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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광전자 촉매시스템을 이용해 TiO2 졸이 코팅된 구형 비드의 광분해 효율에 대해 고찰한

것이다. TiO2 졸이 코팅된 구형 비드인 실리카비드 화이트겔(1․2․3형) 세 가지 비드를 사용하였고

실험은 1L 크기의 반응기에 유기 물질을 함유한 인공 폐수를 넣어 비드에 코팅된 TiO2의

분해 활성을 고찰할 목적으로 실행되었다. 그 결과, 500℃에서 3hr에서 소성한 실리카 비드가

가장 뛰어난 반응성을 나타내며 인공폐수에서도 분해활성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다.

  

1. 서론

발달된 산업기술로 인하여 국민 소득수준의 향상

과 선진국가로의 발돋움이 있었지만 고도 산업사회

에서의 처리 부산물로 인하여 우리의 생활에 악영향

을 끼치는 어두운 면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러한 화

학오염물질은 기존의 오염물질과는 달리 생화학적으

로 분해가 어려운 난분해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처리방법이 필요하

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광촉매 기술을 적용하여 각종 난분

해성 물질에 대한 분해제거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

다.
[1]

2. 실 험

본 연구에서는 UV 램프 A형과 C형을 사용하여

실험에 보다 적합한 광원을 채택하여 TiO2 졸로 코

팅된 비드의 광분해 활성을 관찰하였다.

2.1 표준 용액 제조

메틸렌블루는 수중에서 일어나는 산화 환원반응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 많이 쓰이는 발색지시약으로

환원되어 푸른 색상이 옅어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

다. 실험에 쓰일 투입 인공 폐수의 제조법은 아래와

같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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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겔 Si비드 종류별 분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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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소성 조건에 따른 광분해 효율

철표준용액의광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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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철 표준 용액의 분해 효율

메틸렌블루 : 증류수 = 0.1g :

1000ml 비율로 제조

↓

(100ppm메틸렌블루 용액 완성)

100ppm메틸렌블루 : 증류수 = 3 :

7 의 비율로 희석

(a) 메틸렌블루 인공 폐수

황산제1철암모늄 0.702g

+염산(1+2) 2ml +증류수 = 100ml

철표준원액

↓

철표준원액 10ml + 증류수 =

1000ml

(b)철 인공 폐수

표 1. 인공 폐수의 제조

실험의 정확성을 위하여 채취된 용액을 육안으로 관

찰하기 보다는 UV-vis를 이용하여 농도를 측정하였

다. 메틸렌 블루의 측정 범위는 650nm, 철의 측정

범위는 510nm이다.

2.2 광분해 실험

실험 1에서는 TiO2의 소성 조건을 달리 한 화이

트겔 1형, 2형, 3형의 세 Si비드를 사용하여 메틸렌

블루 수용액에서 분해 효율을 관찰하였다. 화이트겔

1형은 500℃에서 1hr, 2형은 400℃에서 3hr, 3형은

500℃에서 3hr에서 소성하였다. 실험 1의 결과를 토

대로 실험 2에서는 메틸렌블루 인공폐수 대신 철을

함유한 인공폐수를 만들어 분해효율을 관찰하였다.

UV 램프를 작동시켜 30분마다 용액을 채취하며,

투입된 용액이 육안으로 보기에 투명할 때 까지 계

속하여 채취한다. 실험 종료 후 채취한 용액의 농도

를 측정한다.

3. 결과 및 고찰

TiO2 졸을 일정함량 코팅한 지름 1mm의 원형

비드를 이용해 금속판에 비해 넓은 접촉면적을 통한

실험을 하였다.

3.1 메틸렌 블루 용액에서의 효율

그림 1에서 TiO2의 소성 조건을 달리 한 화이트겔

1형, 2형, 3형의 세 비드를 사용하여 분해 효율을 관

찰하였다. 화이트겔 1형은 500℃에서 1hr, 2형은

400℃에서 3hr, 3형은 500℃에서 3hr에서 소성하였

다. 실험을 통해서 TiO2의 소성조건이 반응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3.2 철 표준 용액에서의 효율

그림 2에서는 실험 1을 통해 얻은 결과를 통해

500℃에서 3hr 소성한 Si비드를 이용하여 분해 성능

을 관찰하였다. 실험은 같은 비드를 사용하여 3번

반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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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소성조건을 달리한 Si비드를 사용

하여 광분해시스템의 분해성능에 대한 검증을 하고

철을 함유한 인공폐수를 대상으로 하여 그 분해성능

을 관찰하였다. 그 결과, 철을 함유한 인공 폐수에서

도 분해가 활발히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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