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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광촉매를 이용한 고도 산화처리 기술은 2차 오염원의 
배출 없이 빠른 시간 내에 유기물을 분해할 수 있으며, 광
촉매를 반 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등의 장점 때문에 미

래의 처리기술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이제까지 TiO2 
광촉매를 수질오염물질의 처리에 적용하는 것은 대기오염

물질처리에 비하여 관심이 적었다. 그 이유는 대기 중의 
조건과는 달리 수중에서는 오염물 농도가 높고, 반응에 이
용되는 산소(용존산소)의 양이 적으며, 또한 상대적으로 빛
의 공급이 어려워 분해속도가 낮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TiO2 
광촉매의 산화력은 기존의 수처리에 사용되는 염소나 오존

보다 강하여 보다 효과적인 새로운 처리방법을 적용하면 

각종 유기화합물을 완전산화 분해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1∼3)

현재까지 TiO2 광촉매는 화염반응기(flame reactor)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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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 기상 제조나 졸-겔법과 같은 액상법으로 대부분이 
분말 상태로 제조 및 사용되었다. 하지만 분말광촉매를 이
용하는 대기오염물질 처리는 바람 등 외부의 향을 많이 
받고, 수질오염물질 처리는 광촉매를 분리, 수거하기가 어
렵다.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함 때문에 이들 광촉매를 박막
으로 결정화하여 지지체에 고정화(fixation) 시키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광촉매를 고정화시키
는 데에는 분말혼합법, 졸-겔법, 물리기상증착(physical vapor 
deposition; PVD)법, 화학기상증착(chemical vapor deposition; 
CVD)법 등이 있으며, 이 중 화학기상증착법이 불순물이 
없고, 막이 균일하며, 결정의 결함이 적고, 조성을 효과적
으로 조절할 수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반도체
공정에서 많이 이용되는 CVD법은 판(plate)과 같은 일차
원적인 고정체에는 박막을 형성할 수 있으나 화학공정 등 
산업현장에서 널리 쓰이는 3차원적인 입자에는 균일하게 
막을 형성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4∼8)

순환유동층 화학기상증착(circulating fluidized bed CVD) 
방법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로 수 마이크

론에서 수 mm 크기의 분말이나 입자의 표면에 금속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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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iO2 photocatalyst films deposited beads were prepared by circulating fluidized bed chemical vapor deposition(CFB-CVD)
using TTIP(Titanium Tetra Iso-Propoxyde). Photocatalytic activities of Photocatalyst beads were evaluated by decomposition rate of for-
maldehyde in aqueous solution using a photo-reactor. From the result of photocatalytic degradation of formaldehyde, decomposition rate
were shown gradually increased according to the increase of UV intensity, circulating fluid velocity and addition amount of H2O2. How-
ever the decomposition rate of formaldehyde were decreased according to the increase of initial concentration and pH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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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TTIP를 원료로 하여 순환유동층화학기상증착법으로 TiO2 광촉매 막이 코팅된 비드를 제조하 고, 광반응기에서 포름알데
히드 수용액의 분해실험을 통하여 광촉매 비드의 활성을 평가 하 다. 포름알데히드의 광촉매 분해실험에서 자외선 강도, 순환
유속 그리고 과산화수소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분해속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초기농도와 pH의 증가는 분해
속도를 낮추는 결과를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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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믹을 나노스케일(1∼100 nm)로 균일하게 코팅할 수 
있으며, 기질을 유동, 순환시켜 3차원 코팅이 가능하게 하
다. 또한, TiO2의 표면적 및 성능과 코팅 내구도가 우수

하고 원료의 사용량이 적은 장점이 있으나, 유동이 가능한 
기질에만 코팅이 가능하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다.9∼12)

본 연구에서는 순환유동층 화학기상증착법(CFB-CVD)으
로 제조된 TiO2 광촉매 비드의 활성을 평가하기 위해 포
름알데히드 수용액을 처리 유기오염물질로 사용하 으며 

자외선 광량, pH, 초기농도, 순환유량, 과산화수소의 첨가
량 등 관련인자가 광촉매 산화분해반응에 미치는 향을 

검토하 다.

