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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ano-technology is a super microscopic technology to deal with structures of 100 nm or smaller. This technology

also involves the developing of TiO2 materials or TiO2 devices within that size. The aim of the present paper is to synthesize

WOx doped nano-TiO2 by the Sonochemistry method and to evaluate the effect of different percentages (0.5-5 wt%) of tungsten

oxide load on TiO2 in methylene blue (MB) elimination. The samples were characterized using such different techniques as

X-ray diffraction (XRD), TEM, SEM, and UV-VIS absorption spectra. The photo-catalytic activity of tungsten oxide doped

TiO2 was evaluated through the elimination of methylene blue using UV-irradiation (315-400 nm). The best result was found

with 5 wt% WOx doped TiO2. It has been confirmed that WOX-TiO2 could be excited by visible light (E< 3.2 eV) and that

the recombination rate of electrons/holes in WOX-TiO2 declined due to the existence of WOX doped in TiO2.

Key words photocatalyst, sonochemistry, doping, WOX, TiO2.

1. 서  론

촉매란 화학반응에 참여하여 반응속도를 빠르게 하는 물

질을 말한다. 촉매는 화학반응에 관여하여 활성화 에너지

가 작은 새로운 반응 경로를 만들어 주어 반응속도를 빠

르게 하는 물질이다. 이러한 촉매 반응의 한가지인 광촉

매는 광(光)을 받으면 촉매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이다. 따

라서 광촉매는 빛의 촉매가 아니라 빛이 닿아야만 작용

하는 촉매다. 바꾸어 말하면 빛에너지로 작용하는 촉매이

다. 광촉매는 빛을 흡수하여 에너지가 높은 상태가 되고

그 에너지를 반응물질에 전달하여 화학반응을 일으킨다.

이러한 광촉매 반응은 오래전부터 알려진 사실로서 무기

화합물에 의한 광분해반응(도료에 들어있는 안료에 의해

도료가 열화되는 현상)이 1950년대부터 연구되어 왔다. 그

러나 광촉매에 의한 도료의 열화현상은 도료를 오래 쓰

기 위해서는 억제해야 하므로 광촉매반응은 오랫동안 손

해를 끼치는 현상으로 취급되어 왔다.1)

1960년대 말 산화티탄 전극에 태양광을 쪼여 물을 분

해시켜 수소와 산소를 제조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

후 광촉매를 사용하여도 물을 분해시킬 수 있음을 알게

되었으며, 오일 쇼크로 인한 에너지가 사회 문제로 부각

되었을 때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수소연료를 얻을 수 있

다는 점에서 광촉매 연구가 각광을 받게 되었다.

1970년대 후반부터는 광촉매 반응을 이용하여 유해물질

을 분해하여 무해화 하려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

재 광촉매는 유해 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빛만을 이용하여

여러 종류의 난분해성 화학물질을 안전하고도 쉽게 분해

할 수 있는 환경 친화적인 환경정화 재료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광촉매의 실용화 역시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다.2)

광촉매를 사용하면 수 만도로 아주 높은 온도에서만 일

어날 수 있는 어려운 반응을 실온에서도 진행시킬 수 있

다. 또 화학반응이 시작되면 일반적으로 반응물질이 없어

질 때까지 반응이 진행하므로 도중에 반응을 멈추기 어려

우나, 광촉매반응은 빛의 조사(照射)를 멈추면 반응을 멈

출 수 있다. 이처럼 광촉매는 빛이 없으면 작용하지 않으

며, 반응물질이 광촉매 표면에 접촉해야 반응이 일어나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이산화티타늄을 이용한 광

촉매 반응은 자외선 영역에서만 활성도를 보이고 현재 시

판되고 있는 이산화티타늄 광촉매역시 자외선 활성도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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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것들이다. 이는 태양에너지에서 3~5%를 차지하는 자

