.



침전 반응에 의한 가시광 광촉매 Bismuth Vanadate 합성 633

제48권 제6호(2011)

에는 회절 주 peak가 사방정계형 결정상을 가지며 그 외

나머지 peak는 사방정계와 단사정계가 혼합된 결정상을

갖는 것으로 나타내 보이고 있지만 4시간 이상 반응시킨

결과 모두 단사정계 결정상을 띠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s. 1~3의 결과로부터 반응 침전물은 결정상을 가지

지 않다가 가열하여 반응시킴에 따라 75
o
C와 같은 저온

에서는 사방정계형 BiVO4로 결정이 성장하고 95
o
C에서

반응시킬 경우 사방정계와 단사정계형 결정상이 혼재하

여 생성되다가 반응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사방정계형 결

정상은 단사정계형 결정상으로 변해가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단사정계형 결정상을 얻기 위하여는 적어도 4시간

이상 반응을 실시하여야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95
o
C에서 반응 유지시간에 따른 입자형상의 변화를 Fig. 4

에 나타내었다. 그 결과 1시간 반응시킨 결과 입자는 무

정형이며 최대 0.5 µm의 크기를 가지며 5시간 반응 후

0.2 µm 정도의 크기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마

도 Fig. 2와 Fig. 3의 결과로부터 고찰할 경우 초기 침전

물 상태에서 95
o
C의 열수반응으로 산화물로 변할 때 사

방정계형 결정상으로 되었다가 단사정계형의 결정상으로

변해가는 과정에서 NO2, NO3
-
, NH4

+
, CH2 물질의 분해

반응과 VO4
3-
의 V-O간의 비대칭 신축 진동 또는 굽힘 진

동이 발달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3.2. 침전 반응 후 열처리 온도의 영향

95
o
C에서 5시간 침전반응 후 수세 건조한 분말에 대하

여 TG-DTA 분석 결과를 Fig. 5에 나타내었다. 그 결과 합

성된 BiVO4 분말은 승온 열처리에 따라 600
o
C까지 지속

적인 무게감소를 보이고 있으며 200
o
C와 335

o
C에서 발열

peak을 나타내고 있다. 200
o
C에서의 peak는 분말 표면에

흡착된 결정수, NH3, NO3, CH2 등의 물질들이 열분해 되

어져 생긴 것으로 보이며 335
o
C에서의 발열 peak는 미반

응 요소의 분해, 결정상의 변화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열분석 결과를 참고하여 250
o
C부터 650

o
C까지 승온시켜

각 온도에서 1시간 열처리 후 FT-IR 분석 결과를 Fig. 6에

나타내었다. FT-IR 분석 결과 Fig. 2에서 95
o
C에서 5시간

반응 후 수세 건조한 시료에서 나타나고 있는 NH3, NO3,

CH2, H2O 등의 물질이 250
o
C에서 1시간 열처리 하였을

때 대부분이 제거된 것을 볼 수 있으며 요소의 열분해

979.6 cm
-1
에서 나타나는 N-O peak는 일부 존재하다가

300
o
C 이상에서 열처리 시 완전히 사라진 것을 볼 수 있

다. 그리고 889, 825 768, 719, 659 cm
-1
에서 사방정을 갖

는 VO4
3-
의 V-O peak는 300

o
C까지는 결정성이 발달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350
o
C 이상 열처리시 부터는 감소하

기 시작하며 특히 889 cm
-1
에서 peak의 감소는 눈에 띠게

Fig. 4. SEM images of BiVO4 powders prepared with  reaction

time of (a) 1 h and (b) 5h; reaction temperature = 95
o
C.

Fig. 5. Thermal analysis for BiVO4 powders prepared with

precipitation reaction of 95
o
C.

Fig. 6. FT-IR spectra of BiVO4 powders prepared with firing of

various temperature of (a) 250, (b) 300, (c) 350, (d) 450,

(e) 550, and (f) 650
o
C ; treating time = 1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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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고 있다. 

