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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우리나라는 1970년대를 기점으로 하여 급격한 

경제성장과 산업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졌다. 산업

구조가 발달하면서 사람들의 실내 생활이 점차적

으로 증가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실내공기질(IAQ; Indoor Air Quality)’에 대한 관

심이 증가하게 되었다. 경제성장과 함께 주택의 

보급 또한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었고, 주택의 보

저자 (E-mail: sskim@kyonggi.ac.kr)

급을 위한 건축자재 및 생활용품의 개발이 급속도

로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실내에서 사용하는 기

구 및 건축재료가 매우 다양해졌으며, 이로 인한 

새로운 오염물질의 배출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

다. 실내공기질이 악화됨에 따라, 실내대기오염물

질은 실내환경에서 생활하거나 근무하는 사람들

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새집 

증후군(sick house syndrome), 복합화학물질과민

증(multiple chemical sesitivity)과 같은 신종 질병

들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그 결과, 기존 외부 대기

질 관리정책 중심의 관심과 함께 실내공기질도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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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우리나라는 1970년대를 기점으로 하여 급격한 경제성장과 산업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졌다. 경제성장과 함께

주택의 보급 또한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었고, 주택의 보급을 위한 건축자재 및 생활용품의 개발이 급속도로 이루어졌

다. 이에 따라 실내에서 사용하는 기구 및 건축재료가 매우 다양해졌으며, 이로 인한 새로운 오염물질의 배출이 급격

히 증가하게 되었다. 최근 새로운 기술로 소개되고 있는 촉매 산화법의 경우 제거하려는 대상 실내대기오염물질을

촉매를 이용하여 CO2나 H2O 등으로 산화시켜 제거하는 방법이며, 최근 많은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다. 촉매를

이용하는 촉매 산화법은 광촉매 산화법과, 촉매의 성능만을 이용하여 대상물질을 산화하는 촉매산화법으로 구분된다.
광촉매 산화법은 특정 파장에서 반응하는 촉매에 자외선을 조사하여 실내오염물질을 산화제거하는 방법으로, 산화성

능이 우수하여 여러 가지 실내오염가스에 적용되고 있으나, 별도의 광원이 필요하며, 포름알데히드 산화 시 CO2와 

H2O 이외에도 dichloroacetyl chloride (C2HCl3O), trichloroethylene (C2HCl3), phosgene (COCl2) 등과 같은 부수적인

2차 유해물질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처리하기 위한 대책이 수반되어야 한다. 반면, 촉매 산화법의 경우 별도의 광원이

나 에너지원 없이, 촉매를 이용하여 대기오염물질을 인체에 무해한 물질로 완전 산화시키는 방법으로써, 최근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상온에서 구동 가능한 촉매가 개발되었고, 이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상온산화촉매

기술의 연구동향 및 사례를 확인하고, 향후 상온산화촉매기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환경

부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201600014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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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여 관리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

정이다[1].

IAQ에 대한 연구는 춥고 겨울이 길어 실내환경

이 열악한 북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1960년대부터 

산발적으로 시작되었고, 1978년 덴마크 코펜하겐

에서 처음으로 국제학술대회(International Indoor 

Climate Symposium)가 개최되어 실내대기질이 인

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2].

국내에서도 1980년대 후반부터 IAQ에 대한 연

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고[3], 점차 대기환경, 

건축환경, 작업환경, 기계설비 연구자들이 IAQ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4]. 초기에 IAQ 이슈(중금속, 

석면, 라돈 등)는 주로 지하공간에서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1989년에 아황산가스, 먼지, 납 등 14개 

오염물질에 대한 ‘지하공간 환경기준 권고치’가 

설정되었으며, 1996년에 ‘지하생활공간 공기질관

리법’이 제정되었다[5]. 그 후 2003년에 ‘다중이용

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이 제정되고, 매 5년

마다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이 수립되면서 

IAQ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국가 차원에서 본격적

으로 시작되었고, 이에 따라 이해관계자 및 일반

인의 IAQ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실내공기 오염원은 크게 입자상 오염원과 가스상 

