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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15) 은(Ag) 나노입자가 도포된 초박리 흑연질화탄소(g-C3N4 
nanosheets)의 물분해를 통한 수소(H2) 발생과 효율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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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반도체 기반의 광촉매로 태양 에너지를 물에서 수소와 같은 연료로 변환하는 것은 전 세계 에너지 및 환경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고분자 g-C3N4는 이산화탄소의 화학 결합 및 환원을 위한 금속이 
없는 이종 촉매로 성공적으로 사용되어왔으며,  Jiayi Qin1은 밴드 갭이 2.7eV 인 g-C3N4가 Sunlight 조사 하에
서 물을 포함한 전자 공여체로부터 H2 생성을 위한 안정한 광촉매로서의 기능을 확인하였다고 보고했다. 이 
연구에서는 질화탄소의 가장 큰 단점인 재결합력을 보완하기 위해 전자포착원인 은(Ag) 나노입자를 도포하여 
그 효율을 증대시켰다.

2. 자료 및 방법
알루미나 보트에 잘 분산시킨 Melamine 파우더를 500℃ 40분, 550℃ 2시간 동안 소성하여 g-C3N4 bulk를 만든 

뒤, 500℃ 2시간 소성하여 초박리 g-C3N4를 제조한다. 제조 된 초박리 g-C3N4에 AgNO3를 첨가하고 photodeposition 
method를 통해 은(Ag) 나노입자를 도포한다. 완성 된 광촉매는 5 mg을 20% TEOA 용액에 넣고 산소(O2)를 제거하
기 위해 Ar gas로 20분간 by-pass 시킨 후 sunlight를 조사하여 수소발생량을 GC-TCD로 확인 한다. 

Fig. 1. 은(Ag) 도포 초박리 질화탄소 제조법.

Fig. 3. 은(Ag) 함량별 초박리 질화탄소의 시간에 따른 수소

생성량.Fig. 2. 수소생성실험 시스템 모식도.

3. 결과 및 고찰
수소발생실험을 진행한 결과 은(Ag) 나노입자의 도포율은 g-C3N4 대비 4 wt%가 가장 높은 발생율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순수한 g-C3N4 에서 발생하지 않던 수소가 은(Ag) 나노입자가 도포됨에 따라 빛에 의해 
분리된 전자가 전자포착원인 은(Ag) 나노입자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2H+ + 2e- → H2(g) 의 반응을 만들어 내
어 수소를 생성시킨 것으로 ACN-4에서 약 2450 umol/g-h 의 생성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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