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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연구에서는 CeO2 표면에 Ti(SO4)2의 가수 분해를 이용하여 TiO2를 성장시켜 코어-쉘 구
조를 가지는 세라믹 나노입자를 합성 하였다. CeO2/TiO2 코어-쉘 합성에서는 CeO2:TiO2의 몰비, 반응
시간, 반응 온도, CeO2 슬러리 농도, Ti(SO4)2의 pH 조절을 통하여 코어-쉘 구조를 가지는 최적의 합
성 조건을 찾았다. CeO2:TiO2의 최적의 몰비는 1:0.2~1.1, 최적의 반응 시간은 24 시간, 최적의 CeO2 
슬러리 농도는 1%, 최적의 반응 온도는 50℃임을 알 수 있었다. NH4OH 수용액을 이용하여 Ti(SO4)2

의 pH를 1로 맞추어 CeO2 슬러리에 적하하면 10%의 농도를 가지는 CeO2 슬러리에서도 CeO2/TiO2 

코어-쉘 나노 입자를 합성할 수 있었다. 80℃이상의 높은 온도에서 반응을 시키면 CeO2/TiO2 코어-쉘 
구조가 아닌 독립된 TiO2 나노 입자를 형성함을 알 수 있었다. 최적의 반응 온도는 50℃로서 가장 좋은 
구조의 CeO2/TiO2 코어-쉘이 합성되었다.

주제어 : CeO2/TiO2 코어-쉘 나노입자, 가수분해, 황산 티타늄, 세리아, 티타니아

  Abstract : In this study, CeO2/TiO2 nanoparticle with structure of core and shell was synthesized 
by growing TiO2 onto the surface of CeO2 according to hydrolysis of Ti(SO4)2. Reaction time, 
temperature, concentration of CeO2 slurry, pH control of Ti(SO4)2 were optimized about synthesis 
of CeO2/TiO2 core-shell nanoparticle. It was found that optimal mole ratio range of CeO2:TiO2 

was 1:0.2~1.1, the optimal concentration of CeO2 slurry was 1 %, and the optimal reaction 
temperature was 50oC. The optimal concentration of CeO2 slurry could be increased up to 10 % 
by adjusting the pH of Ti(SO4)2 to 1 using NH4OH and adding to CeO2 slurry. If reaction was 
carried at 80oC or higher, the separated TiO2 particles were obtained instead of CeO2/Ti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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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shell nanoparticles. The optimal reaction temperature was 50oC at which good shaped 
core-shell structure of CeO2/TiO2 was obtained. 

Keywords : CeO2/TiO2 core-shell nanoparticles, hydrolysis, titanium sulfate, ceria, titania

1. 서 론

  최근 고부가가치 산업의 하나로 정밀하고 고기
능성을 갖는 재료가 요구됨에 따라 각종 재료의 
성질을 개선하고 고부가가치의 세라믹스를 제조
하려는 연구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의 재료가 갖지 못하는 우수한 기능성 
재료들이 개발되고 있다[1-2]. 특히, 재료의 고기
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으로 초미립화 고순도
화 및 복합화 등에 많은 연구가 행해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복합화 즉, 코어-쉘 형태의 물질을 
합성하여 기존의 재료가 갖지 못하는 우수한 기
능성 재료개발에 목적을 둔다. 코어-쉘은 중심에 
존재하는 코어 물질을 쉘을 형성하는 물질이 둘
러싼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이러한 구조를 가지
는 코어-쉘 나노입자는 2가지 이상의 물질이 단
순히 혼합되어 있는 경우나, 합금으로 존재하는 
경우와 구분된다. 코어-쉘은 각각의 2가지 이상
의 특성을 나타내는 복합 기능의 나노소재로 다
양한 조합에 의한 코어-쉘 구조의 나노입자를 가
진다[3-6].
  본 연구에서는 CeO2 표면에 티타니아(TiO2)를 
성장시켜 코어-쉘 구조를 가지는 세라믹 나노입
자를 합성하였다. 티타니아는 빛의 산란능력이 커
서 페인트의 도료나 화장품의 백색안료, 전극재
료, 선택적 촉매 환원 촉매, 그리고 반도체 특성
을 가지는 물질 중에서는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
되어 진다[7]. 왜냐하면 티타니아는 빛에 의한 부
식성이 없고 생물학적, 화학적으로 무해하여 인체
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산, 염기, 유기용매에 
매우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티타니아는 
열적으로 안정하지 못하여 고온에서 쉽게 상변화
가 일어나고 결정이 성장하여 비표면적이 크게 
줄어드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
해 열적 및 구조적으로 안정한 CeO2를 지지체로 
이용하여 티타니아를 코팅해 높은 비표면적과 특
성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코어-쉘 형태의 입자를 
합성한다[8-9]. 그리고 CeO2의 촉매 활성제나 
촉매 지지체로 사용되는 촉매적 특성까지 나타나 