오염원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가스상 오염원으로는 

이산화탄소(CO2), VOCs, 포름알데히드(HCHO), 이

산화질소(NO2), 아황산가스(SO2), 일산화탄소(CO) 

등의 유해가스와 사람에게 불쾌감을 일으키는 냄

새 물질 등이 있으며,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황사 

등의 먼지로 인식하는 물질과 꽃가루, 공기 중 박

테리아, 곰팡이 포자, 바이러스를 나타내는 바이오

에어로졸과 같은 입자상 오염원이 있다[5].

이 중 포름알데히드는 상기에서 제시하였던, 새

집증후군, 빌딩증후군이나 화학물질과민증 등을 

일으키는 원인물질로서, 피부의 알러지원이며 호

흡기 자극제이다. 또한 유산, 저체중아 출산, 임신

중독증 등 생식 관련 장해를 유발하기도 하며, 노

인이나 어린이 등과 같은 취약 계층의 경우 그 영

향이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현

대인들의 실내 생활이 증가하여, 하루 80% 이상 

실내에서 생활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포름알데히

드가 인체에 실질적으로 미치는 악영향은 더욱 증

가될 것으로 판단된다.

포름알데히드 가스가 인체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은 주로 건축자재에서 기인하며, 미국 정부산업위생

전문가협의회(American Conference of Governmental 

Industrial Hygiene Association)에서는 포름알데히

드를 인체에서 암을 일으키는 물질인 A2그룹(발

암성 의심물질)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미국 국

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national institute for occu-

pational safety and health)에서는 발암성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포름알데히드와 더불어, 일산화탄소 역시 대표

적인 실내대기오염물질 중 하나이며, 다양한 중독

증상이나, 사망 사고 등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

고되고 있다. 탄소화합물의 불완전 연소에 의해 

발생하는 일산화탄소(Carbon monxoxide, CO)는 

독성이 존재하고 가연성물질이기 때문에 취급에 

주의가 필요하다. 일산화탄소는 상온에서 무색, 무

취, 무미하게 존재하여 가스 누출 여부를 확인하

기 어려우며, 세 가지의 공명구조를 갖는 특성이 

*출처 : ATSDR, Public health statement formaldehyde (2008).

Figure 1. Health effects of ingesting formaldehy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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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한 헤모글로빈과 강하게 결합하여 카르복

시헤모글로빈(COHb)을 생성하는 특징이 있으며, 

헤모글로빈과의 친화력이 산소와의 결합능력보다 

우수하여, 혈액의 산소 운반능력을 크게 감소시키

고, 이로 인해 세포 저산소증이 초래됨에 따라 심

근과 뇌에 저산소성 피로를 유발하거나 사망사고

를 유발하게 된다. 또한 질소산화물(nitric oxide)

의 생성이 증가하여 과산화기(superoxide radical)

와 결합한 후 과산화질소가 만들어지면 미토콘드

리아 효소를 비활성화 시켜 저산소성 피로를 가중

시킨다[6]. 저산소성 피로는 일산화탄소 중독 시 

급성사망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일산화탄소에 의해 1차적으로 발생

한 조직의 저산소증에 이어서 중추신경계에서 재

산화 손상이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다[6]. 사고 사

례로는 2012년 겨울 목포 소재 공동목욕탕에서 한 

번의 일산화탄소 누출로 인해 40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고, 부산에서는 보일러 수리 중 일산화탄

소 누출로 인해 2명이 질식사하였다. 실내 생활공

간에서 존재하는 일산화탄소의 경우 가스레인지, 

가스 온수기, 가스 보일러 등의 연소기구나, 가전

생활용품인 건조기, 냉장고 등에서 주로 배출되고 

있다.

