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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성 액체는 특유의 높은 극성, 낮은 녹는점, 비휘발성, 높은 열안정

성 등의 물리적 특성으로 인해 많은 주목을 받아왔다. 이러한 이온성 액

체의 특성은 염료감응형 태양전지나 축전지와 같은 응용분야에서 활용할

만한 가치를 지닌다.

염료감응형 태양전지의 경우, acetonitrile 계열의 전해질을 가장 많이

사용하지만 이 전해질이 가진 특유의 불안정성은 아직 해결하지 못한 가

장 큰 문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시도 중에 이온성 액체의 특

성을 이용해 이를 염료감응형 태양전지 전해질의 첨가제로서 사용하는

방안은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acetonitrile과 1-butyl-3-methylimidazoliumtetraflu

oroborate 혼합물, 그리고 acetonitrile과 1-hexyl-3-methylimidazoliumt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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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fluoroborate 혼합물의 기-액 상평형을 283.15K에서부터 333.15K까지

10K의 간격으로 여러 온도와 조성에서 측정하였고 Peng-Robinson

equation of state와 one-fluid mixing rule, Wong-Sandler mixing rule,

그리고 nonrandom two liquid model을 통해 실험 결과의 상관관계를 분

석하였다.

그 결과 Peng-Robinson equation of state와 Wong-Sandler mixing

rule, 그리고 nonrandom two liquid model을 이용했을 때 실험 결과를

잘 서술할 수 있었다.

주요어 : 아세토나이트릴; 이온성 액체; 상평형; 염료감응형 태양전지.

학번 : 2010-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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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오늘날 지구는 인류의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여러 부작용을 겪고 있다.

지구 평균 기온의 상승은 산업화가 지구 환경에 끼치는 심각한 폐해 중

하나이다.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의 주원인은 바로 온실가스이다. 온실가스

는 화석연료의 연소에 따라 주로 발생하는 CO2, CH4 등을 일컫는다. 대

표적인 것들은 Table 1.1[1]에 들어있다.

세계 각국은 이러한 온실가스 발생에 따른 위험성을 인식하고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1997년 일본 교토에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등을 채택하여 지구 온난화에 공동 대응

하고 있다.

이러한 대응방안 중 대표적인 것 하나가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이다.

신·재생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화시켜 이용하거나 햇빛, 물, 지열

(地熱), 강수(降水), 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

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2]를 말한다. 국제에너지기구(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는 2008년에 발표한 「IEA Energy Technology

Perspective」에서 Table 1.2[3]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5년부터 2050년

까지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신·재생에너지가 21%의 역할을 차지할 것이

라 예상하였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여러 나라는 신·재생

에너지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05년 미국 의회는 포괄적 에

너지 법안인 「2005 에너지 정책 법안(Energy Policy Act of 2005)」을

통과시켜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2025년까지

중동 원유 수입의 75%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4].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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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역시 2008년, 「제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신·재생에너

지 분야에 대한 전략적 지원 계획을 발표하였다.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산업에서 가장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이는 분야

는 태양광에너지산업이다. 태양광산업은 2011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산업 전체 매출의 72%를 차지하고 있다[5]. 세계 태양전지

시장 역시 Figure 1.1에 나타낸 바와 같이 모듈 생산량 기준으로 매년

45% 이상의 가파를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6].

태양전지는 구성 물질을 기준으로 할 때, 무기물 태양전지(inorganic

solar cell)와 유기물 태양전지(organic solar cell), 그리고 염료감응형 태

양전지(dye-sensitized solar cell)로 나눌 수 있다. 무기물 태양전지는 실

리콘 계열 태양전지와 CdTe, GaAs, CIGS(Copper Indium Gallium

Selenide)와 같은 반도체 태양전지를 일컫는 말이다. 유기물 태양전지는

전자주개(electron donor) 특성과 전자받개(electron acceptor) 특성을 갖

는 유기물로 구성된 태양전지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염료감응형 태양전

지는 염료 분자가 화학적으로 흡착된 표면의 n형 나노입자 반도체 산화

물 전극이 빛을 흡수하면 염료분자가 전자-양공 상을 생성하고, 전자는

반도체 산화물의 전도띠로 주입되며, 반도체 산화물 전극으로 주입된 전

자가 나노 입자 사이의 계면을 통하여 투명 전도성 막으로 전달되어 전

류를 발생시키는 전지이다[7]. 이 중 염료감응형 태양전지는 다른 태양전

지에 비해 제조 단가가 저렴하며 박막 형태를 가져 다양한 방면에 활용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염료감응형 태양전지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실리콘계

열의 전지가 상용 태양전지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는 염료감응형 태

양전지가 가지고 있는 아직 해결하지 못한 몇 가지 결점 때문이다. 염료

감응형 태양전지가 가진 결점으로는 우선 낮은 효율을 들 수 있다. 2011



- 3 -

년 말을 기준으로 지금까지 발표된 염료감응형 태양전지의 실험실 최고

효율은 11.2%이다. 이에 비해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의 실험실 효율은

단결정 형의 경우 25%, 다결정 형의 경우 20.4%로서 염료감응형 태양전

지는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실험 효율의 절반에 그치는 효율을 보이고

있다[8].

