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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이산화티타늄은 백색 안료나 고주파용 콘덴서 

소재, 저반사 코팅 등의 광학 재료, 쎈서 및 보호재

료 등으로 매우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으며 특히 

무한한 응용 가능성을 지닌 새로운 환경 개선형 광

촉매 소재로써 매우 활발하게 연구되어지고 있다. 

반도체 재료인 이산화티타늄의 광활성에 관한 연구

는 1972년 후지시마 교수에 의하여 발표된 혼다-

후지시마 효과에 그 시초를 두고 있다
1
. 이산화티

타늄 전극과 백금 전극으로 이루어진 전지에 광을 

조사하면 약 -0.5 V에서 물의 분해가 일어나며 이

산화티타늄 전극의 표면에서 산소가 발생하고 백금

전극의 주변에서 수소가 발생한다. 이는 물의 통상

적인 산화 분해 전위인 +1.23 V에 크게 못 미치는 

전위에서 발생하는 특이한 현상으로 후지시마 교수

는 이러한 현상을 자외선에 의해 이산화티타늄의 가

전자띠(valance band)의 전도띠(conduction band)로 

전이되며 이때 발생하는 정공에 의하여 물의 산화

가 일어나 수소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그림 1). 이러한 이산화티타늄의 광촉매 효과는 

1970년대 초 오일 파동과 더불어 청정 에너지인 

수소를 얻는 획기적인 방법으로 각광을 받았으나 

광에너지 이용 효율이 0.3% 정도로 매우 저조함으

로 실용화에 실패하였다. 그러나 광반도체로써 이

산화티타늄에 대한 연구는 광화학반응이나 태양전

지 등에 적용되어 꾸준히 진행되었다.
2
    

비록 이산화티타늄을 이용하여 청정 연료인 수

소를 얻고자 하는 노력은 실패하였으나 광촉매 효

과에 의해 강력한 산화력을 나타내는 환경 개선형 

소재로의 응용이 대두됨으로써 최근 이산화티타늄 

광촉매는 제2의 중흥기를 맞고 있다. 이산화티타늄

이 광촉매로 응용되는 경우 물을 분해하여 수소와 

산소로 전환시킴으로써 연료를 얻는데 그 목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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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지 않고, 공기 중의 수분과 산소를 광촉매 반응

에 의하여 산화/환원시킴으로써 반응성이 큰 활성 

라디칼을 만들고 이 라디칼에 의하여 각종 오염물 

들을 분해시키는 현상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환경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는 21세기에서 이를 개선하

는 획기적인 방법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
3-9

 본 논

고에서는 이산화티타늄을 이용한 광촉매의 원리와 응

용을 고찰해 봄으로써 최근 수처리 분야, 공기청정 

분야 및 각종 생활소재 분야 등에서 국내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광촉매의 산업화에 일조하고자 한다.  

 

 

2. 광촉매의 원리 
 

2.1 이산화티타늄의 결정구조 

이산화티타늄의 결정구조는 크게 아나타제형, 루

틸형, 부루카이트형으로 구분되는데 저온상인 아나

타제형과 고온상인 루틸형이 보편적으로 발견된다. 

그림 2는 아나타제형과 루틸형 이산화 티타늄의 결

정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이 두 구조는 같은 정방정

계 구조를 가지나 루틸 구조 상에서는 티타늄 중심 

금속과 산소 리간드로 이루워진 팔면체 구조의 연결 

형태가 꼭지점 위치의 산소를 공유한 반면 아나타제 

구조 상에서는 모서리를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

적 차이로 인하여 두 상은 서로 다른 물리 화학적 특

성을 나타내는데 몇가지 루틸형과 아나타제형 부루카

이트 형의 결정구조의 차이들이 표 1에 요약되었다. 