2가지 이상의 특성을 보이는 복합 기능성 소재로 
장점이 나타나길 기대되어지고 있다[10-16].
  본 논문에서 CeO2/TiO2 코어-쉘 나노 입자의 
합성은 100~120 nm를 가지는 CeO2 나노입자의 
표면에 Ti(SO4)2를 가수분해 반응하여 쉘을 형성
시킨다. CeO2/TiO2 코어-쉘 나노 입자 합성 시 
반응시간, 온도, 농도 및 CeO2의 pH의 조절 등 
다양한 변화를 주어 CeO2/TiO2 코어-쉘 나노입
자의 합성에 대한 최적 조건을 찾고 CeO2와 
TiO2의 몰비를 조절하여 쉘의 두께를 조절해 보
고자 한다. 

 

2. 실 험

2.1. CeO2/TiO2 코어-쉘의 일반적 합성

  본 연구에서는 50℃ 의 가열기에 3-Neck 
flask에서 반응하였으며, CeO2 슬러리에 Ti(SO4)2

를 적하하여 실시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CeO2 슬
러리는 1∼30%의 수분산된 ㈜나노신소재 제품을 
사용하였고 Ti(SO4)2는 KANTO사 제품(순도 
99%)을 사용하였다. Three Neck flask 에 1%의 
CeO2 슬러리를 500g을 넣고 0.1M의 Ti(SO4)2 
13.01g을 적하 funnel을 이용하여 CeO2 슬러리
에 적하한다.(이때, Ce:Ti의 몰비는 1:0.2이다.) 
Mechanical stirrer를 이용하여 25℃에서 24 시간 
동안 교반 후 한 시간 동안 두었다가 흰색의 에
멀젼 형태의 용액을 얻는다. 이 용액을 원심분리 
병에 옮겨 5000 rpm에서 10분 동안 1차 원심분
리 후 물과 에탄올로 세척하여 원심분리 과정을 
반복한다. 세척 후 80℃ 오븐에서 24 시간 동안 
건조 후 생성물을 막자사발에 넣고 분쇄하고, 
Muffle furnace를 이용하여 600℃에서 한 시간 
동안 소결 후 흰색의 CeO2/TiO2 코어-쉘 나노 
powder를 얻었다(Fig. 1).



Vol. 34, No. 4 (2017) CeO2/TiO2 코어-쉘 나노입자의 합성 3

- 748 -

1. CeO2 Slurry + H2O (pH=2)

↓

2. Ti(SO4)2 0.1 M dropping (25℃)

↓

3. Stirrering for 24 hrs

↓

4. Centrifugation

   7000 rpm, 10 min 

   (washing by H2O and  EtOH)

↓

5. Sintering

   (600℃, 1 hr, atmosphere)   

Fig. 1. Procedure of synthesis for CeO2/TiO2 
core-shell nanoparticle.