염료감응형 태양전지가 가진 두 번째 결점은 바로 전지의 내구성이 약

하다는 점이다. 염료감응형 태양전지가 가진 약한 내구성의 주요 원인은

전지를 높은 온도에서 오랜 시간 사용할 경우 acetonitrile과 같은 통상적

인 액체 전해질이 물리적 팽창과 증기압의 상승을 일으켜 전지 밖으로

새어나가는 것이다[9]. 이 문제는 지금까지도 염료감응형 태양전지의 장

시간 안정성 확보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10].

그동안 염료감응형 태양전지의 내구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안

이 제시되었다. 그 중 하나는 전해질을 acetonitrile이 아닌 다른 물질로

교체하는 것이다. 예로서 전해질을 acetonitrile보다 높은 boiling point를

가진 다른 물질인 glutaronitrile과 같은 물질로 바꾸어보려는 시도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때의 전지 효율은 acetonitrile을 전해질로 사용할 경

우에 비해 매우 낮은 효율을 보이며 효용성의 한계를 나타냈다[11]. 이러

한 시도에 이어 기존 acetonitrile 계열 전해질의 물리적 불안전성과 다른

계열 전해질의 낮은 효율을 극복하기 위한 시도로서 이온성 액체와

acetonitrile의 혼합물을 염료감응형 태양전지의 전해질로 사용하는 방안

이 제시되어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2-21].

이온성 액체란 일반적으로 100°C 이하의 낮은 melting temperature를

가지는 유기 염으로 정의한다. 이온성 액체는 유기 혹은 무기 음이온과

양이온으로 이루어져 있다[22]. 이온성 액체는 비휘발성이며 불연성이고

열적으로 안정한 성질을 가진다[23]. 이 밖에도 Table 1.3[24]에서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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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듯이 상온에서 용융 상태로 존재하는 염으로서 높은 전기전도도를 가

진다. 그러나 이온성 액체는 Table 1.4[25]에 나타낸 바와 같이 특유의

높은 점성도로 인해 일반적인 전해질에 비해 물리적 확산 속도가 느리

다. 따라서 아직까지 이온성 액체만을 전해질로 사용해서는 acetonitrile

과 같은 기존의 휘발성 유기 전해질을 완벽히 대체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26].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해질로서의 높은 효율

성을 보이는 acetonitrile과 증기압이 낮으며 높은 전기전도도를 나타내는

이온성 액체의 혼합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염료감응형 태양전지의 기존 전해질인 acetonitrile과 이

온성 액체인 1-butyl-3-methylimidazoliumtetrafluoroborate(이하 BMIm

BF4), 그리고 acetonitrile과 1-hexyl-3-methylimidazoliumtetrafluorobora

te(이하 HMImBF4) 혼합물의 기-액 상평형을 측정하고 Peng-Robinson

equation of state(이하 PR EOS), one-fluid mixing rule, Wong-Sandler

mixing rule, Nonrandom two liquid(이하 NRTL) model을 사용하여 혼

합물의 조성과 온도, 압력 사이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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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greenhouse gases.

온실가스
지구온난화

지수*

온난화

기여도**
수명 주요 배출원

CO2 1 55 100 - 250
연료사용/

산업공정

CH4 21 15 12
폐기물/

농업/축산

N2O 310 6 120

산업공정/

비료사용/

폐기물

HFCs 140–11,700

24 70 - 550

냉매/용제/

발포제/

세정제

PFCs
6,500–

11,700

냉동기/

소화기/

세정제

SF6 23,900

충전기절연

가스/반도체

식각용 가스

* CO2가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상대적 척도

(CH4 1톤 배출이 CO2 21톤 배출과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

** 대기 농도 중 농도 관점에서의 온실가스별 온난화 기여 비율.



- 6 -

Table 1.2 Expected contribution to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2005-2050).

감축 수단
에너지

효율
연료 전환

신·재생

에너지
원자력

탄소

포집·저장

감축 비중 36% 18% 21%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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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 Electrical conductivities() of the investigated ionic

liquids.

/S·m-1

t /°C EMImBF4 BMImBF4 HMImBF4 OMImBF4
-35 - 0.00212 0.000405 0.0001524

-25 0.1059 0.00778 0.001685 0.000650

-15 0.228 0.0225 0.00544 0.00218

-5 0.423 0.0542 0.01451 0.00605

5 0.703 0.1132 0.0332 0.01441

15 1.076 0.211 0.0672 0.0304

25 1.546 0.352 0.1229 0.0579

35 2.11 0.556 0.207 0.1012

45 2.77 0.821 0.326 0.1647

55 3.51 1.150 0.483 0.252

65 4.34 1.545 0.683 0.368

75 5.23 2.00 0.926 0.512

85 6.20 2.52 1.214 0.688

95 7.22 3.10 1.545 0.895

105 8.29 3.73 1.92 1.134

115 9.41 4.41 2.33 1.403

125 10.56 5.13 2.78 1.701

135 11.75 5.88 3.26 2.03

145 12.97 6.64 3.77 2.38

155 14.22 7.45 4.31 2.75

165 15.48 8.29 4.88 3.15

175 16.75 9.15 5.46 3.56

185 18.03 10.04 6.07 3.99

195 19.3 10.94 6.69 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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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4 Viscosity data (25°C, unless indicated otherwise) for

several ionic liquids.