실내공기오염을 제어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되며, 오염물질의 발생원을 제어하는 방법과 

외부공기와의 환기를 통해 제어하는 방법, 그리고 

발생된 오염물질을 촉매산화와 같은 방법으로 제

거하는 방법이 있다. 오염원을 제어하는 방법으로

는 연소기구나 가전생활용품과 같은 오염원 자체

를 근본적으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실내공기오염 

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내장재나 부품의 사용 및 내

장 마감재의 저오염 시공기술을 예로 들 수 있으

며, 실내 공기의 온도를 높여 건축자재나 마감자재

의 유해물질을 배출 시키는 bake out과 관련된 기

술, 실내의 온도 및 습도를 제어하는 기술이 포함

된다. 하지만 이 방법은 높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

되는 단점이 있다. 환기를 통해 제어하는 방법은 

실내공기오염 물질을 외부로 배출시키는 방법으

로, 자연환기 또는 기계환기 등을 통하여 실내의 

환기량 및 환기 횟수를 증가시키는 방법이다. 이 

방법의 경우 실내공기오염물질이 일부 감소하는 

효과가 있으나, 환기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주어야 

하며, 실내 온도를 유지하는 데에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하게 되어, 매우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분류된

다. 마지막으로 오염물질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으로, 여과, 제습, 선택식물 이용, 촉매를 통한 

오염물질 산화 등이 있다. 필터만을 이용하는 기술

은 오염물질의 제거 효율이 낮고, 필터를 주기적으

로 교체해야 하는 단점이 있으며, 식물을 이용하는 

방법은 식물의 관리가 어렵고 제어할 수 있는 대기

오염물질의 종류가 한정되어 있다. 반면, 새로운 

item physical data of formaldehyde physical data of carbon monoxide

density 815 kg/m3 789 kg/m3 (liquid)

melting point -92.0 ℃ (181 K, 134 ℉) -205.0 ℃ (68.15 K, 337 ℉)

self-ignition temperature 430 ℃ (337 K, 147 ℉) 609 ℃ (882 K, 1128 ℉)

explosive limits 7~73% 12.5 ~ 74.2%

Table 1.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Formaldehyde and Carbon Monoxide

*출처 : http://www.ci.milford.ct.us/fire-marshals-office/news/carbon-
monoxide-detection

Figure 2. Potential carbon monoxide sources in the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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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로 소개되고 있는 촉매 산화법의 경우 제거하

려는 대상 실내대기오염물질을 촉매를 이용하여 

CO2나 H2O 등 무해한 물질로 산화시켜 제거하는 

방법이며, 최근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촉매를 이용하는 촉매 산화법은 특정 파장의 광

원(光源)을 이용하는 광촉매 산화법과, 촉매의 산

화성능만을 이용하여 산화하는 촉매산화 두 가지

의 방법으로 구분된다. 광촉매 산화법은 특정 파장

에서 반응하는 광촉매를 이용한 방법으로, 촉매에 

자외선을 조사하여 실내오염물질을 산화제거하는 

방법이다. 광촉매 산화법은 산화성능이 우수하여 

여러 가지 실내오염가스에 적용되고 있으나, 별도

의 광원이 필요하며, 포름알데히드 산화 시 CO2와 

H2O 이외에도 dichloroacetyl chloride (C2HCl3O), 

trichloroethylene (C2HCl3), phosgene (COCl2) 등

과 같은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2차 유해물질을 처

리하기 위한 대책이 수반되어야 한다[7,8].

반면, 촉매 산화법의 경우 별도의 광원이나 에

너지원 없이, 촉매를 이용하여 대기오염물질을 인

체에 무해한 물질로 완전 산화시키는 방법으로써, 

최근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상온에서 구동 가능한 

촉매가 개발되었고, 이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

고 있다[9,10]. 촉매산화법은 촉매의 표면 산화반

응을 이용하여 대기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으

로, 추가적으로 생성되는 오염물질이 없으며, 환기

와 같이 실내 에너지 사용량을 증가시키는 문제가 

없고, 주기적으로 촉매를 교체 할 필요가 없이, 반

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기존의 실내 포름알

데히드 및 일산화탄소를 제거하는 방법으로는 선

임 연구자들의 연구에서 흡착제를 이용하여 흡착 

처리하는 방법이 대부분이었다[11]. 하지만 흡착

제의 경우 사용하고 남은 폐 흡착제가 발생하므로 

이를 처리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며, 재생 및 교

환이 필요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상기에서 제시하였던 바와 같이 산화촉매법은 