2.2. 분석기기

  합성 후 생성물의 결정상은 XRD(X-ray 
Diffraction; Rigaku-MINIFLEX)로 측정하였으
며, EDAX(Energy-dispersive X-ray Spectra)를 
사용하여 원소분석을 수행하였다. 합성 후 생성물
의 표면, 크기, 모양 등의 형태적 특성은 
SEM(Scanning Electron Microscopy; JEOL. 
LTD, JSM-6300)통해 분석하였고, TEM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FEI, 
Tecnai F30 super-twin)으로 코어-쉘의 합성 여
부를 최종적으로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토론

3.1. CeO2/TiO2 코어-쉘 나노 입자의 합성

  CeO2/TiO2 코어-쉘 나노 입자의 합성에서 코
어-쉘 입자를 제조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점은 코
어 물질인 CeO2의 모양이나 입자의 분산 상태이

다. 그에 따라 코어의 응집현상, 코팅하고자 하는 
물질이 코어와 별개의 입자로 형성되는 현상, 코
어 전체를 덮지 못하는 불완전한 코팅 등에 문제
점을 해결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육각형태
의 100∼150nm 크기의 균일한 모양을 가지는 
㈜나노신소재의 수분산 CeO2를 코어 물질로 선
택하고 그 표면에 TiO2를 성장시켜 코어-쉘 구
조를 가지는 물질로 합성하였다. 초기의 합성에서
는 변수조절을 하지 않았고 CeO2:TiO2의 몰비를 
1:0.2로, 반응시간을 24시간으로, 반응 온도를 
25oC, CeO2 슬러리의 농도를 1 %로 고정시키고 
합성하였다. 합성 후 코어-쉘 구조로 합성이 되
었는지 여러 가지 분석 방법으로 확인해 보았다. 
  먼저 합성 후 XRD에 의해 CeO2와 TiO2의 
XRD 패턴 및 합성된 CeO2/TiO2 코어-쉘 나노 
입자의 XRD 패턴을 확인해 보았다. Fig. 2에 나
타낸 바와 같이 CeO2의 standard XRD 패턴, 
anatase type의 TiO2의 standard XRD 패턴 및 
합성된 CeO2/TiO2 코어-쉘 나노 입자의 XRD 
패턴을 나타내었다. 합성된 CeO2/TiO2 코어-쉘 
나노 입자의 XRD 패턴은 CeO2의 standard 
XRD 패턴과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코어 물
질의 CeO2는 확인 할 수 있으나 TiO2의 peak는 
확연히 확인 할 수 없었다. 그렇지만 합성된 
CeO2/TiO2 코어-쉘 나노 입자의 XRD 패턴중 

  값이 26∼27도에서 아주 작은 peak를 확인
할 수 있는데 이 peak가 anatase type의 TiO2의 

주 peak(   )와 유사한 위치에서 나타
나는 것으로 TiO2가 존재한다고 가정할 수 있으
나 XRD data만으로는 코어-쉘의 합성 여부를 
판단 할 수 없었고, 단지 CeO2와 TiO2의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었다.
 CeO2/TiO2의 코어-쉘 구조의 형성 여부를 판
단하기 위해 TE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합성
한 생성물을 분석하기 전 CeO2 코어의 물질의 
TEM image를 확인해 보았다. Fig. 3의 (a)를 보
면 코어 물질인 CeO2의 육각형태(hexagonal) 모
양을 확인 할 수 있고 입자 크기는 100∼150 
nm로 확인하였다. CeO2/TiO2 코어-쉘 나노 입
자의 TEM image는 Fig. 3의  (b)에서 볼 수 있
듯이 육각 형태의 CeO2 표면에 TiO2 물질이 6
∼8 nm 정도로 코팅되어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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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b)

(a)

Fig. 2.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a): CeO2, (b): anatase type of 

TiO2, and  (c): CeO2/TiO2 core-shell nanoparticle

(a)   

(b)   

Fig. 3. TEM images of (a): CeO2, and (b): CeO2/TiO2 core-shell nanop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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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tase type of TiO2 