Ionic liquid

Viscosity/cP

(Water

equilibrated)

Viscosity/cP

(Dried)

[C4MIm][I] 1110

[C4MIm][BF4] 219

[C4MIm][PF6] 397 450

[C4MIm][Tf2N] 27 69

[C6MIm][Cl] 716

[C6MIm][PF6] 452 585

[C8MIm][Cl] 337

[C8MIm][PF6] 506 682

[C4MIm][Tf2N] 52

[C4MIm][CF3CO2] 73

[C4MIm][CF3SO3] 90

[C4MIm][CF3CF2CF2CF2SO3] 373

[C4MIm][BF4] 43

[C4MIm][Tf2N] 28

[C4MIm][BF4] 233

[C4MIm][BF4] (20°C) 154

[C4MIm][BF4] (20°C) 66.5

[C4MIm][BF4] (30°C) 43

[C4MIm][BF4] (20°C) 154

[C4MIm][BF4] (30°C) 91.4

[C4MIm][BF4] (20°C) 314

[C4MIm][BF4] (30°C) 177

[C4MIm][PF6] (20°C) 371

[C4MIm][PF6] (30°C) 204

[C4MIm][PF6] (20°C) 680

[C4MIm][PF6] (30°C) 363

[C4MIm][PF6] (20°C) 866

[C4MIm][PF6] (30°C) 452

[C4MIm][PF6]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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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World solar cell production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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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

2.1. Cubic Equation of State

2.1.1. Peng-Robinson Equation of State

Ding-Yu Peng과 Donald B. Robinson은 1976년에 다음과 같은 형태의

상태방정식을 제안하였다[27].

 





(2.1)

위 식을 compressibility factor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2.2)

여기서 , 의 값은 아래와 같다.

   


(2.3)

 


(2.4)

PR EOS의 장점 중 하나는 critical property와 acentric factor를 알면

열역학적 물성을 간단히 계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식(2.1)을 critical

point에 적용하면 아래와 같은 식을 얻을 수 있다.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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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그리고 이 때, 의 값은 0.307이다.

Critical temperature 이외의 온도에서는 아래와 같은 식을 써서 파라미

터를 계산한다.

 · (2.7)

  (2.8)

 


(2.9)

    (2.10)

이 때, 은 reduced temperature를 나타낸다.

PR EOS를 이용해 순수물질의 fugacity를 구할 때는 식(2.11)을 사용하

며, 혼합물의 경우는 식(2.12)를 써서 fugacity를 구한다.

ln


   ln  

 ln


 
  


 (2.11)

ln


 


  ln  













 






ln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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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Mixing Rules

2.2.1. Van der Waals One-fluid Mixing Rule

상태방정식을 이용해 혼합물의 상평형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mixing rule을 사용해야 한다. Van der Waals one-fluid mixing rule은

혼합물이 마치 하나의 물질처럼 행동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PR EOS를

적용할 때, 혼합물의 상평형을 적절히 표현할 수 있는 파라미터를 구하

는 방법이다. Van der Waals one-fluid mixing rule을 이용해 혼합물의

파라미터를 구하는 식은 아래와 같다.

 





 (2.13)

 





 (2.14)

    (2.15)

각각의 parameter와 virial coefficient 의 관계는 아래 식과 같다.

 


(2.16)

통계역학에 의하면 the second virial coefficient는 이차식이며 아래와

같이 표현 가능하다.







 (2.17)

따라서 혼합물의 the second virial coefficient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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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2.2.2. Wong-Sandler Mixing Rule

one-fluid mixing rule이 확연한 비이상성을 보이는 혼합물에도 일반적

으로 완벽히 잘 들어맞는 것은 아니다.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 David

Shan Hill Wong과 Stanley I. Sandler는 1992년에 Wong-Sandler

mixing rule을 발표하였다[28].

이 mixing rule은 두 가지 중요한 사실에 기초를 두고 있다. 첫째는

one-fluid mixing rule이 조성에 대해 갖는 the second virial coefficient

의 의존성을 입증하는 충분조건이긴 하지만 필요조건은 아니라는 것이

다. Van der Waals one-fluid mixing rule은 아래의 관계를 만족시키기

위해 두 개의 함수 , 에 제한을 두었다.



  


(2.19)

이 mixing rule은 the second virial coefficient 상호 매개면수 를 도

입했다.

이 mixing rule이 기초를 두고 있는 두 번째 사실은 혼합 시 excess

Helmholtz energy가 excess Gibbs energy보다 압력에 덜 의존적이라는

점이다.