대기오염물질을 CO2나 H2O와 같은 무해한 물질

로 산화시키는 방법으로, 실내대기오염물질 중 대

표적인 물질인 CO, HCHO의 산화 반응식은 다음

과 같다. 

CO + 1/2O2 → CO2 

HCHO + O2 → CO2 + H2O

상온산화촉매는 HCHO, CO와 같은 대상 물질

들을 CO2로 산화시키는 성능이 존재하여야 하며, 

시간에 따라서 성능이 변하는 흡착제와는 달리 그 

성능이 지속적이여야 한다. 현재까지의 연구에서

는 TiO2를 지지체로 이용하고, 귀금속(Pt, Pd, Ag)

이나 금속산화물(Mn, Cr, Cu)을 활성금속으로 담

지하여 제조한 사례가 있다. 

2. 촉매 제조 기술 동향

실내공기질 악화 물질을 산화하기 위한 촉매의 

경우, 비표면적 및 결정 구조가 다른 여러 가지 상

용화 TiO2 담체에 귀금속(Pt, Rh, Pd, Au) 물질을 

담지하여 제조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12]. TiO2 

담체는 크게 anatase, rutile 그리고 두 가지 상이 

혼합된 담체로 구분할 수 있다.

촉매의 제법은 대부분 함침법 중 하나인 wet 

impregnation method를 통해 제조하는 경우가 많

으며 그 과정을 다음 Figure 4에 나타내었다. 

먼저 지지체인 TiO2에 대한 활성금속의 함량을 

필요한 조성비에 따라 계산하고, 계산된 양 만큼의 

*출처 : Surface science Reports 48 53-229 (2003).

Figure 3. Bulk structure of rutile and anat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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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금속의 전구체 물질(AuCl4, RhCl3, Pd(NO3)2, 

H2PtCl6 등)을 가열된 증류수에 용해시킨다. 이 용

액에 TiO2를 조금씩 저어가며 혼합한다. 이렇게 

제조된 슬러리 상태의 혼합용액을 1 h 이상 교반 

후 rotary vaccum evaporator를 이용하여 약 

70~80 ℃에서 수분을 증발시킨다. 그 다음 103 ℃ 
dry oven에서 24 h 이상 건조 시킨 후 tubular fur-

nace에서 공기분위기를 조절하여 환원 또는 소성

공정을 거쳐서 제조한다.

Zhang 등[11]은 여러 가지 귀금속을 활성금속으

로서 TiO2에 담지하여 포름알데히드를 산화시키기 

위한 촉매로 사용하였으며, 각 촉매에 대한 반응활

성을 FT-IR 분석결과와의 상관성 분석을 통하여 

반응 모델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활성금속 중 Pt

를 담지한 촉매가 가장 우수한 산화성능을 나타내

었으며, HCHO가 흡착될 때 formate 종으로 흡착

이 발생하고 formate 종이 활성금속에 CO로 전환 

흡착된 후 CO2로 산화된다고 주장하였다.

CO 산화 촉매의 경우 중⋅저온에서부터 상온

의 온도영역까지 다양한 온도구간에서 연구가 수

행되었으며, 촉매의 활성물질로는 Au, Pt가 안정

성과 반응활성 측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13-15].