외선 영역만으로는 한계를 가진다. 이를 가시광선에서도

반응을 유도할 수 있는 광촉매 분말을 제작한다면 산업

적이나 친환경적으로도 매우 막대한 이익을 가져올 수 있

을 것이다.3) 가시광에서도 반응하는 광촉매분말을 제조하

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통하여 이를 개선하려 시도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초음파를 첨가하여 최적의 분산도와 세

라믹간의 결합을 유고하기 위하여 초음파화학법을 공정에

첨가하였다. 초음파 효과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

다. 바로 음향거리(echo ranging)와 공동현상(cavitaion)이

다. 음향거리란 소리가 가지는 주파수는 기체 및 액체, 고

체를 통과하여 전달될 수 있는데 좋은 예로 잠수함이나

배에서 사용되는 소나(sonar)이다.4)

초음파에 의한 화학적인 효과는 공동현상과 직접적인 관

련이 있다. 보통 이 공동은 액상에서 생성되었다가 터지는

미세 기공(microscopic bubble)으로서 끓는 액체에서는 발

생하지 않는다. 공동현상은 음파의 특성인 압축과 팽창의

반복과정에서 형성되는데, 팽창시에 음의 압력으로 생성되

어 성장하다가 어느정도 이상의 크기가 되면 압축과정에서

터지게 된다. 물의 경우에 순간적으로 5,000K, 200bar 이

상의 극심한 조건이 생성되어 결합이 끊어지고 라디칼이 형

성되는 화학적으로 활성화된 조건에 도달한다. 따라서 반

응의 개시와 촉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개시제나 촉매의 사

용이 불필요하고 청정한 조건에서 안정적으로 반응을 수행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5)

나노분말 공정에서의 분산은 또 하나의 중요한 조건이

다. 광촉매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오염물질이나 반응

체에 닿는 면적을 극대화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초

음파는 최적의 분산도를 제공해 줄 수 있는데 이는 음향

거리 효과에 따른 효과이다.6-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ol-gel 공정에 초음파화학법을 첨

가하여 나노크기의 이산화티타늄 분말을 제조하고 또한 광

반응성을 높이기 위해 이산화티타늄 표면에 WOx를 도핑

하여 고효율 가시광 반응성 광촉매 분말을 만드는 것이

목표이다.

2. 실험 방법

2.1 분말의 제조

WOX가 도핑된 분말을 제조하기 위하여 sol-gel법과

sol-gel 공정과 동시에 초음파를 첨하는 방법으로 실험을 진

행하였다. sol-gel 법으로 분말을 제조하기위하여 APTH

[ammonium (para) tungstate hydrate (Sigma-aldrich, 99%)]

와 titanium (IV) butoxide (Sigma-Aldrich, 97%)]를 준비하

였다. 용매로 butanol 150 m를 사용하여 4목 플라스크에 넣

는다. APTH를 0.5와 1.0 wt%로 준비하여 250 ml의 증류수

에 넣고 초음파 분산기에 넣고 5분간 녹여준다. 그 후 준

비되어 있는 4목 플라스크에 증류수에 녹아있는 텅스텐과

titanium n-butoxide를 조금씩 가해준다. 이때 마그네틱

바와 스터러를 이용하여 320rpm의 속도로 교반해준다. 그

후 80oC의 온도로 4시간동안 암흑조건에서 반응시켜준

다. 또한 콘덴서를 이용하여 증발된 증류수와 n-Butanol

을 다시 플라스크 안에 순환되게 하여 건조되는 현상을

막아준다. 