일반적으로 아나타제 결정상은 900 ℃ 이상에서 

루틸상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광촉매에 사용되는 

나노 크기를 갖는 이산화 티타늄의 경우 이러한 상 

전이가 550 ℃ 부근에서 나타난다. 그림 3은 열처

리 과정에 따라 나노크기를 갖는 아나타제상이 루

틸상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X-선 분말 회절법을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를 보여준다. 광촉매 효과 측

면에서 상기의 두 가지 형태 중 아나타제형이 루틸

형보다 우수하다고 보고된 바 있는데 이는 아나타제형

의 가전자띠와 전도띠 사이의  밴드갭 (3.24 eV)이 루

틸형의 밴드갭(3.02 eV)보다 커서 산화 환원력이 

크며 또한 아나타제 표면의 수산기 양이 루틸상의 

양보다 많기 때문으로 설명되어지기도 한다.
10-12

 

그러나 자세한 이유와 메카니즘에 대해서는 더 많

은 연구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2.2 이산화티타늄의 제조법 

티타늄 광물은 지구상에서 9번째로 흔한 광물이

며 지맥의 0.6%, 지표의 약 1% 정도를 차지한다.  

 e

 e

TiO2 Pt

UV

H2O

1/2O2+2H+

2e
Valance
Band 

Conduction
Band 

+

2H+

2e

H2

그림 1. 이산화티타늄 표면의 광반응에 의한 물의 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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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아나타제 결정구조. (a) 와 루틸 결정구조, (b) 비

교. 팔면체의 꼭지점은 산소원자이며 티타늄 중심금속은

팔면체의 중심에 위치한다. 

표 1. 아나타제, 루틸, 부루카이트의 결정 상수 비교 

 Rutile Anatase Brookite 

 TiO2 TiO2 TiO2 

Form.Wt. 79.890 79.890 79.890 

Z 2 4 8 

Crystal Sys-

tem 
Tet Tet Orth 

Point Group 4/mmm 4/mmm mmm 

Space Group P42/mnm I41/amd Pbca 

UnitCell 

a(A) 4.5845 3.7842 9.184 

b(A)   5.447 

c(A) 2.9533 9.5146 5.145 

Vol 62.07 136.25 257.38 

MolarVol 18.693 20.156 19.377 

Density 4.2743 3.895 4.123 

Thermal Expansion(Volumetric) 

alpha 28.9   

a0 0.2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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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공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티타늄 산화물

의 광석은 그리 흔치않다. 공업적으로 유용한 티타

늄 산화물 광물인 일루메나이트 (FeTiO3)는 전 세

계적으로 고루 분포하며 루틸광과 아나타제광은 호

주, 브라질, 인도 등에서 주로 채광된다. 원석으로

부터 이산화티타늄을 제조하는 방법으로 황산법과 

염소법이 있다. 황산법에서는 일루메나이트 광석을 

진한 황산으로 용해시킨 후 용해된 티타늄 이온을 

가수분해하여 TiO(OH)2로 침전시켜 철과 분리한 

후 고온으로 열처리하여 이산화티타늄으로 전환시

키는 방법이다. 국내에서는 한국티타늄(주)과 (주)

나노 등에서 이 방법으로 이산화티타늄을 제조하고 

있다. 다른 방법인 염소법에서는 루틸광을 1,000 ℃  

고온로에서 염소가스와 반응시켜 사염화티타늄으

로 제조 후 제조된 사염화티탄늄을 정제 후 고온에

서 산소와 반응시켜 이산화티타늄 분말을 제조한다. 

이러한 제조방법을 사용하면 매우 작은 입경과 높

은 비표면적을 가진 고순도의 이산화티타늄을 얻을 

수 있으며 여러 가지 촉매로 다양하게 응용된다.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Degussa의 P-25를 들 수 

있는데 이 제품은 약 75%의 아나타제상과 25%의 

루틸상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최근 광촉매용 이산

화티타늄 나노미립자를 제조하기 위하여 티타늄 알

콕사이드를 원료로하여 가수분해와 축합반응을 통

한 졸-겔 공정이 널리 응용되고있는데 (주)나노신소

재에서는 100%의 아나타제상의 조성을 가지며 입경

이 5 nm 미만인 이산화티타늄 분말과 이를 물 또는 

알콜 용매류에 고형분이 30% 이상인 고농도로 분산

하여 광촉매로 응용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2.3 이산화티타늄의 광촉매 반응 메카니즘 