3. 상온 산화 연구 동향

- 포름알데히드 상온산화 촉매의 연구 동향

상온산화촉매는 상기에 나타낸 바와 같이 

HCHO를 상온에서 CO2로 산화시키는 산화력을 

가져야 하며, 시간에 따라서도 그 산화력이 변화

하지 않아야 한다. 현재까지의 연구에서는, 촉매적 

산화법에 사용되는 촉매에는 귀금속(Pt, Pd, Ag)

이나 금속산화물(Cu, Mn, Cr)을 TiO2 지지체에 활

성금속으로 담지하여 제조하는 사례들을 보고하

였다. Yoshika 등[16]의 연구에서는 금속산화물 

중 MnO2가 가장 우수한 포름알데히드 산화성능

을 나타내는 물질이라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는 연속흐름 형태로 수행된 결과가 아닌, 회

분식 반응기에서 수행되었으므로, 흡착을 통해 포

름알데히드가 제거되었는지 또는 산화반응으로 

제거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그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 Zhang 등[11]은 다양한 귀금속

을 활성금속으로 이용하여, 상온산화반응 반응성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상온에서

의 포름알데히드 산화 성능은 Pt/TiO2 >> Rh/TiO2 

> Pd/TiO2 > Au/TiO2 >> TiO2인 것으로 나타났

다. Pt/TiO2 촉매의 경우 25 ℃, GHSV 50,000 h-1

조건에서 포름알데히드 산화율이 100%로 나타났

으며, Rh/TiO2는 약 20%, Pd/TiO2와 Au/TiO2의 

경우에는 거의 산화 성능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Kwon 등[17]의 연구에서는 유입공기의 조성에 

따라 HCHO 상온산화 성능이 변화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특히 유입공기 내 일정량의 수분이 존

재할 경우 산화성능이 급격하게 증진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Kwon 등[17]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유입공기 

내 상대습도(Relative humidity)가 점차적으로 증

가할수록 포름알데히드 상온산화 성능이 증진된

다고 하였으며, Pt/TiO2(B)R 촉매의 경우 상대습

도 0%에서 약 10%의 산화성능을 나타내었으나 

상대습도 54%에서는 100%의 산화성능을 나타낸

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Figure 7을 통해 이는 단순

히 H2O가 존재할 때 산화성능이 나타나는 것이 

Figure 4. The diagram for preparation of the cataly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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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며, O2와 H2O가 공존할 경우에 그 성능이 유

지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하지만 H2O와 O2가 

공존할 때 어떤 원리에 의해 그 성능이 증진하는

지에 대한 원인은 보고되지 않았으며,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Kim 등[18]의 연구에서는 환원공정을 추

가하여 촉매를 제조할 때, 우수한 HCHO 상온 산

화반응을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즉 환원공정을 

통해 지지체 표면에 존재하고 있는 활성 귀금속인 

Pt의 형태를 metal form으로 변화시킬수록 반응 

활성이 증진된다고 나타내었다. 이에 따라 Kim의 

연구를 통해 Pt/TiO2 촉매를 이용하여 환원공정 

추가에 따른 활성금속 산화가 변화의 영향을 나타

내었으며, 환원 여부에 따라 약 20배까지 촉매의 

활성 성능이 증진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Kim 등[18]의 결과에 의하면, 약 873 K 이상의 

온도에서 재환원을 실시한 촉매가 모두 Pt0, Pt2+의 

산화가를 나타낸다고 보고하였으며, 포름알데히

드의 상온 산화 성능이 약 3%에서 56%까지 증진

되는 것을 나타내었다. 이에 따라 재환원 공정에 

의해 활성금속의 valence state를 조절할 수 있으

며, 지지체 표면의 활성 금속인 Pt가 metal form 

형태로 존재할수록 상온산화 성능이 증진될 수 있

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metallic 형태의 Pt가 어

떤 메커니즘을 통해 상온산화성능이 증진되는지

에 대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이의 확

인이 포름알데히드 상온산화 촉매 연구의 가장 큰 

과제로 남아있다. 

- 일산화탄소(CO) 상온산화 촉매의 연구 동향

일산화탄소(CO)의 상온산화 촉매 역시 포름알

데히드 산화 촉매와 동일한 방법으로 제조하며, 

현재 중⋅저온 및 상온 영역까지 다양한 온도구간

에서의 촉매산화 연구가 수행되었다. 촉매의 활성

*출처 : Applied Catalysis B: Environmental 163, 436–443 (2015).