2-Theta d(Å) Intensity (hkl)

25.28 3.52 100 101

36.94 2.43 10 103

37.80 2.37 20 001

38.57 2.33 10 112

48.05 1.89 35 200

53.89 1.69 20 105

Table 1.  XRD standard peak of anatase type of TiO2

(a)  (b)

Fig. 4. TEM image of (a): CeO2/TiO2 core-shell nanoparticle 

              and HR-TEM image (b): CeO2/TiO2 core-shell nanoparticle 

  Fig. 3의 (a)와 (b)에 의해 CeO2/TiO2 코어-쉘 
나노 입자가 합성된 것으로 확인 할 수 있지만 
쉘 부분이 anatase type의 TiO2가 확실한지를 확
인하기 위해 Fig. 4의 (a)에 나타낸 CeO2/TiO2 
코어-쉘 구조의 한 부분을 고분해능 TEM 
(HR-TEM:High Resolution TEM)으로 좀 더 
확대하여 물질의 격자(lattice) 구조를 확인하여 
보았다. 
  Fig. 4의 (b)에서 TiO2의 외각 부분에서 격자
의 길이를 측정하였다. 격자 하나의 길이를 측정
하지 않고 10개의 격자의 길이를 측정하여 평균
값으로 계산하여 Table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d
(Å)과 비교하여 TiO2의 여부를 확인하였다. 외각
부분의 격자 10개의 길이는 Fig. 4의 (b)에서 보
면 3.6 nm, 3.54 nm로 이들 값을 10으로 나누
면 격자 한 개의 길이는 3.6 Å, 3.54 Å이라 볼 

수 있다. Table 1에서 보면   에서의 
anatase type의 TiO2의 격자 길이가 3.52Å임을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Table 1에 제시된 

anatase type의 TiO2의 격자 길이와 Fig. 4의 (b)
에서 고분해능 TEM으로 측정한 격자 길이가 일
치하므로 코어인 CeO2의 외각 부분에 코팅되어 
있는 것이 anatase type의 TiO2 임을 확인 할 수 
있다. CeO2 표면에 코팅된 TiO2는 격자의 밀러 
인덱스(Miller Index)가 101인 anatase type의 
TiO2 임을 것도 확인 할 수 있었다.  
 
3.2. CeO2/TiO2 코어-쉘 나노 입자 합성 시 

     반응 시간에 대한 영향

  CeO2/TiO2 코어-쉘 나노 입자의 합성은 위의 
부분에서 확인하였고, 반응 시간 조절에 따라 3
시간, 6시간, 24시간, 48시간으로 네 가지 조건에
서 실험하였다. 반응 후 TEM 분석을 하여 코어
-쉘은 합성 여부를 확인하였다(Fig. 5). 실험 결
과 3시간 반응 동안에는 Ti4+ 이온이 CeO2 표면
위에 전혀 성장되지 않아 Fig. 5의 a)에서는 
CeO2의 image만 확인 할 수 있었고, 6시간 반응
한 CeO2/TiO2 코어-쉘 나노 입자의 합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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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5.  TEM images of CeO2/TiO2 core-shell nanoparticles after.  
  (a) reaction for 3 hours , (b) reaction for 6 hours, 

  (c) reaction for 24 hours, (d) reaction for 48 hours

TEM image에서는 CeO2 표면위에 Ti4+가 조금 
밖에 성장하여 결과적으로 TiO2가 조금 합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4시간 동안 반응이 진
행된 것과 48시간  동안 진행된 것에서는 TiO2 

쉘의 두께를 보면 크게 차이나지 않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로써 효과적으로 CeO2/TiO2 코
어-쉘 나노 입자의 합성을 위해서는 24시간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3.3. CeO2/TiO2 코어-쉘 나노 입자 합성 시 