         
(2.20)

위 등식 중 첫 번째 등식은      에 의해 성립하는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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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항이 낮은 압력에서 매우 작기 때문이다. 두 번째 등식은

 가 압력과 밀도에 대해 독립적이기 때문에 성립하는 것이다. 와 

에 대한 두 번째 등식은 다음의 조건으로부터 나온다.


   ∞    ∞    

(2.21)

위 식에서 아래첨자로 쓰인 는 상태방정식으로 유도한 Helmholtz

free energy를 말하며, 아래첨자가 없는  와  는 free energy나

activity coefficient model을 통해 구한 값을 나타낸다.

이러한 등식들을 조합하면 다음의 mixing rule을 얻을 수 있다.




 


(2.22)

 


(2.23)

 
  (2.24)

 




 
(2.25)

식(2.25)에서 는 상태방정식에 의존하는 상수로서, PR EOS의 경우 아

래와 같다.

   ln  (2.26)

이 때,  를 구하기 위해 어떠한 excess free energy model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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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Nonrandom Two Liquid Model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Wong-Sandler mixing rule을 적용하기 위해

서는  를 구해야 한다. 따라서 activity coefficient model을 함께 적용

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NRTL model을 사용하였다. NRTL model을

간단히 표현하면 다음 식과 같다.



∞


 
  






  






  





(2.27)

  exp (2.28)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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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3.1. 실험 물질

BMImBF4는 시그마알드리치코리아 사에서 구입하였고 순도는 98.5%

이상이다. 수분 함유량은 0.05% 이하이며 수분 제거를 위해 실험 전에

24시간동안 70°C에서 진공 펌프를 이용하여 정제하였다. BMImBF4의 구

조는 Figure 3.1에 나타내었다. HMImBF4는 일본의 Tokyo Chemical

Industry 사에서 구입하였다. 순도는 97% 이상이다. HMImBF4 역시

BMImBF4와 마찬가지로 수분 제거를 위해 실험 전에 24시간동안 70°C

에서 진공 펌프를 이용하여 정제하였다. HMImBF4의 구조는 Figure 3.2

에 나타내었다. Acetonitrile은 시그마알드리치코리아사에서 구입하였고

순도는 99.8%이다. Acetonitrile은 별도의 정제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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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 1-butyl-3-methylimidazoliumtetrafluorobo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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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 1-hexyl-3-methylimidazoliumtetrafluorobo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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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상평형 측정 장치

Figure 3.3에 실험장치의 대략적 그림을 나타내었다. Phase equilibrium

cell은 혼합 상태 확인 등을 위해 내부를 관찰할 수 있는 view cell을 사

용하였다. Cell 내부의 온도는 미국의 Fluke-Hart Scientific 사의 100Ω 

platinum resistance thermometer인 5614 모델로 측정하였으며

Fluke-Hart Scientific 사의 digital indicator인 1502A 모델과 연결해 사

용하였다. Cell 내부의 압력은 미국 Redlion 사의 pressure indicator인

PAXS0000 모델과 연결한 미국 sensotec 사의 digital pressure

transducer인 STJE-50 모델을 사용해 측정하였다. 또한 cell의 온도 유

지를 위해 한국 JEIO TECH 사의 refrigerating bath인 RW-3025G 모델

에 cell을 넣어 온도를 조절하며 실험하였다.

Digital pressure transducer와 pressure indicator, 그리고 thermocouple

과 temperature indicator는 각각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주식회사 피디케

이에서 교정을 하였으며 압력의 불확도는 ±0.079kPa, 온도의 불확도는

±0.021K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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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3 Schematic of apparatus. (1) Phase equilibrium cell, (2)

Magnetic stirrer, (3) Mechanical vacuum pump, (4) Digital pressure

transducer, (5) Thermocouple, (6) Feed container, (7) Pressure

indicator, (8) Temperature indic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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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실험 방법

±0.01g의 오차를 가지는 저울을 이용하여 비어있는 feed container의 질

량을 측정한다. Feed container에 acetonitrile을 넣은 후 343K을 유지하

고 있는 오븐에 feed container를 넣는다. Feed container를 70°C로 유지

한 오븐에서 약 2시간가량 가열한 후 진공펌프를 이용해 약 2분간

degassing한다. 그 다음 동일한 저울을 이용하여 degassing후의 feed

container 질량을 측정한다.

동일한 저울을 이용하여 magnetic stirring bar를 포함한 빈 view cell

의 질량을 측정한다. Vacuum 오븐에서 미리 정제한 이온성 액체를

view cell에 담고 질량을 측정한 후 cell을 조립한다.

그 다음 acetonitrile이 들어있는 feed container와 연결된 밸브를 열어

acetonitrile을 cell에 주입한다. Acetonitrile을 주입한 cell을 thermostat

bath에 넣고 283.15K부터 10K씩 온도를 올려가며 333.15K까지의 bubble

point pressure를 측정한다. 일정한 온도와 압력이 약 1시간동안 유지될

경우 평형 상태에 도달한 것으로 보고 그 때의 온도와 압력을 기록한다.

