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촉매의 최근연구 동향과 그 사례(물 분해반응)』

-2000.11.9 포항공대 광촉매 work shop 자료-

1)광촉매 연구의 현황과 전망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태양에너지 변환센터 이태규 박사)

① 광촉매의 연구 진행 계통도

② 적용분야

-난분해성 화학물질 분해 : hydrocarbon, aromatic 등 (액상, 기상)

- VOC 처리

- NOx 처리

- 환경호르몬 처리

- 광반응기 및 시스템 연구 : 상대적으로 미미

- 탈취, 공기청정

- 항균

- UV차단

- CFC 분해

- 금속이온 회수

- 물질 합성



- 물분해 수소제조

- 광화학전지

③ 현재 국내의 주요 연구분야

1. 광촉매 제조 및 평가 : 대량생산, 고효율, 나노크기

- 광촉매졸 및 분말 제조

- 혼합광촉매 제조

- Perovskite

2. 광촉매 고정화연구 : 졸과 직접연관

- 유리, 폴리머, 금속, 세라믹, 종이, 섬유, 광섬유 등

3. 각종 유기 물질의 광분해

4. 실 폐수처리 적용연구

5. VOC 처리 연구

6. 항균

7. 공기청정기/탈취

8. 습식광화학전지

9. Water splitting

④ Reserch in Japan

- Process of photoexitation on TiO2 surface : Kyoto Univ., Osaka prefect Univ., Hokaido

Univ.

- High-endurance of photocatalyst coating films : Yokohama Nat'l Univ.

- Visible-light responsible photocatalyst : Shinshu Univ., Osaka prefect Univ.

- Photocatalyst w/high photocatalystic activity : Tokyo Univ., Yohuku Univ.

- Photocatalyst w/super-hydrophilic and super-hydrophobic property : Tokyo Univ.,

TOTO, Kyushu

- Non-toxic maerial : TOkyo Univ., Ishihara sangyou, Shounan Univ.

- Hybrid ozone and photocatalyst : Mriden sha, TOkyo Univ.

- CO2 reduction and N2 fixation : Kyoto Univ

- Water photosplitting : Tokyo Institute Univ

- Purification of wastewater and air : Saitama Univ.

- Anti-bateria : Tokyo Univ.

- self-cleaning : Tokyo Univ.

- Sensor : Nagoya Univ.

- VOCs, NOx decomposition : Sigen ken., Yamagata Univ., Osaka Univ., Fujita



⑤ 연구 추진방향

⑥ 해결하여야 할 문제점

1. 가시광선 활용가능 광촉매 제조

2. 코팅/고정화기술의 확보 : substrate 별

3. 광화학반응의 mechanism파악과 이해

4. 저가의 UV광원 확보

5. Deactivation 문제

6. 태양에너지 활용기술의 접목

⑦ 시장 전망



⑧ 광촉매산업의 세계현황

1. 일본 ; 선발주자로 기능성 활용에서 상품화 후 장치산업으로 진출중

2. 독일 등 유럽 : 장치산업에서 점진적으로 기능성 활용 응용분야로 진출중.

3. 미국, 캐나다 ; 여전히 장치산업이 주도. 일본 업체가 진출중.

4. 우리나라 : 후발주자로 관련업체수의 증가(약 50개 업체)

5. 중국 : 최종주자로 대학중심으로 연구활동 활발. 거대시장의 하나

2) 광촉매를 이용한 태양에너지의 화학에너지 전환

- 포항공과대학교 이재성-

① 서론

태양에너지를 화학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서 광촉매를 이용한 물의 분

해반응은 그 반응물이 풍부하고 반응에 필요한 에너지원이 또한 풍부한 태양에너지라는 점

때문에 1970년대 이후부터 꾸준히 연구되어 왔으나 지금까지는 태양에너지에서 극히 적은

부분을 차지하는 자외선 영역에서는 그 광효율이 30% 정도까지 도달하였다. 하지만 태양광

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시광선 영역의 에너지하에서는 큰 성과를 이루지 못하였다.

본문에서는 광촉매를 이용한 물의 분해를 위한 방법 중 seneitizer를 이용하는

multimolecular system과 반도체 광촉매를 이용한 heterogeneous catalyst를 소개 하였다.

아울러 물분해 광촉매 반응에 영향을 주는 각 요소들을 정리하였다.

② 광촉매활성에 영향을 주는 인자.

1. Band gap and band position

2.43 eV 이상의 band gap energy -> 510nm 이하의 파장대 빛

2. Band bending

Band bending은 촉매의 dopant level에 따라변함

(dopant level 증가→band bendig 가속→전자,정공분리 가속→반응활성의 증가)

3. Diffusion length of charge carriers (layered structure VS bulj structure)

반응활성 장소로 층간을 이용할수 있는 K4Nb6O17 같은 광촉매에서의 활성이 층간 반응

을 장소로 이용하지 못하는 TiO2와 같은 촉매에 비해서 물분해 활성이 크게 증가함

→ 전자와 정공이 TiO2에서와 같이 외표면까지 도달하지 않고도 층간에서 반응이 이루어

짐

4. Defect in crystal structure and composition

촉매의 합성온도 증가 → 결정도 증가→ surface area 감소

: 적정 온도의 합성온도 필요



․Surface acceptor (Ba)를 Perovskite형 산화물(Lati207)에 도핑→ 광활성 증가

․Surface donor (Ga)를 doping → 촉매 활성감소

5. Cocatalysts:Junction structure

Cocatalyst(NiO)존재시 광활성증가→NiO와 host catalyst 가 형성하는 junction structure에

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6. Solution pH :External addition

․External addition(KOH)를 반응용액에 첨가→Solution pH의 변화로 인해 활성 증가

․첨가물이 물반응에 의해 생성된 수소와 산소의 탈착 반응에 관여

․OH- 의 양이온의 크기에 따라 반응활성 차이를 보임

KOH < NaOH < LiOH

③ 가시 광선하에서의 광촉매를 이용한 물분해

1. Sensitizer를 이용한 multimolecule system

RU(bpy)32+/MV2+/EDTA/Pt system에서 광효율이 약 20%

2. Metal sulfice photocatalyst

CdS-ZnS, CuS-ZnS, Ni-Zns -> cocatalyst가 없는 상태에서도 우수한 활성을 보임

3. WO3modified photocatalyst

BiWO6 -> WO6 octahedra로 이루어진 perovskite slab으로 형성

TiO6 octahedra로 이루어진 K2La2Ti3O10 perovskite와 유사한 구조

4. Composite photocatalyst

CdS/TiO2, CdS/K4Nb6O17등의 composite 형태의 광촉매는 각각의 광촉매의 활성을 더한

것보다 훨씬 우수한 활성을 얻을 수 있다.

5. Transition Metal-incorporated layered perovskite

․HCa2Nb3O10(perovskite형):자외선영역(<400nm)에서 활성 -> Ca, Pb로 치환(가시광선

흡수 물질) → 가시광선(<450nm)에서 물분해능력 발휘

․Fe2O3를 KNb6O17 층간에 incorporation 시킴 → band gap shift (3.8eV, 2.3eV)

6. Isomorphically-sustituted titania

치환되는 양이온의 크기가 작을수록 band gap이 작아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