이산화티타늄은 가전자띠와 전도띠 구조사이에 

3.2 eV 정도의 밴드갭이 존재한다. 이산화티타늄에 

이 밴드갭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가진 근자외선

(380 nm 부근) 광을 조사하면 가전자띠내의 전자

는 전도띠로 여기되어 가전자띠에 (+)전하를 띈 

정공과 전도띠에 (-)전하를 갖는 전자로 charge

의 분리가 일어난다. 이러한 전자와 정공은 각각 

높은 환원력과 산화력을 가짐으로써 이산화티타늄 

표면에서 오염원을 직접 산환 환원시키거나 물과 

산소를 산화/환원시켜 활성 산소 라디칼을 형성하

며 이 라디칼들을 매개로 하여 오염원의 산화/환원 

분해반응을 유발시킨다. 380 nm에 해당하는 광자

가 가진 에너지를 열에너지로 환산하면 약 3만6천 

K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산화티타늄은 광촉매 반

응을 통하여 대부분의 유기오염원을 미량의 자외선

광이 조사되더라도 거의 완벽하게 이산화탄소와 물

로 쉽게 분해시킬 수 있다. 이산화티타늄의 광촉매 

메카니즘을 밝히기 위하여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오고 있는데 그림 4는 광촉매 반응의 자세한 반응 

메카니즘을 요약하여 나타내고 있다.
13-15

 

자외선 광에 의해 전자와 전공의 분리는 fs 

(10
-15

초)만에 일어나며 생성된 전자와 정공은 산

화/환원에 의한 오염원의 분해 과정과 charge 재

결합에의해 광촉매성을 잃어버리는 과정이 경쟁적

으로 일어난다. 전도띠에 생성된 전자의 반응은 다

음과 같은 환원과정을 유발시킨다. 1) 이산화티타

늄 격자 내의 Ti
IV

 금속을 Ti
III

로 환원시키며 비가

역적인 깊은 함정에 소모되는 경우 2) 이산화티타

늄 미립자의 표면으로 전이되어 나온 전자가 표면

의 Ti
IV

OH를 환원시켜 Ti
III
OH로 바꾸며 낮은 함정에 

소모되는 경우(이 반응은 100 ps (10
-10

초)의 시간

을 두고 일어난다). 3) 이산화티타늄 미립자의 표

면으로 전이되어 나온 전자가 직접 환원반응을 일

그림 3. 열처리온도에 따른 아나타제상의 루틸상 전환을

보여주는 X-선 분말회절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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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이산화이산화티타늄의 광촉매 메카니즘. 

Mechanism of Titania Photocatalysis

e-

h+

[ Charge Recombination ]

TiⅣOH e- + [TiⅣ OH•]+

( 100 ns )

TiⅣ OH  h+  + TiⅢ OH
( 10 ns )

1) e- + TiⅣ TiⅢ (deep Trap)
(Irreversible)

2) e- + TiⅣOH   TiⅢOH (Shallow Trap)
(100ps)

3) e- + OX- OX
(ms)

1)  h+ + TiⅣOH [TiⅣOH•]+

(100ns)

2) [TiⅣOH•]+ + Red Ti Ⅵ OH + Red•+

(100ns)

hv
(fs)

[ Catalytic Decomposi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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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켜 산소를 활성이 큰 초산소 음이온 라디칼 

(O2 )을 생성시키거나 오염원을 직접 환원 분해시

키는 경우(이 과정은 ms (10
-3

초)은 시간 간격을 

두고 일어난다). 한편 가전자띠에 생성된 정공은 

다음과 같은 산화 과정을 유발시킨다. 1) 생성된 

전공이 이산화티타늄 표면의 Ti
IV

OH를 산화시켜 

활성이 큰 [Ti
IV

OHㆍ]
+
를 만드는 경우(이 과정은 

100 ns (10
-7

초)의 시간 간격으로 일어난다) 2) 