비교군으로 초음파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Sol-gel 공

정중에 초음파효과를 첨가해 주었다. 23khz, 800W의 초

음파를 2시간동안 가해주어 초음파효과에 따른 분말의 특

성변화를 측정하였다. 초음파 반응기는 설계 제작된 plat-

type으로(Fig. 1) 기존의 horn-type보다 넓은 지역에 고른

에너지를 가해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기존의 sol-gel 법

과 다른점 이라면 마그네틱바 대신 초음파 효과를 이용

하여 혼합 및 합성을 유도하였다. 두 가지 방법으로 제

Fig. 1. The Schematic diagram of the Ultrasonic reactor (Plat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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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된 분말을 반응이 종료된 후 72시간동안 aging하여

evaporator를 이용하여 70oC 온도에서 건조시킨 후 100oC

온도의 진공오븐에서 24시간 완전건조 시켰다. 마지막으

로 450oC온도에서 2시간동안 열처리 한 후 sieve (100 µm

크기)를 이용하여 분말을 제조 하였다. 

2.2 특성평가

두 가지의 공정으로 얻어진 분말의 특성평가는 다음과 같

이 이루어졌다. 광촉매 효과 와 자외선 및 가시광 활성도

를 측정하기 위하여 UV-VIS (Mecasys社 Optizen 2120UV)

를 이용하였다. 10ppm 의 농도로 2 ml 씩을 각 5회씩 측

정하여 그 평균값을 이용하였다. 결정구조 확인을 위해서

XRD (Rikaku社, RNT-2200)을 이용하였으며 TEM (Hitachi

社, HF-2000)을 이용하여 미세구조 관찰 및 성분 분석

(EDX)을 하였다. 그리고 광촉매적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

여 30ppm으로 제작된 20 ml의 Methylene blue를 제거하

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사용된 UV램프는 280~380 nm의

파장을 가진(40W, Sankyo社, Japan)램프를 이용하여 10분

간격으로 UV-VIS를 이용하여 정량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Sol-gel법과 초음파 효과가 첨가된 공정에 의하여 TiO2-

WOX 광촉매 분말을 제조하고 이를 WOX의 첨가량에 따

라 분류 하여(Table 1)에 나타내었다. 각 sample들의 특

징은 열처리 전과 후로 나눌 수 있으며 열처리전의 분말

은 연한 회색의 미분말로 XRD 측정시 비정질의 구조로

인하여 피크가 발생하지 않았다. 열처리후의 sample은 옅

은 노란색을 띄며 XRD측정시 Anatase의 구조를 보여주

었다. 또한 Rutile의 구조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열처

리 온도가 450oC에서 처리되어 370oC부근에서 Anatase에

서 Rutile로 변환되기 시작하는 TiO2의 열 특성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Fig. 2는 sample 2A의 XRD 측정결과

이다. 미량의 WO의 패턴을 관찰할 수 있다. 본 실험에서

열처리 온도가 450oC가 선택된 이유는 sol-gel 공정에서 사

용된 n-Butanol 및 ammonium등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다.

TEM 측정결과 20~30 nm의 크기를 가진 TiO2 입자를 확

인 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초음파 법을 첨가하여 실

험을 진행한 이유는 초음파의 강한 분산효과와 분쇄 및 결

합효과를 이용하여 WOX 도핑된 TiO2 분말을 만들기 위

해서 이다. 초음파의 특성상 낮은 출력에서는 초음파세척

기와 같이 세척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높은 출력에서는

cavitation을 이용한 분쇄 및 결합 그리고 높은 분산효과

를 보여준다.9) 선행 연구되어 발표된 초음파법을 이용한

TiO2-Ag2O의 합성10)의 결과에서 보여준 3~4 nm크기의 Ag

particle 이 도핑된 TiO2와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 실험

을 진행하였다. 다만 선행연구 에서는 도핑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surfactant를 사용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sol-gel공

정과 병행하여 초음파법을 첨가하였다. Table 1의 sample

1A에서의 TEM 관찰 결과는 20~30 nm 크기의 TiO2 입자

에 도핑되어 있는 WOX를 찾을 수 없었다. 이유는 WOx

Fig. 2. TEM image of sample 1A TiO2-WOx (box is WOx).

Fig. 3. XRD analysis of TiO2-1wt% WOx powder by sol-gel with

sonochemistry reaction. 