이때, 이온성 액체와 acetonitrile의 적절한 혼합을 위해 magnetic

stirring bar를 이용해 혼합물을 교반시킨다. 이 과정 중에 수시로 view

cell 내부를 확인하며 원활한 혼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측정을 모두 마친 후, 남은 acetonitrile이 들어있는 feed container를 분

리해 air gun을 이용해 외부의 불순물을 모두 제거한다. 그리고 feed

container의 질량을 측정한다. 이때 측정한 값과 degassing 후 측정한

feed container의 질량 차이를 이용해 실제로 cell에 주입한 acetonitrile의

질량을 계산한다.

실험을 마치면 cell 외부의 물기를 깨끗이 제거한 후 이온성 액체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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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한 view cell을 vacuum 오븐에 약 24시간동안 보관한다. 실험 후 이온

성 액체 내의 acetonitrile과 수분 제거를 위한 정제를 마치면 다시 이온

성 액체를 포함한 cell의 질량을 측정하여 처음 측정한 값과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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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 결과 및 고찰

BMImBF4와 acetonitrile, HMImBF4와 acetonitrile 이성분계 혼합물의

조성을 달리하며 bubble point pressure를 283.15에서 333.15K까지 10K

의 간격으로 측정하였다. 실험 데이터는 각각 Table 4.1과 4.2에 기재하

였다. 실험 데이터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평형 압력을 3회 반복하여

측정하였다. 이때의 표준편차 값 역시 각각 Table 4.1과 4.2에 함께 나타

내었다. 또한 bubble point pressure()와 acetonitrile의 mole fraction

()의 isotherm diagram은 각각 Figure 4.1과 4.2에 나타냈고 이를 구하

기 위해 필요한 각 물질의 critical constant와 acentric factor는 Table

4.3[29-30]에 나타냈다. PR EOS와 one-fluid mixing rule을 사용하여 얻

은 각 온도별 binary parameter와 각각의 average absolute deviation of

pressure(이하 AADP(%))값은 각각 Table 4.4와 4.5에 기재하였다.

AADP(%) 값은 식(3.1)을 이용해 구한다.

  


  




  




  
× (3.1)

PR EOS와 Wong-Sandler mixing rule, NRTL model을 사용하였을 때

얻은 각 온도별 binary parameter와 ,  값은 각각 Table 4.6과

4.7에 기재하였다. 또한 bubble point pressure()와 acetonitrile의 mole

fraction()의 isotherm diagram은 각각 Figure 4.3과 4.4에 나타냈다.

혼합물의 bubble point pressure는 특정 온도 하에서 계산하였다. 이

때, 비 휘발성인 이온성 액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상은 순수한

acetonitrile로 이루어졌음을 가정하였다. Correlation 시, object function

값이 최소가 될 때의 binary interaction parameter를 구하였다. 이때,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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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의 binary interaction parameter를 얻기 위해 simplex algorithm을 사

용하였다[31]. 계산에 사용한 object function은 아래와 같다.

  
  




  




  
(3.2)

위 식에서 은 데이터의 수이며 
는 PR EOS를 이용해 계산한 압

력, 
  는 실험을 통해 얻은 압력이다.

PR EOS와 one-fluid mixing rule을 사용하여 AADP(%) 값을 구한 결

과 BMImBF4와 acetonitrile 혼합물, HMImBF4와 acetonitrile 혼합물 모

두 303.15K부터 333.15K까지는 5% 미만의 값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283.15K과 293.15K까지는 그 값이 각각 211.4%와 39.69%, 그리고

190.1%와 43.41%로서 결과가 좋지 못하였다. 반면에 PR EOS와

Wong-Sandler mixing rule, 그리고 NRTL model을 사용하여 계산한 경

우 Table 4.6과 4.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83.15K의 경우를 제외하면

모두 5% 이내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로써 PR EOS와 one-fluid mixing rule을 이용했을 때의 결과가 PR

EOS와 Wong-Sandler mixing rule, 그리고 NRTL model을 사용해 계산

했을 때의 결과보다 좋지 않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이는 혼합물의

특성을 상대적으로 더 우수하게 표현하는 Wong-Sandler mixing rule과

NRTL model의 특성이 이온성 액체인 BMImBF4와 HMImBF4가 보이는

상거동의 특성을 기술하는 데에 더욱 적합했기 때문이다.