Figure 6. The effect of relative humidity on HCHO 

conversion over Pt/TiO2(A)R and Pt/TiO2(B)R catalysts 

(Reaction conditions : Inlet HCHO 24 ppm, 21% O2/N2, 

temperature 25 ℃, R.H. 0-54%, S.V. 60,000 h-1).

*출처 : Applied Catalysis B: Environmental 163, 436–443 (2015).

Figure 7. Decline in the CO2 concentration with time after O2

was shut off and H2O was turned on over the Pt/TiO2(B)R

catalyst (Reaction conditions : Inlet HCHO 26.4 ppm, 21% 

O2/N2, temperature 25 ℃, R.H. 54%, S.V. 60,000 h-1).

*출처 : Applied Catalysis B Environmental 65(1) 37-43 (2006).

Figure 5. HCHO conversions over TiO2 (Pt/TiO2, Rh/TiO2, 

Pd/TiO2, Au/TiO2) catalysts at various temperature (Reaction 

conditions: HCHO 100 ppm, O2 20 vol%, He balance, total 

flow rate : 50 cm3⋅min-1, GHSVs : 50,000 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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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로는 Au, Pt가 우수한 산화성능과 안정성을 

나타내어 이의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다. 

하지만 Pt의 경우 상온에서의 CO 제거와 관련된 

연구결과는 미비하며, 상온 CO 산화의 대표적 물

질로 거론되고 있는 Au는 내구성에 문제가 있어 

실내의 CO를 제어하기 위한 장치에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Au, 

Pt와 같은 귀금속을 담지한 촉매가 경제성이 매우 

낮은 것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귀금속의 대체 물

질로서 금속산화물을 이용하여 CO를 제거하기 위

한 연구도 수행되고 있다[19-22]. 하지만 Pt, Au와 

같은 귀금속을 담지하여 제조한 촉매에 비해 상온

에서 산화성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단점을 나타내

고 있다. 이 외에도 Ru, Pd 등의 귀금속을[23,24] 

담지한 촉매를 이용하여 CO의 제거 성능을 평가

한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C. K. Costello 등[25]은 Au/γ-Al2O3 촉매를 제

조하여 CO 상온 산화반응의 mechanism을 도출하

여 보고하였다. 보고된 mechanism에 따르면 활성

금속인 Au+ 활성점에 OH종이 흡착되며, 그 후 대

상 물질인 CO가 OH종과 결합하여 COOH 형태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이후 Au0 site에 O2가 해리하

여 흡착하고 Au+ site의 COOH종과 결합한 후 

CO2로 탈착되며 다시 Au+ site에는 OH종이 남음

으로써, 지속적으로 순환된다고 주장하였다. 

Li 등[26]은 Pt를 활성금속으로 선정하고 Fe2O3, 

NiO, ZnO, Al2O3 등 다양한 지지체를 이용하여 

일산화탄소 제거 성능에 대한 평가 연구를 수행하

였다. 또한 유입공기 내 수분이 존재하는 조건과 

수분이 배제된 조건에서 각각 실험을 수행하여 유

입공기 내 수분 공존 시 일산화탄소 산화에 미치

는 영향을 확인하여 보고하였으며, 그 결과를 다

음 Figure 8에 나타내었다.

반응온도에 따른 각 촉매의 CO 산화 성능 평가

를 수행한 결과 철 산화물 중 하나인 Fe2O3를 지

지체로 이용하였을 때 상온산화 성능이 가장 우수

함을 보고하였다. 1% Pt/Fe2O3 촉매의 경우 약 80 

℃ 이상의 온도에서 CO를 모두 산화시키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NiO, Al2O3를 지지체로 사용한 촉

매가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유입공기 내 1.8%의 

Catalyst treatment condition
Pt0 position : 

70.9-.71.1 eV[15,16]
area% (atoms)

Pt2+ position :
72.4-.73.6 eV[15,16]

area% (atoms)

Pt4+ position :
74.56-.74.8 eV[15,16]

area% (atoms)

Reduction at 673 K - 58(767) 42(564)

Reduction at 773 K - 73(1393) 27(509)

Reduction at 873 K 84(3997) 16(769) -

Reduction at 973 K 76(3280) 24(1055) -

*출처 : Applied Catalysis A, General 398, 96-103 (2011).