2. 실험방법
2.1. CFB-CVD에 의한 TiO2막 코팅 광촉매 비드의 제조
본 실험에 사용된 유동층 화학기상증착 장치 개념도를 

Fig. 1에 나타내었다. 장치는 조작부와 장치부로 나누어지
며 장치부의 유동층반응기(riser)는 스테인리스 스틸(내 용 
SUS310)을 사용하여 반응 온도에 견딜 수 있도록 하 고, 
상부에는 상승관 내부의 압력과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진

공계이지와 열전대를 설치하 고, 하부에는 가스 주입구와 
전구체 주입구 그리고 하부압력과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진공게이지와 열전대가 설치되어 내부 상태를 체크할 수 

있도록 하 다.
반응기 외부에 설치된 히터는 유동층 반응장치내부의 온

도를 상온에서 1,000℃까지 제어할 수 있으며, 사이클론은 
많은 양의 시료가 상승관에서 넘어와도 충분히 포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호퍼는 시료의 도와 양을 고려하여 
설계되었다.
전구체를 기화시키는 발포기는 용량 1 L의 크기로 정하

여 내부의 압력과 온도를 측정할 수 있게 진공계이지와 

열전대를 설치하 고, 외부에 설치된 히터를 이용하여 온
도를 상온에서 100℃까지 조절할 수 있게 하 다. 그리고 
필터는 사이클론에서 포집하지 못한 시료를 최종적으로 포

집하여 진공펌프를 보호할 목적으로 사이클론 후단부에 배

치하 다.
진공펌프는 유동층 장치내부의 압력을 진공으로 유지할 

수 있는 용량의 진공펌프로 설치되었다. 그리고 가스 배관
의 중요 부분에 on/off 밸브를 설치하여 유동층 반응기 내
부로 들어가는 가스를 제어할 수 있게 하 으며, 유동층 반
응기 상부와 하부에 설치된 진공계이지의 변동범위는 0∼
1,000 Torr이고 발포기에는 변동범위 0∼100 Torr의 진공
계이지를 설치하 다.
조작부는 유동층 내부진공과 발포기의 압력을 측정하는 

진공지시계, 온도계, 각 부분의 전기스위치, MFC(mass flow 
controller), 배관가스 on/off 밸브 스위치로 구성되었다.

CFB-CVD 공정은, 광촉매의 전구체로 금속알콕사이드인 
TTIP(titanium tetraisopropoxide(Ti(OC3H7)4,Aldrich)를 발포
기(bubbler)에 충진하고 반응기의 내부조건은 저압, 고온상
태로 유지하면서 유동화 가스(Ar)를 사용하여 모재인 glass 
bead(직경 1 mm)를 유동화 시킨다. 아르곤 가스로 발포
기에 충진된 전구체를 포기하고 반응기에 공급시키며, 유
동층 반응기에 공급된 전구체와 산화제 O2가 만나서 유동

층 반응기 내부의 온도와 압력 조건에 의해 비드 표면에 

TiO2 막이 코팅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광촉매 비드는 
산소농도 50%, 반응압력 5 torr, 반응온도 773K의 CVD공
정조건에서 아나타제 결정구조의 TiO2 막(두께 1 µm)이 코
팅 된 광촉매 비드를 사용하 다. 한편 본 연구에서 사용
된 광촉매 비드에서 TiO2 막의 물리화학적 특성들은 선
행연구에서 여러 기기분석을 통하여 검토되었다.9∼12)

Fig. 1. Schematic diagram of the CFB-CVD experimental appar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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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chematic drawing of the fluidized bed UV-LED/TiO2 
photocatalytic degradation experimental apparatus.

2.2. 광촉매 비드의 광활성 평가 실험
유기물 분해반응 시료는 포르말린(Daejung Chemical Co., 

GR 37%)에 증류수에 회석하여 포름알데히드 수용액으로 
제조하 으며, 광촉매 분해반응 후에 Formaldehyde-Test(Wako 
Pure Chemical industries)를 사용하여 분광광도계(UV-1601, 
Shimadzu)로 파장 5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분해반
응 속도를 구하 다.

Fig. 2에 광촉매 비드의 광활성을 평가를 위해 제작된 UV/ 
TiO2 분해반응장치를 나타내었다. 원통형 플라스틱관 내부
에 최대파장이 380 nm인 UV-LED(Nichia Co., NSHU590A, 
100 mW) 84개를 설치하고 전원조절장치를 이용하여 자
외선 광량을 조절할 수 있는 자외선 광원장치를 제조하여 
실험에 사용하 다. 석 반응기 내부에 CFB-CVD장치에서 
제조한 TiO2 광촉매 비드를 충진하고 포름알데히드 수용
액을 정량펌프로 순환 공급시키면서 광촉매 비드를 유동

시켜 광분해반응실험을 실시하 다. Fig. 3에 UV-LED광
원과 석 반응기의 제원을 나타내었다.