또한 두 경우 모두 저온에서 큰 AADP(%) 값을 보인 원인을 살피기

위해 이온성 액체의 조성이 높은 구간의 실험 결과를 배제하고 다시

correlation하여 AADP(%) 값을 구해보았다. 그 결과 두 혼합물의 경우

모두 283.15K에서 각각 57.44%, 42.48%를 나타냄으로써 이온성 액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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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높은 구간의 실험 결과를 포함하였을 때에 비해 현저히 낮은

AADP(%) 값을 보임을 알 수 있었으며, 이때 역시 낮은 온도에서 상대

적으로 낮은 AADP(%) 값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PR EOS와

one-fluid mixing rule을 사용한 경우 높은 AADP(%) 값을 보인 것은

액상의 fugacity 계산 시 이온성 액체의 조성이 큰 영역, 특히 저온 영역

일수록 커지는 이온성 액체 혼합물의 비이상성 때문일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온성 액체의 조성이 큰 영역을 제외하고 correlation한 결과는 Table

4.8과 4.9에 나타내었으며, 이때의 bubble point pressure()와

acetonitrile의 mole fraction()의 isotherm diagram은 Figure 4.5와 4.6

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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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 Experimental bubble point pressure data of the

acetonitrile(1) + BMImBF4(2) system for different acetonitrile mole

fractions.

Mole fraction

of acetonitrile,



(K) (kPa)
Standard

deviation

0.10 283.15 0.19 0.010

293.15 0.62 0.000

303.15 1.03 0.006

313.15 1.81 0.006

323.15 2.21 0.020

333.15 3.29 0.010

0.18 283.15 0.55 0.015

293.15 1.29 0.006

303.15 2.00 0.012

313.15 3.21 0.006

323.15 4.46 0.010

333.15 6.82 0.017

0.22 283.15 0.83 0.000

293.15 1.58 0.021

303.15 2.51 0.010

313.15 3.91 0.031

323.15 5.67 0.015

333.15 8.50 0.012

0.25 283.15 1.05 0.006

293.15 1.88 0.000

303.15 3.04 0.006

313.15 4.66 0.015

323.15 6.97 0.012

333.15 10.02 0.021

0.31 283.15 1.33 0.006

293.15 2.41 0.006

303.15 3.88 0.006

313.15 6.19 0.012

323.15 9.09 0.012

333.15 12.84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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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 Continued.

Mole fraction

of acetonitrile,



(K) (kPa)
Standard

deviation

0.37 283.15 1.69 0.000

293.15 3.00 0.006

303.15 4.99 0.013

313.15 7.22 0.026

323.15 11.00 0.026

333.15 15.59 0.251

0.42 283.15 2.01 0.006

293.15 3.42 0.000

303.15 5.54 0.010

313.15 8.31 0.006

323.15 12.39 0.023

333.15 17.58 0.032

0.46 283.15 2.32 0.006

293.15 3.80 0.012

303.15 6.12 0.010

313.15 9.42 0.006

323.15 13.92 0.035

333.15 19.75 0.026

0.51 283.15 2.40 0.006

293.15 4.10 0.025

303.15 6.66 0.012

313.15 10.12 0.000

323.15 15.01 0.015

333.15 21.65 0.032

0.55 283.15 2.56 0.00

293.15 4.39 0.012

303.15 7.12 0.006

313.15 10.93 0.012

323.15 16.38 0.010

333.15 23.41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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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 Continued.

Mole fraction

of acetonitrile,



(K) (kPa)
Standard

deviation

0.62 283.15 2.99 0.006

293.15 5.08 0.015

303.15 8.17 0.012

313.15 12.51 0.012

323.15 18.66 0.035

333.15 26.60 0.038

0.67 283.15 3.30 0.000

293.15 5.59 0.012

303.15 8.95 0.015

313.15 13.67 0.012

323.15 20.35 0.031

333.15 28.98 0.045

0.73 283.15 3.71 0.012

293.15 6.23 0.010

303.15 9.92 0.015

313.15 14.99 0.032

323.15 22.59 0.021

333.15 32.20 0.031

0.81 283.15 4.41 0.006

293.15 7.21 0.006

303.15 11.23 0.025

313.15 16.96 0.044

323.15 25.13 0.017

333.15 36.34 0.035

0.90 283.15 4.84 0.015

293.15 8.00 0.006

303.15 12.66 0.026

313.15 19.37 0.031

323.15 28.89 0.026

333.15 42.05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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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 Continued.

Mole fraction

of acetonitrile,



(K) (kPa)
Standard

deviation

1.00 283.15 5.59 0.006

293.15 9.24 0.010

303.15 14.88 0.021

313.15 22.82 0.017

323.15 33.80 0.032

333.15 49.12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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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2 Experimental bubble point pressure data of the

acetonitrile(1) + HMImBF4(2) system for different acetonitrile mole

fractions.

Mole fraction

of acetonitrile,



(K) (kPa)
Standard

deviation

0.14 283.15 0.31 0.006

293.15 0.97 0.006

303.15 1.40 0.015

313.15 2.35 0.021

323.15 3.08 0.012

333.15 4.89 0.010

0.21 283.15 0.69 0.006

293.15 1.47 0.006

303.15 2.31 0.010

313.15 3.94 0.006

323.15 5.19 0.012

333.15 7.89 0.010

0.28 283.15 1.13 0.000

293.15 2.05 0.021

303.15 3.24 0.006

313.15 5.19 0.010

323.15 7.58 0.031

333.15 10.92 0.029

0.33 283.15 1.34 0.000

293.15 2.42 0.000

303.15 4.06 0.006

313.15 6.08 0.021

323.15 9.15 0.026

333.15 12.90 0.026

0.40 283.15 1.77 0.006

293.15 3.09 0.012

303.15 4.88 0.012

313.15 7.29 0.026

323.15 11.21 0.025

333.15 16.11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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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2 Continued.