Table 3. XPS data of Pt (4f 7/2)

Catalyst treatment condition Conversion (%) Total pore volume (cm3/g) Average pore diameter (nm) Surface area (m2/g)

Calcination at 673 K 3 - - -

Reduction at 673 K 6 0.3 12 130

Reduction at 773 K 14 0.3 14 114

Reduction at 873 K 56 0.2 15 57

Reduction at 973 K 48 0.1 24 17

*출처 : Applied Catalysis A, General 398, 96-103(2011).

Table 2. Effect of the Reduction Temperature and Specific Surface Area, Mean Pore Diameter and Total Pore Volume on

the Catalytic Activity of the Pt/TiO2 Catalyst (Reaction Temperature = 298 K, HCHO = 36 ppm, O2 = 21%, N2 balance, 

total flow = 500 mL/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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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기를 첨가하여 wet condition에서 촉매의 성

능을 평가하여 비교한 결과, 모든 촉매의 성능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보고하였으며, 특히 1% 

Pt/Fe2O3 촉매의 경우 상온 조건에서 CO를 100% 

모두 산화시키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하지만 연구

결과에 대한 분석실험 결과가 부족하여 이의 원인

에 대한 규명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기존의 연구결과에서 CO 상온산화촉매의 

경우 포름알데히드 상온산화의 경우와 동일하게 

활성금속의 valence state가 반응활성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Pt valence state는 촉

매의 제조공정 중 전처리가스의 조성을 조절하여 

산화가를 조절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Kim 등[27]

은 이러한 촉매의 특성을 이용하여 산소가 존재하

는 공기분위기에서 제조된 소성촉매와 수소가 존

재하는 분위기에서 제조된 환원촉매의 CO 반응 

활성을 비교 분석하여 Pt valence state와의 상관관

계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소성촉매의 경우 1% 

Pt/TiO2(O)로, 환원촉매의 경우 Pt/TiO2(R)로 명명

하여 표기하였으며, 600 ℃에서 재환원을 수행하

였다. 촉매는 지지체인 티타니아 기준으로 활성금

속을 1 wt%로 담지하여 제조하였음을 확인하였다.

Kim 등[27]은 실험결과 산소분위기에서의 산화

공정으로 제조한 1% Pt/TiO2(O) 촉매의 경우 공

간속도 60,000 h-1의 조건에서도 CO 상온 산화 성

능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반면 환

원공정으로 제조된 1% Pt/TiO2(R) 촉매는 공간속

도 60,000, 90,000 h-1에서 100%의 산화성능을 나

타내었으며 120,000 h-1에서도 약 70%의 전환율

을 나타내었다.

Kim 등[27]은 1% Pt/TiO2(O) 소성촉매와 1% 

Pt/TiO2(R) 환원촉매를 이용하여 각각 XPS 분석

을 통해 산화가의 차이를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

를 Figure 10과 Table 4에 나타내었다. 산화촉매 

1% Pt/TiO2(O)의 경우 활성금속인 백금의 산화가

가 대부분 Pt4+와 Pt2+ 형태로 존재하고 있음을 나

타내었으며, 환원촉매인 1% Pt/TiO2(R)의 경우 활

성금속인 백금의 산화가가 대부분 Pt2+와 Pt0 형태

(a)

(b)

*출처 : Catalyst Communication, 9, 1045-1049 (2008).

Figure 8. Catalytic performance of CO oxidation over 

different catalysts. (reactant gas : 0.5% CO, 10% O2, flow 

rate : 100 mL/min, cat : 50 mg : (a) dry condition and (b)

wet condition (1.8% H2O)).

