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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19) 산화바나듐(V2O5)/흑연질화탄소(g-C3N4)의 실내공기오염물질 
제어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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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흑연질화탄소(g-C3N4)은 열적, 화학적 안정성이 좋고 밴드갭이 좁아 가시광에서도 반응할 수 있는 광촉매 물

질이지만, 전자/정공 쌍의 재결합율이 크므로 광촉매로서의 활용이 제한되고 있다. 이에 광촉매 효율을 증대시
키기 위해 재결합율을 줄이려는 연구가 최근 많이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이금속산화물인 산화바나
듐(V2O5)를 합성시켜 전자/정공 쌍의 분리를 극대화시키고 재결합율을 줄이고자 한다. 그리고 실내대기오염물
질인 자일렌에 대한 광분해능을 평가하여 광촉매 효능을 확인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g-C3N4에 V2O5의 전구물질인 ammonium metavanadate

를 넣고 고르게 혼합한 후 air 분위기에서 소성하여 제조
한다. 제조된 촉매는 광분해능 실험 반응기에 코팅한다. 오
염물질인 자일렌을 적정농도로 주입하면서 램프를 켠다. 
반응기 내로 들어가는 샘플과 반응 후 반응기 밖으로 나오
는 샘플을 채취하여 GC-MS로 측정한다.

3. 결과 및 고찰

Fig. 2. The photocatalytic activities of 
V2O5, V2O5/g-C3N4 and 
g-C3N4 for Xylene degradation 
under daylight.

Fig. 3. UV-vis Diffuse Reflection 
Spectra(DRS) of V2O5, 
V2O5/g-C3N4 and, g-C3N4.

Fig. 4. PL emission spectra of V2O5, 
V2O5/g-C3N4 and g-C3N4.

자일렌 광분해능 실험을 수행한 결과 V2O5와 g-C3N4 각각의 단독물질들은 5% 미만의 낮은 분해능을 보였
지만, 두 물질을 합성한 V2O5/g-C3N4은 약 50%로 분해능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를 통해 전자(e-)와 정공(h+)
의 재결합율이 높은 g-C3N4에 V2O5를 합성하므로 전자와 정공의 분리가 촉진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Fig 
3 의 UV-vis DRS 결과와 Fig. 4의 PL 결과가 이를 증명한다. 따라서 V2O5의 합성이 g-C3N4의 광분해능을 증
가시킴을 확인하였다. (Hong et a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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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photocatalytic VOC degradation syste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