CFB-CVD법에 의해 제조되는 광촉매는 모재의 유동이 
가능한 크기가 작은 비드들로 제한된다. 따라서 이러한 
광촉매 비드를 효과적으로 환경오염물질 처리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분해반응 역시 유동상태에서 수행하는 것이 유

Fig. 3. UV-LED illuminat and quartz reactor.

리하다. 본 연구에서는 광촉매 bead가 유동되는 조건에서 
포름알데히드 수용액을 처리하 으며, Fig. 4에 각각의 순
환유량에서 광촉매 bead가 유동되는 현상을 사진으로 나
타내었다.

3. 결과 및 고찰
3.1. 자외선 광량이 분해반응에 미치는 영향
자외선 광원부에는 총 84개의 UV-LED가 내장되었으며, 
전원조절장치에 의해 on/off되어 석 반응기에 조사되는 자

외선의 광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Fig. 5에 
포름알데히드 수용액의 초기농도 4 mg/L, 순환유량 600/min, 
pH 7의 조건에서 자외선의 광량을 8,400 mW, 6,700 mW, 
5,000 mW 그리고 3,300 mW로 변화 시키며 TiO2 광촉
매 비드가 유동되는 석 반응기에서의 포름알데히드의 분

해실험결과를 나타내었다. 한편 자외선의 광량 8,400 mW
에서 반응기에 광촉매 비드를 충진 하지 않은 실험조건에

서는 포름알데히드의 분해가 일어나지 않았다.
Fig. 5의 결과에서 반응시간 경과에 따른 흡광도 변화 값을 
포름알데히드 농도의 변화로 환산하고, 반응차수가 pseudo- 
first order rate라 가정하고 회귀분석 한 결과를 Fig. 6에 
나타내었으며, 각 분해반응에서의 반응 속도상수를 식 (1)

Fig. 4. Expansion of TiO2 photocatalyst films coated beads by change of flowing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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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Degradation rate of the formaldehyde at various UV 
intensity.

로 구하 다.

C = C0 exp(-k․t) (1)

여기서 절편 값은 C(반응시간 후 농도)와 C0(초기농도)
가 같을 때(C=C0)의 값이므로 1이며, k는 속도상수이다.
자외선 광량이 증가할수록 포름알데히드의 분해가 잘 일

어난 것을 알 수 있다. 광촉매 산화분해반응은 자외선으
로 광촉매가 여기 되어 생성되는 정공에 의해 광촉매표면

에 생성되는 강산화종들에 의하여 일어난다. 따라서 자외
선 강도가 높을수록 광촉매의 여기가 활성화 되어 분해반

응속도가 높게 된다.

3.2. 초기농도가 분해반응에 미치는 영향
포름알데히드 수용액 300 mL를 pH 7, 자외선광량 8,400 

mW, 순환유량 600 mL/min의 조건에서 포름알데히드의 초
기농도를 1, 2, 4, 8 mg/L로 변화시키면서 광산화분해실
험을 하여 그 결과를 Fig. 7에 나타내었다. 포름알데히드의 
초기농도가 높을수록 분해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ig. 6. Decomposition rates according to the intensity on pho-
tocatalytic degradation of formaldehyde.

Fig. 7. Photocatalytic degradation of formaldehyde at various 
initial concentration.

3.3. 광촉매 비드의 유동화가 분해반응에 미치는 영향
정량펌프를 이용하여 200 L/min, 300 L/min, 400 L/min 
그리고 600 L/min으로 포름알데히드수용액의 순환유량을 
변화시켜 광촉매 비드를 유동 시키면서, 자외선광량 8,400 
mW, 초기농도 4 mg/L, pH 7 조건에서의 분해실험결과를 
Fig. 8에 나타내었다. 실험결과에서 유량이 클수록 포름알
데히드의 분해속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는 
Fig. 4에 나타난 것과 같이 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반응기
내에서 광촉매 비드의 유동면적이 커지며, 광촉매 비드 주
위에서 와류가 형성되어 반응물과 촉매의 접촉기회가 증가

하여 광산화반응면적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3.4. pH가 분해반응에 미치는 영향
분해실험조건을 자외선광량 8,400 mW, 초기농도 4 mg/L, 
순환유량 600 mL/min으로 하고, 포름알데히드수용액의 pH
가 광촉매 산화분해반응에 미치는 향을 검토하여 Fig. 9
에 나타내었다. 분해실험에서는 포름알데히드 수용액의 pH
가 산성일수록 분해속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
것은 pH가 감소할수록 OH-