     반응 온도에 대한 영향

  CeO2:TiO2의 몰 비(1:0.2)와 반응시간(24시간)
은 고정하고 온도에 따른 합성을 관찰하였다. 온
도 조절은 CeO2 슬러리의 0℃, 25℃, 50℃, 8
0℃로 하여 Ti(SO4)2를 적하하기 전부터 맞춰놓
은 상태에서 적하하여 온도를 유지 시켜주었다. 
실험결과 온도가 낮은 0℃에서는 전혀 합성되지 
않았고, 25℃, 50℃, 80℃에서는 코어-쉘 형태를 
확인 할 수 있었다(Fig. 6). 그러나 Fig. 6에 나타
낸 TEM image를 살펴보면 50℃에서 합성된 
CeO2/TiO2 코어-쉘 나노 입자가 가장 잘 합성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5℃에서는 쉘이 이루
어졌지만 50℃에서 합성된 것보다 쉘의 두께가 
얇고 80℃에서 합성을 시도한 결과 얻어진 생성
물은 CeO2/TiO2 코어-쉘 구조가 아닌 분리되어
진 TiO2 입자를 확인 할 수 있다. 반응 온도를 
80℃로 올리면 Ti4+의 이온 활성이 높아져 CeO2

의 표면과 반응성이 좋아지고, 이에 따라 
CeO2/TiO2 코어-쉘 구조를 얻을 수 있을 것으
로 예상했으나 TiO2 입자가 따로 생성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TiO2 입자가 따로 생성되는 이유
는 Ti(SO4)2가 80℃ 이상에서 Ti(OH)4로 침전되
며 반응이 일어나 TiO2 입자가 따로 생성되는 것
을 알았다.

3.4. CeO2/TiO2  core-shell 나노 입자의

     합성 시 CeO2 슬러리의 농도에 대한 영향

  CeO2:TiO2의 몰비를 1:0.2로, 반응시간을 24
시간으로, 반응 온도를 50oC로 고정시키고 CeO2 
슬러리의 농도만 변화시켰다. 실험결과 CeO2 슬
러리의 농도가 5%와 10%일 때 합성을 시도하였
더니 CeO2의 슬러리의 농도가 1%에서 합성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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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6. TEM images of CeO2/TiO2 core-shell nanoparticles synthesized at

                  (a) 0℃, (b) 25℃, c) 50℃, d) 80℃.

(a)  (b)

 (c)

©
Fig. 7. TEM images of CeO2/TiO2 core-shell nanoparticles from (a) 1% of CeO2 slurry, 

           (b) 5% of CeO2 slurry, (c) 10% of CeO2 slurry. 

것과 달리 제대로 코어-쉘 나노입자가 합성되지 
않았고 독립된 TiO2가 따로 합성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Fig. 7).  

3.5. CeO2/TiO2 코어-쉘 나노 입자 합성 시 

     Ti(SO4)2의 pH에 변화에 대한 영향

  CeO2 슬러리의 농도가 1%의 낮은 농도에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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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반응할 때 모
든 용액의 pH를 측정하였다. 반응 전 1% CeO2 
슬러리의 pH는 2이고, 0.1 M의 Ti(SO4)2의 초기 
pH는 –2 이었다. Ti(SO4)2를 1%의 CeO2 슬러리
에 적하 한 후 반응시킬 때의 pH를 측정해보니 
pH가 1임을 확인하였다. pH 1에서 반응이 일어
나는 것을 가정으로 10% CeO2 슬러리를 기준으
로 CeO2:TiO2의 몰비를 1:0.2로, 반응시간을 24
시간으로, 반응 온도를 50oC로 고정시키고 실험
을 진행하였다. 0.1 M Ti(SO4)2의 pH를 
NH4OH 수용액을 사용하여 pH 1로 맞추어 
CeO2 슬러리에 적하하였다. 이 결과 10%의 
CeO2 슬러리에서도 CeO2/TiO2 코어-쉘 나노 
입자를 합성 할 수 있었다(Fig. 8).
  반응에서 염기성인 NH4OH를 사용하여 
Ti(SO4)2의 pH를 높여줌으로써 SO4

-2를 제거해 
Ti+4가 CeO2 표면에 좀 더 잘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어 10%의 CeO2 슬러리에서도 합성되어 
좀 더 많은 양의 CeO2/TiO2 코어-쉘 나노 입자
를 합성할 수 있게 되었다.     