생성된 [Ti
IV

OHㆍ]
+
가 물로부터 활성이 큰 히드록

사이드 라디칼 (OH
ㆍ
)을 만들거나 직접 오염물질

을 산화 분해시키는 경우(이 과정도 100 ns (10
-7

초)의 시간 간격으로 일어난다). 반면 생성된 활성

이 큰 산화제와 환원제 사이에 charge 재결합이 

일어나 광촉매의 활성을 잃어버린 과정으로 다음의 

두가지가 있다. 1) [Ti
IV

OHㆍ]
+
가 전자에 의해 환원

됨으로써  Ti
IV

OH로 되돌아 가는 경우(이 과정은 

100 ns (10
-7

초)의 시간 간격으로 일어난다). 2) 

낮은 함정에 빠진 Ti
III

OH가 전공에 의해 Ti
IV

OH

로 전환되어 활성을 잃어버리는 경우(이 과정은 

10 ns (10
-8

초)의 시간 간격으로 일어난다). 이상

에서 본 바와 같은 메카니즘을 통하여 본 바와 같

이 두 가지의 경쟁적 과정에서 광촉매 효율을 증대

시키기 위해  charge 재결합을 막고 전자와 정공

의 수명을 늘임으로써 광촉매성을 증대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3. 이산화티타늄 광촉매의 고효율화 
 

이산화티타늄의 광촉매성 증대는 이산화티타늄

을 산업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요구

사항이다. 광촉매의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는 광촉

매 비표면적의 증대이다.
16

 광촉매에 의한 오염원

의 분해는 이산화티타늄 입자의 표면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광촉매의 비표면적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이산화티타늄 광촉매는 나노미립자 형태로 이용되

는데 졸-겔 공정을 이용하여 얻어지는 광촉매의 

일차 입경은 5 nm 미만으로 쉽게 제어되며 이 입

자들은 분산상태에서 이차 입경이 50 nm 미만으로 

분산하여 투명 코팅 형태로 이용된다. 나노 미립자

는 입자의 체적이 대부분 표면으로 이루어져서 높

은 비표면적을 제공할 뿐 아니라 입경이 자외선의 

파장보다 적어 빛을 산란시키지 않음으로써 효과적

으로  조사되는 광을 이용한다. 둘째로 이산화티타

늄 광촉매로 코팅된 코팅막의 고밀도화를 통하여 

광촉매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그림 5에서 볼 수 

듯이 광촉매 활성은 광촉매로 코팅된 박막의 두께

가 다중코팅에 의하여 증가할수록 증대되나 특정 

두께 이상에서는 다층막의 두께와 무관하게 나타난

다. 이러한 현상은 광촉매 현상이 이산화티타늄 박

막의  표면에서 뿐만 아니라 특정 한계두께 이내의 

그림 5. 이산화티타늄 광촉매 박막의 두께에 따른 촉매활성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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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a) [Ti12O16](OPri)16와 Ti(OPri)4를 이용하여 동일

조건상에서 얻은 광촉매 박막의 표면 사진. (b) Ti12O16](OPri)16

를 building block으로 사용하여 얻은 고밀도 박막의 광촉매

성이 같은 조건에서 Ti(OPri)4만들어진 저밀도 박막의 광촉매

활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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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티타늄의 광활성화에 의해서 영향을 받음을 

말하여 준다. 이는 자외선 광에 의하여 코팅막 내

부에서 만들어진 전자와 전공이 코팅막 표면으로 

이동하여 광촉매 활성을 증대시키기 때문으로 생각

되며 이러한 전자나 전공의 이동을 코팅막의 고밀

도화를 통하여 용이하게 함으로써 광촉매의 활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그림 6(a)는 분자 단위체인 [Ti12O16](OPr
i
)16

17,18
와 

Ti(OPr
i
)4를 이용하여 동일 조건 상에서 얻은 광촉매 박

막의 표면을 나타낸 사진이다 그림 6(b)에서 알 수 

있듯이 [Ti12O16](OPr
i
)16를 building block으로 

사용하여 얻은 고밀도 박막의 광촉매성이 같은 조

건에서 Ti(OPr
i
)4만들어진 저밀도 박막에 비하여 

우수한 성질을 나타내고 있음을 나타낸다.   

