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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광화학/전기화학적 전환을 위한 나노복합촉매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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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산업의 발달과 에너지 수요 증가로 인한 화석연료 사용량의 증가는 인류를 대기 오염 문제에 직면시켰다. 

불균형적인 이산화탄소 배출에 의한 생태계의 탄소 순환 파괴는 지구온난화를 비롯하여 전반적인 환경문제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더불어 화석연료를 대체할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 생성은 가격 면에서 경쟁 
가능한 수준에 다가가고 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는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생산이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으
며 일일 생산량과 소비량의 차이에 따른 에너지 불균형을 해결하는 것이 주요한 문제이다. 

2. 자료 및 방법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이산화탄소의 화학적 전환은 이산화탄소 활용 및 재생에너지의 저장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산화탄소 전환을 통해 저분자(short chain)의 카본 연료 및 다른 화합물 생성의 원료 물질을 생산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를 안정하며 고부가가치의 화학에너지로 저장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산화탄소 화학적 
전환을 위한 촉매 및 전환 시스템 설계와 관련하여 진행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광화학적 전환을 통해 고부가가치 화합물

인 일산화탄소와 메탄을 선택적으로 생산하
는 촉매를 개발하고자 했다. 현재 광촉매에서 
빛에너지를 화학에너지로 저장하는 효율이 
낮은 원인은 빛을 받아 전자를 수확하는 과정
과 수확된 전자를 이용한 표면에서의 이산화
탄소 반응 속도가 매우 느리기 때문이다. 이
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수한 전기
적 특성과 높은 표면적을 가지는 탄소나노소
재를 이용한 나노복합촉매의 계층적 구조와 
화학적 처리를 통한 이산화탄소 전환 가능성
을 발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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