Fig. 8. TEM images of CeO2/TiO2 core-shell 
nanoparticles by adjusting pH of 
Ti(SO4)2 to 1 and adding to the 10% 
of CeO2 slurry.

 
3.6. CeO2/TiO2 코어-쉘 나노 입자의 합성 시 

     성분 몰비에 대한 영향

  지금까지의 합성 조건을 토대로 CeO2:TiO2의 
몰비를 1:0.2, 1:0.5 및 1:1로 조절하여 TiO2 쉘
의 두께를 조절하는 실험을 하였다. CeO2:TiO2= 
1:0.2 몰비 조건에서는 10 nm의 쉘의 두께를 보
이고, CeO2:TiO2=1:0.5 몰비 조건에서는 16 nm
의 쉘의 두께를 보이고, CeO2:TiO2=1:1 몰비 조
건에서는 22 nm의 쉘의 두께를 보이므로, 

CeO2:TiO2의 몰비 조절을 통하여 쉘의 두께를 
조절할 수 있었다(Fig. 9). 

(a)

(b)

(c)

Fig. 9. TEM images of CeO2/TiO2 core-shell 
nanoparticles according to mole ratio 
of CeO2:TiO2 : (a) CeO2:TiO2=1:0.2, 
(b) CeO2:TiO2=1:0.5,

       (c) CeO2:TiO2=1:1.

  CeO2:TiO2=1:0.2 몰비의 XRD 패턴에서는 
anatase type의 TiO2의    도에서 
XRD peak를 찾을 수 없었으나 1:0.5 몰비와 
1:1 몰비의 XRD 패턴에서는 anatase type의 

TiO2의 peak를   에서 XRD peak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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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d)

(c)

(b)

(a)

     Fig. 10. XRD Patterns for (a): CeO2, (b): anatase type of TiO2

             (c): CeO2/TiO2 core-shell nanoparticles with CeO2:TiO2=1:0.2,
             (d): CeO2/TiO2 core-shell nanoparticles with CeO2:TiO2=1:0.5,

             (e): CeO2/TiO2 core-shell nanoparticles with CeO2:TiO2=1:1.0.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값이 25.28에서의 
peak의 intensity가 낮은 것으로 보아 CeO2 표면
에 성장한 anatase type의 TiO2의 양은 많지 않
았다(Fig. 10).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CeO2 표면에 Ti(SO4)2의 가수 
분해를 이용하여 TiO2를 성장시켜 코어-쉘 구조
를 가지는 세라믹 나노입자를 합성 하였다. 
CeO2/TiO2 코어-쉘 합성에서는 CeO2:TiO2의 
몰비, 반응시간, 반응 온도, CeO2 슬러리 농도, 
Ti(SO4)2의 pH 조절을 통하여 코어-쉘 구조를 
가지는 다음과 같은 최적의 합성 조건을 찾았다. 

 CeO2:TiO2의 최적의 몰비: 1:0.2~1.1
 최적의 반응 시간: 24 시간
 최적의 CeO2 슬러리 농도: 1%
 최적의 반응 온도: 50℃

  NH4OH 수용액을 이용하여 Ti(SO4)2의 pH를 
1로 맞추어 CeO2 슬러리에 적하하면 10%의 농
도를 가지는 CeO2 슬러리에서도 CeO2/TiO2 코
어-쉘 나노 입자를 합성할 수 있었다. 80℃이상
의 높은 온도에서 반응을 시키면 CeO2/TiO2 코
어-쉘 구조가 아닌 독립된 TiO2 나노 입자를 형
성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최적의 반응 온도
는 50℃로서 가장 좋은 구조의 CeO2/TiO2 코어
-쉘이 합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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