셋째로 이산화티타늄 광촉매의 결정구조를 아나

타제로 유지하며 결정 내 손실을 최소화하여 광촉

매 활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그림 7은 수열합성을 

통하여 얻어진 아나타제와  500 ℃ 소성 후 얻어

진 아나타제를 콜로이드화한 후 코팅하여 만든 광

촉매 박막의 물성을 비교한 것으로 고온 소성을 통

해 얻어진 아나타제를 이용하여 얻은 광촉매 박막

이 우수한 광촉매성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넷째

로 자외선 광에 의하여 분리된 정공과 전자의 재결

합을 막아 정공과 전자의 수명을 연장함으로써 광

촉매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다. 특히 전자에 의한 

환원반응이 ms 단위의 시간대로 일어나는 반면 전

자와 전공의 재결합은 100 nm 시간대로 일어남을 

고려할 때 전자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방법이 광촉

매의 활성을 증대시키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은, 백금 등 금속을 도판트로 첨가하

는 방법이 이용되고 있다.
19

 그림 8은 이산화티타늄 

나노 분말에 은 또는 백금염을 첨가 후 환원시켜 

이산화티타늄 나노분말의 표면에 부착시킨 형태의 

광촉매 구조와 광촉매 분해반응 메카니즘을 나타내

고 있다. 자외선 광에 의하여 생성된 이산화티타늄 

전도띠 내의 전자는 산화물 표면에 위치한 금속으

로 빠르게 이동하여 정공과의 재결합이 저지됨으로 

전자의 수명이 연장되며 이로 인하여 광촉매의 효

율이 증대된다. 한편 V2O5, Fe2O3, Nb2O5, RuO, 

CoO 등의 금속산화물을 도핑하여  광촉매 활성을 

증대시키는 연구가 진행되고있다.
21,22

  

표 2에서 보듯이 이러한 금속 산화물의 환원전

위는 티타늄산화물의 가전자띠 아래 위치하여 생성

된 전자를 용이하게 trap함으로써 전자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특히, Fe2O3의 

경우 광촉매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흡수 파장이 가

시광 영역으로 이동되어 가시광선에서도 광촉매 활

성을 나타내는 현상을 보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

다.
23-25

 그러나 Fe2O3 도판트를 사용할 때 광촉매

성에 영향을 주지 않거나 오히려 광촉매성이 저해

되는 현상들이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금

속 산화물 토판트 첨가에 의한 광촉매성의 증대효

과에 따른 메카니즘이 정확이 알려져 있지 않으며 

도핑 방법과 도핑 양에 따라 상당히 다른 결과를 

나타냄에 기인한다. 최근 (주)나노신소재는 Fe2O3 나

노 초미립자를 이산화 티타늄 광촉매에 도핑하여  광

촉매 활성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키는 방법을 개발하

그림 7. 이산화티타늄 광촉매의 소결 온도에 따른 촉매 활

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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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특허 출원 중이며 제품으로 판매하고 있다. 그

림 9는 Fe2O3 나노 초미립자가 도핑된 이산화 티

타늄 광촉매가 도핑되지 않은 광촉매에 비하여 아

세트알데히드 분해반응에 대해 월등한 촉매효율을 

나타냄을 보여주고 있다. 

 

 

4. 이산화티타늄 광촉매의 고정화 
 

표면적이 큰 이산화티타늄 나노미립자를 직접 촉

매로 사용 시 가장 우수한 촉매성을 가질 수 있다. 

폐수 속에 미량의 난분해성 오염물을 제거하기 위

해 이산화티타늄 광촉매 콜로이드를 처리하고자 하

는 오수에 투입 후 자외선을 조사하여 효과적으로 

오염물을 제거할 수 있다. 그러나 수처리 후 나노

크기를 갖는 광촉매를 회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최근 국내 연구진에 의해 이러한 광촉매 나노미립

자를 회수하는 세라믹 필터가 개발되었다고 발표된 

바 있어 수처리 분야에 광촉매를 응용하는데 활기

를 띌 것으로 예상되나 아직 보편적인 보급은 이루

워지지 않은 실정이다. 광촉매 나노미립자는 일반

적으로 금속, 세라믹, 유리 제지, 섬유 등에 코팅을 

통하여 고정화시켜 사용된다. 기판에 고정화를 위

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이 이용된다. 첫째 이산화티

타늄 분말 현탁액을 직접 도포하여 사용하는 법으

로 이 방법은 기자재의 부착성이 좋지 않아서 막강

도에 문제가 있으며 막강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400 ℃ 이상의 열처리 후 사용된다. 고온의 열처리