Table 1. TiO2-WOx photocatalyst sample list. 

Name
Composition 

(wt%)
Ultrasonic Calcined Methods

Sample 1 0.5 450oC, 2hr Sol-gel 

Sample 1A 1 450oC, 2hr Sol-gel 

Sample 2 0.5
23.3Khz, 

800w
450oC, 2hr with U.S

Sample 2A 1
23.3Khz, 

800w
450oC, 2hr with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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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자들이 서로 응집되어 있는 형태 (50 nm이상의 크기)를

(Fig. 3)관찰 할 수 있다. 이는 sol-gel공정에서 물에 녹아

있는 텅스텐 이온들이 TiO2가 형성될 때 플라스크안에 첨

가되어 도핑 후 분말이 형성되는 효과를 기대하였으나 마

그네틱 스터러를 통한 분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생

각된다. 즉 조금씩 첨가되는 텅스텐 수용액의 낮은 분산

으로 인해 텅스텐끼리 응집되어 산화분말형태를 이루어 최

종적으로 도핑 되어있는 효과보다는 혼합되어있는 형태를

가진 것이다. 하지만 초음파효과를 첨가한 sample 에서는

선행연구10)와 같은 고르게 분산되어 (3~5 nm 크기)의 고

른 도핑 되어있는 분말을 얻을 수 있었다(Fig. 4). 이를 통

하여 최종적으로 2.8eV의 band gap을 가지고 있는 WOX

가 3.2eV의 band gap을 가지고 있는 TiO2 표면에 도핑되

어 전자를 공급해 주므로써 자외선에서만 반응하는 기존

의 TiO2 분말에 가시광 영역에서도 활성도를 보여주게 된

다(Fig. 5). 이결과는 UV-VIS를 통한 측정에서 그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sol-gel 공정에서 제작된 분말이 360 nm

의 파장대역 이후에서도 반응성을 보이나 혼합되어있는 한

계로 인하여 전체적인 가시광영역대 에서의 반응성은 높

지 않다. 하지만 초음파를 이용한 분말의 특성은 가시광

영역대에서도 높은 활성도를 보여주고 있다(Fig. 6). 하지

만 0.5wt%가 첨가된 sample은 기존의 sol-gel법에서 만들

어진 분말이나 초음파법을 통하여 만들어진 분말과 비슷

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1wt%가 첨가된 sample이 다른

sample들보다 높은 활성도를 보여주었다. Fig. 7은 sample

1A와 sample 2A를 이용하여 methylene blue 제거실험을

진행하였다. 1시간동안 진행된 실험에서 sample1 A는 약

Fig. 5. The Schematic diagram of the charge separation and the photocatalytic activity for the photocatalysts. 

Fig. 4. TEM image of sample 2A WOx doped TiO2 photocatalyst.

Fig. 6. UV-VIS diffuse reflection spectrum sample2A : with ultrasonic

reaction, sample 1A : sol-gel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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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의 제거율을 보여주며, sample 2A는 약 75%이상의

제거율을 보여준다. 이는 Fig. 5에서 보여준 넓은 광반응

성과 3~5 nm크기의 WOX가 TiO2와 결합하여 넓은 비표

면적을 통하여 빠른 methylene blue 제거율을 보여준 것

으로 사료된다. 

4. 결  론

최종적으로 처음부터 의도했던 초음파를 이용한 분산과

결합을 이용한 TiO2-WOX 광촉매 분말을 합성하였다. 계

면활성제를 사용하지 않고 초음파 효과만으로 sol-gel 공

정에서 WOX의 도핑과 분산효과가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가시광 영역 및 넓은 비표면적으로 인하여

높은 광활성도 및 methylene blue 제거율을 보여주는 것

을 확인하였다. 친환경적으로 적은 에너지를 이용하여 제

조된 광촉매분말은 친환경분야와 에너지 분야에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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