Mole fraction

of acetonitrile,



(K) (kPa)
Standard

deviation

0.52 283.15 2.35 0.006

293.15 4.06 0.012

303.15 6.66 0.023

313.15 10.05 0.035

323.15 14.41 0.017

333.15 21.09 0.023

0.63 283.15 2.95 0.006

293.15 5.08 0.010

303.15 8.05 0.006

313.15 12.21 0.012

323.15 18.10 0.012

333.15 26.55 0.015

0.71 283.15 3.41 0.010

293.15 5.82 0.012

303.15 9.12 0.015

313.15 14.56 0.032

323.15 20.81 0.031

333.15 30.50 0.025

0.79 283.15 3.98 0.006

293.15 6.84 0.012

303.15 10.74 0.006

313.15 15.95 0.012

323.15 23.95 0.000

333.15 34.02 0.021

0.89 283.15 4.69 0.000

293.15 7.78 0.012

303.15 12.21 0.012

313.15 18.51 0.010

323.15 27.37 0.025

333.15 40.11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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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2 Continued.

Mole fraction

of acetonitrile,



(K) (kPa)
Standard

deviation

1.00 283.15 5.59 0.006

293.15 9.24 0.010

303.15 14.88 0.021

313.15 22.82 0.017

323.15 33.80 0.032

333.15 49.12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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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 - diagram of acetonitrile(1) + BMImBF4(2) system

using PR EOS and one-fluid mixing rule at different compositions.

(□), 283.15K; (■), 293.15K; (△), 303.15K; (▼), 313.15K; (○),

323.15K; (●), 333.1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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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2 - diagram of acetonitrile(1) + HMImBF4(2) system

using PR EOS and one-fluid mixing rule at different compositions.

(□), 283.15K; (■), 293.15K; (△), 303.15K; (▼), 313.15K; (○),

323.15K; (●), 333.1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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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3 Critical properties of BMImBF4, HMImBF4 and

acetonitrile.

Species (K) (bar)  (K)

BMImBF4 643.2 20.4 0.8877 495.2

HMImBF4 690.0 17.9 0.9625 541.0

Acetonitrile 545.5 48.30 0.338 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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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4 Binary interaction parameters and AADP(%) using PR

EOS of the acetonitrile(1) + BMImBF4(2) system.

Temperature(K)
Binary

parameter()
AADP(%)

283.15 -0.016777 211.4

293.15 -0.017506 39.69

303.15 -0.019308 5.238

313.15 -0.022212 2.411

323.15 -0.024494 3.848

333.15 -0.029022 2.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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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5 Binary interaction parameters and AADP(%) using PR

EOS of the acetonitrile(1) + HMImBF4(2) system.

Temperature(K)
Binary

parameter()
AADP(%)

283.15 -0.021964 190.1

293.15 -0.022895 43.41

303.15 -0.024964 4.391

313.15 -0.026727 2.578

323.15 -0.034412 3.286

333.15 -0.034781 2.479



- 38 -

Table 4.6 Binary interaction parameters and AADP(%) using PR

EOS, Wong-Sandler mixing rule and NRTL model of the

acetonitrile(1) + BMImBF4(2) system.

Temperature

(K)

Binary

parameter()
(J/mol) (J/mol) AADP(%)

283.15 0.00888617 1788.73 -254.867 8.761

293.15 0.0119934 1206.65 -262.889 3.411

303.15 0.00781511 1452.25 -281.385 3.444

313.15 0.00775302 1058.37 -284.777 3.520

323.15 0.0030325 1417.76 -338.043 4.693

333.15 0.0157587 1006.26 -314.678 3.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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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7 Binary interaction parameters and AADP(%) using PR

EOS, Wong-Sandler mixing rule and NRTL model of the

acetonitrile(1) + HMImBF4(2) system.

Temperature

(K)

Binary

parameter()
(J/mol) (J/mol) AADP(%)

283.15 0.0131089 1778.06 -247.25 7.006

293.15 0.0107995 1506.07 -194.433 3.189

303.15 0.00936621 1572.71 -219.998 3.515

313.15 0.0131015 1296.11 -241.72 3.322

323.15 0.012887 1322.46 -288.088 4.186

333.15 0.00980812 1280.9 -278.459 2.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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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3 - diagram of acetonitrile(1) + BMImBF4(2) system

using PR EOS, Wong-Sandler mixing rule and NRTL model at

different compositions. (□), 283.15K; (■), 293.15K; (△), 303.15K;

(▼), 313.15K; (○), 323.15K; (●), 333.1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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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4 - diagram of acetonitrile(1) + HMImBF4(2) system

using PR EOS, Wong-Sandler mixing rule and NRTL model at

different compositions. (□), 283.15K; (■), 293.15K; (△), 303.15K;