*출처 : The journal of physical chemistry C, 120, 17996–18004 (2016).

Figure 9. Catalytic activities of the Pt/TiO2 catalysts under 

different pretreatment conditions (Inlet 500 ppm of CO, 21

vol % O2 mixed with N2, R. H. = 55%, room temperature 

25 ℃, SV 60,000-120,000 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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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존재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는 수소를 이

용하여 활성금속을 환원함에 따라, H2에 의해 백

금의 산소종이 소모되면서 활성금속이 대부분 

PtO 또는 metallic Pt 형태로 존재하게 되는 것으

로 분석하였다. 

하지만 활성금속의 valence state나, 유입공기 

내 수분, 촉매의 활성점에 대한 연구는 많이 수행

되었으나 이의 원리, 즉 mechanism은 HCHO 상

온산화촉매와 마찬가지로 명확한 분석 결과가 보

고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성능 증진에 대한 원인

을 분석하고, 분석된 원인을 기반으로 최적화된 

촉매 제조 조건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실내대기오염물질의 경우 현대인들의 실내 생활 

시간이 점차적으로 길어짐에 따라 그 위험도와 영향

이 증가하고 있으며, 암, 중독, 사망 등 여러 가지 치

명적인 사고까지 발생시키고 있는 추세이다. 실내에 

존재하는 대기오염물질은 매우 다양하며, 이 중 포

름알데히드(HCHO)의 경우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실내대기오염물질로서, 새집증후군, 복합화학물질

과민증 등 다양한 신종 질병을 발생시키는 주 원인 

물질이다. 또한 CO의 경우 탄소화합물의 불완전 연

소에 의해 발생하는 물질이며, 무색, 무취 특성으로 

인해 여러 건의 중독, 사망사고 등이 보고되고 있다. 

실내대기오염물질을 제어하기 위해, 환기, 베이크 

아웃, 촉매산화 등 다양한 방법이 존재함을 확인하

였으며, 제어 효율, 에너지 효율 및 경제성 측면에서 

상온촉매산화법이 가장 전망이 우수하다고 판단하

였다. 이에 따라 상기 2절, 3절에 각각 상온산화촉매

제조기술 및 상온산화의 연구동향을 나타내었다. 

상온 산화촉매는 기존 광촉매와는 달리 별도의 

광원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상온에서 대상물질을 

Pt valence state Pt/TiO2(O) Pt/TiO2(R)-600 ℃
Pt2+ + Pt4+ atom 554 481

metallic Pt atom - 659

Pt4+/Pttotal area % 17.0 16.1

Pt2+/Pttotal area % 83.0 26.1

Ptmetallic/Pttotal area % - 1140

*출처 : The journal of physical chemistry C, 120, 17996-18004 (2016).

Table 4. Amount of Pt Atoms in the 1% Pt/TiO2(O), 1% Pt/TiO2(R) Catalysts by XPS

(a)

(b)

*출처 : The journal of physical chemistry C, 120, 17996-18004 
(2016).

Figure 10. Pt 4f spectra of the Pt/TiO2 catalysts by XPS

analysis ((a) Pt/TiO2 (C), (b) Pt/TiO2 (R)-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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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매반응을 통해 산화제거할 수 있는 기술로써 매

우 유망한 기술임을 상기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 

나타내었다. 하지만 활성금속의 산화가에 의한 성

능 증진의 원인, 유입공기 내 수분 존재에 의한 산

화 성능 증진 원리 등 아직 몇 가지 촉매의 성능증

진에 대해 명확한 원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추가적인 분석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그 대상 물질이 현재 HCHO, CO로써 한정

되어 있고, 상용화를 위한 연구 또한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대상물질을 HCHO 및 CO 이외의 

실내공기질 악화물질에 대해 더 넓은 범위에 적용

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며, 촉매의 상용화를 위

해 다양한 산화촉매의 운전조건에 대한 최적화 연

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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