가 가능한 기자재에 코팅은 티타늄 알콕사이드나 

이것의 부분 축합물을 직접 기자재 위에 코팅한 후 

450 ℃ 이상의 열을 가하여 세라믹 광촉매 박막으

로 전환시켜 우수한 막강도와 광촉매성을 지닌 졸

-겔 공정법이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일반적

으로 저온에서 광촉매를 기자재에 부착시키는 방법

으로 실리콘 알콕사이드의 축중합체를 바인더로 이

용하거나 광촉매성에 상대적으로 안정한 불소계 수

지를 바인더로 이용하여 광촉매 나노미립자를 기자

재에 고정시키는 방법이 있다. 후자의 경우 항균섬

유나 항균종이 등에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장

점을 가진 반면 광촉매에 의한 바인더의 부식문제

가 대두된다. 실란을 기본으로 하는 바인더를 사용

할 경우 경화 온도가 높을수록 적은 량의 바인더로

도 높은 경도의 고정막을 만들 수 있다. 바인더의 

종류와 양은 사용하고자 하는 기자재에 따라 선정

하여야 하며 바인더의 양 증대에 따른 막강도 증대

와 광촉매 활성은 서로 반비례함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제품의 물성 요구 조건에 따라 바인더의 양을 

조절하여야 한다.  

 

 

5. 국내외 광촉매 산업의 현황과 전망 
 

광촉매의 실용화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R-TOTO 사의 예측에 따르면 일본내의 광촉매 

응용제품의 시장은 2005년까지 2조엔에 이를 것

으로 평가된다. 광촉매 기술은 이미 개발 단계를 

넘어 실용화 단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히타지

사의 광촉매를 이용한 항균 형광등, 미쓰비시제지

사의 항균 방오 제지, R-TOTO 사의 항균 및 자

정 타일 및 도기, 광촉매를 이용한 공기청정기, 자

동차, 자정 전등 갓, 항균 식기류, 항균섬유 등과 

같이 의료, 전기, 전자, 건축, 토목, 환경 및 생활용

품 등 산업 전 분야에 걸쳐 응용되고있으며 계속적

으로 새로운 상품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10은 

그림 9. Fe2O3 도핑에 의한 광촉매 활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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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군들을 비교하여 나타내고 있다.  

현재 광촉매 관련 연구 및 제품화는 대부분 일본

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일

본 R-TOTO 사가 출원 등록시킨 특허는 1992년

부터 1999년까지 총197건에 달한다. 이산화티타

늄은 세계 각지에서 대량을 생산된다. 그러나 광촉

매용 원료인은 나노미립화 이산화티타늄 분말과 졸

은 주로 일본에서 생산되며 사카이 화학, 이시하라 

산업, 니싼 화학, 후지티탄공업사 등의 회사가 주

요 공급처이다. 국내의 경우 상당부분의 광촉매를 

일본의 제품에 수입 의존하고 있으며 최근 소수의 

벤처기업들이 광촉매용 이산화티타늄 졸과 응용제

품을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광촉매 제조

공정이나 응용기술이 외국 특허에 종속되어있으며 

광촉매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촉매성이 우수한 

광촉매 개발이 지연되고있음 또한 사실이다. 환경

문제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21세기에 환경개선형  

소재로써의 광촉매에 대한 인류의 관심과 중요성은 

점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촉매에 대한 관심이 널

리 확산되어 있고, 투자가 활성화되어 있는 국내 

현실을 고려해 볼 때, 광촉매 활성 증대, 가시광선

에 활성화되는 광촉매 개발, 새로운 용도의 광촉매 

응용제품 개발 등의 지속적인 연구 개발 노력을 통

하여 다양한 기술이 국산화된다면 조만간 국내 산

업체들도 이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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