(▼), 313.15K; (○), 323.15K; (●), 333.1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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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8 Binary interaction parameters and AADP(%) using PR

EOS of the acetonitrile(1) + BMImBF4(2) system.(acetonitrile-rich

area)

Temperature(K)
Binary

parameter()
AADP(%)

283.15 -0.014052 57.44

293.15 -0.014042 4.221

303.15 -0.016721 2.829

313.15 -0.021708 1.682

323.15 -0.024210 1.262

333.15 -0.02957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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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9 Binary interaction parameters and AADP(%) using PR

EOS of the acetonitrile(1) + HMImBF4(2) system.(acetonitrile-rich

area)

Temperature(K)
Binary

parameter()
AADP(%)

283.15 -0.021290 42.48

293.15 -0.019336 4.492

303.15 -0.021279 3.178

313.15 -0.028997 1.714

323.15 -0.034231 0.893

333.15 -0.036135 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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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5 - diagram of the acetonitrile(1) + BMImBF4(2)

system using PR EOS and one-fluid mixing rule at different

compositions(acetonitrile-rich area); (□), 283.15K; (■), 293.15K;

(△), 303.15K; (▼), 313.15K; (○), 323.15K; (●), 333.1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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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6 - diagram of the acetonitrile(1) + HMImBF4(2)

system using PR EOS and one-fluid mixing rule at different

compositions(acetonitrile-rich area); (□), 283.15K; (■), 293.15K;

(△), 303.15K; (▼), 313.15K; (○), 323.15K; (●), 333.1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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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연구에서는 acetonitrile과 BMImBF4 이성분계 혼합물, acetonitrile과

HMImBF4 이성분계 혼합물의 기-액 상평형을 측정하였다. 또한 PR

EOS와 one-fluid mixing rule을 통해 얻은 파라미터 및 AADP(%) 값과

PR EOS와 Wong-Sandler mixing rule, 그리고 NRTL model을 통해 얻

은 파라미터 및 AADP(%) 값을 비교하였다.

PR EOS와 one-fluid mixing rule을 사용하였을 때, BMImBF4를 포함

한 혼합물의 경우 283.15K과 293.15K에서는 AADP(%)값이 각각 211.4%

와 39.69%로서 그 결과가 좋지 못하였으며 HMImBF4를 포함한 혼합물

의 경우는 190.1%와 43.41%로서 그 결과가 좋지 않았다. PR EOS와

Wong-Sandler mixing rule, 그리고 NRTL model을 사용한 경우 역시

283.15K에서의 AADP(%) 값이 각각 8.761%와 7.006%로서 두 경우 모

두 저온에서는 실험 데이터 최적화가 성공적이지 않았다. 그러나

293.15K 이상의 온도에서는 두 경우 모두 5% 미만의 AADP(%) 값을

나타내었다.

또한 실험 데이터의 최적화 결과 동일 조성에서 HMImBF4와

acetonitrile 혼합물의 bubble point pressure가 BMImBF4와 acetonitrile

혼합물의 bubble point pressure보다 낮은 것을 확인할 t 있었다. 그리고

두 경우 모두 acetonitrile의 몰 분율이 낮을 때에는 혼합물의 bubble

point pressure가 낮고 acetonitrile의 몰 분율이 높을 때에는 혼합물의

bubble point pressure가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인 bubble point pressure의 범위는 BMImBF4의 경우 0.19kPa부

터 49.12kPa이었으며 HMImBF4의 경우는 가장 낮은 값이 0.31kPa이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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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결과는 차후 염료감응형 태양전지의 전해질 안정성 연구 시

이온성 액체와 acetonitrile 혼합물의 물리적 성질 연구에 기초자료로 사

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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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onic liquids have gained much attention due to its unique chemical

and physical properties, such as a high polarity, low melting pressure,

non-volatility, and high thermal stability. These characteristics of

ionic liquids give itself chance to be utilized in many applications, for

example, dye-sensitized solar cells(DSSCs) and supercapacitors. In

case of DSSCs, acetonitrile-electrolyte is the most commonly used,

but it has a problem of unstability of acetonitrile-electrolyte. Through

many attempts to solve this problem, using ionic liquids as an

additive to the electrolyte of DSSCs gained much attention, because

of the above-mentioned properties of ionic liquids.

In this study, vapor-liquid equilibria(VLE) of the acetonitrile +

1-butyl-3-methylimidazoliumtetrafluoroborate system and acetonitrile +

1-hexyl-3-methylimidazoliumtetrafluoroborate system were measured

for six isotherms ranging from 283.15 to 333.15K at 10K interval.

The VLE data of the binary mixture were obtained at various

compositions. The experimental data have been correlated with

Peng-Robinson equation of state(PR EOS) using one-fluid mixing

rule, Wong-Sandler mixing rule and nonrandom two liquid model.

The correlation results by Peng-Robinson equation of state with

Wong-Sandler mixing rule and nonrandom two liquid model are in

reasonable agreement with the experimental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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