95
o
C에서 침전반응 후 수세, 건조한 BiVO4 분말을 150

o
C

부터 100
o
C 간격으로 650

o
C까지 승온시켜 각 온도에서 1시

간 열처리 후 X선 회절 분석을 통하여 결정성을 평가 한

결과를 Fig. 7에 나타내었다. 그 결과 150
o
C에서 열처리하

였던 회절 대비 250
o
C에서 열처리 하였을 때 회절 강도

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으며 350
o
C 이상 열처리할 경우

열처리 온도가 높을수록 회절 peak가 감소하고 있는데 이

것은 350
o
C 이상에서 지속적인 열분해로 인한 무게 감량

으로 VO4
3-
의 결정성이 파괴되는 것에 기인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열처리로 인하여 단사정계였던 BiVO4 분말이

650
o
C 열처리에서는 주 회절 peak가 사방정계의 결정성

을 갖는 것으로 나나타고 있다.

Fig. 8은 95
o
C에서 5시간 침전반응 후 수세, 건조 한

BiVO4 분말을 열처리한 후 분말의 형상에 대하여 SEM

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Fig. 8(a)와 같은 반응 종료

후 0.2 µm 정도의 크기를 갖는 분말이 450
o
C에서 열처리

하기 까지는 입자의 형상과 크기가 유지되고 있으나 550
o
C

에서 열처리 할 경우 입자간 소결이 진행되어 입자들의

성장과 함께 neck가 형성되고 있으며, 650
o
C에서 열처리

할 경우 입자들이 1.0 µm 이상으로 되어 열처리 전에 비

하여 5배 이상으로 성장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3.3. BiVO4 분말의 광흡수 특성

95
o
C에서 5시간 침전반응 후 300

o
C에서 1시간 열처리한

BiVO4 분말에 대하여 diffused reflectance spectra를 UV-

Vis로 측정하여 가시광 흡수 시 band gap을 측정하기 위

한 UV-Vis에 의한 diffused reflectance spectra 결과를

Fig. 9에 나타내었다. 그 결과 광흡수 파장은 535 nm로 나

Fig. 7. XRD patterns of BiVO4 powders prepared with various

firing temperatures of (a) as precipitated, (b)  150, (c) 250,

(d) 350, (e) 450, (f) 550, and (g) 650
o
C;  treating time = 1h. 

Fig. 8. SEM images of BiVO4 powders prepared with  firing

time of 1 h and various temperatures.

Fig. 9. UV-vis diffused reflectance spectrum of BiVO4 powders

prepared with firing time of 1 h and treating temperature

of 300
o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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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으며 band gap은 2.35 eV로 평가되었고 TiO2의 band

gap이 3.2 eV인 것을 감안해 볼 때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100
o
C 이하의 침전반응을 통하여 bismuth

vanadate (BiVO4) 광촉매를 합성하여 결정 성장과 과정,

입자의 형상 및 광흡수 특성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75
o
C에서의 침전반응에서는 사방정계형 BiVO4로 결정

으로 성장하고 95
o
C에서의 침전반응에서는 반응 초기에

사방정계와 단사정계형 결정상이 혼재하여 생성되다가 반

응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사방정계형 결정상은 사라지고

단사정계형 결정상으로 성장해 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어도 4시간 이상 반응시킬 경우 단사정계형 결정상을

얻을 수 있었다. 또 침전반응 시간을 1시간에서 5시간으

로 변화시킴에 따라 합성되는 입자의 크기는 0.5 µm에서

0.2 µm로 변하였다.

침전 반응 후 250
o
C에서 열처리 할 경우 가장 우수한

단사정계 결정상을 얻을 수 있었으며 광흡수 특성을 평

가한 결과 535 nm 이하의 가시광을 흡수하며 band gap은

2.35 eV로 나타났다. 또 350
o
C 이상의 온도에서 열처리 할

경우 VO4
3-
의 결합에 있어서 열화가 일어나 BiVO4 결정

성의 열화가 발생되며 450
o
C 이상의 온도에서 열처리 할

경우 입자 간의 소결과 함께 입자들의 성장이 동시에 일

어 났으며, 650
o
C에서 열처리 하였을 경우는 BiVO4의 주

회절 peak이 사방정계 결정상으로 변하고 전반적으로 사

방정계와 단사정계가 혼재하는 결정상을 가지면서 입자

의 크기는 열처리 전에 비하여 1.0 µm 이상이 되어 5배

이상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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