의 양은 감소되고 H+
가 증가

됨에 따라 HO2․의 생성량이 증가하고, 계속해서 식 (2)와

Fig. 8. Decomposition rates according to the circulating luid 
velocity on photocatalytic degradation of formaldehy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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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 반응에 의해 OH라디칼의 생성량이 증가함으로 포름
알데히드의 분해속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HO2․+ HO2․→ H2O2 + O2 (2)

H2O2 + e- → OH․+ OH- (3)

Hoffman도 TiO2와 같은 광촉매 반응의 경우 산성의 pH
조건에서 전자 수용체와 전자주기와의 상호작용이 활발하

여 광촉매반응의 활성이 촉진된다고 하 다.13)

Fig. 9. Photocatalytic degradation of formaldehyde at various 
pH.

3.5. 과산화수소 첨가가 분해반응에 미치는 영향
수질오염물질을 광촉매를 이용하여 처리할 경우 대기 중

과는 달리 수용액 내에서는 산소가 부족하여 분해속도가 

매우 낮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산화보조제로 
과산화수소 또는 오존 등을 첨가한다. 본 연구에서는 포
름알데히드의 처리 시에 적정 과산화수소 주입량을 결정하

기 위하여, 수용액의 pH 7, 자외선광량 8,400 mW, 순환
유량 600 mL/min의 조건에서 10 mg/L 농도의 포름알데히
드 수용액 1 L에 과산화수소를 30, 60, 80, 120, 150 mg/L
로 주입시켜 8시간 분해반응실험을 하여 그 결과를 Fig. 
10에 나타내었다. 과산화수소의 주입량이 증가할수록 분해
반응속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과산화수소는 
아래의 식 (4)와 (5)에 의해 이산화티타늄에서 Conduction 
Band로 전이된 전자와 반응해 OH radical을 생성하고, 또
한 Superoxide Radical과 반응해 OH radical을 생성한다. 
이러한 현상으로 과산화수소가 반응을 촉진하고, 직접적
으로 OH라디칼을 생성함으로서 광촉매 산화반응의 활성
을 증대 시킨다.

H2O2 + e- ⇒ OH․+ OH- (4)

H2O2 + O2
- ⇒ OH․+ OH- + O2 (5)

Fig. 10. Decomposition rates according to the H2O2 concentra-
tion on photocatalytic degradation of formaldehyde.

Table 1에 CFB-CVD법으로 제조한 TiO2 광촉매 비드를 
이용하여 포름알데히드 수용액의 광산화 분해실험에 도출

된 각각의 분해반응속도상수를 나타내었다. 실험결과에서 
자외선 광량, 순환유량 그리고 과산화수소의 첨가량이 증
가함에 따라 분해속도가 증가하고, 초기농도와 pH의 증가
에 의해 분해속도를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선행 
연구에서 검토 된 광촉매 비드의 내구성은, 장시간(30시간) 
사용에 의해 기재의 종류 및 코팅 조건에 따라 성능이 20∼
50%까지 저하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12) 이러한 결과로부
터 광촉매 비드를 유동층 반응기를 이용하여 수처리에 적

용할 경우에는 성능과 내구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것

을 알았다.

Table 1. The overall rate constant at different experimental con-
ditions1)

Parameters Conditions Rate constants k
[min-1]

UV intensity
[mW]

8400 0.0030
5000 0.0017
3300 0.0012

Initial concentration
[mg/L]

1 0.0087
4 0.0030
8 0.0014

Circulating fluid velocity
[L/min]

200 0.0013
400 0.0023
600 0.0030

pH
3 0.0048
7 0.0030
11 0.0011

Addition amount of H2O2

[mL]

30 0.0037
80 0.0064

150 0.0086
1) UV intensity 8,400 mW, Initial concentration 4 mg/L, Circulating fluid 

velocity 600 L/min, pH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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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CFB-CVD법으로 제조한 TiO2 광촉매 비드를 이용하여 
포름알데히드수용액의 광산화 분해실험을 수행하여 다음

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 다.

1) 자외선의 광량이 증가할수록 포름알데히드의 분해효
율이 증가 하 으며, 이로부터 자외선으로 여기 되어 생성
되는 정공에 의한 강산화종들의 양이 조사되는 자외선 광

량에 비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반응수용액의 초기농도를 달리하는 실험에서 포름알
데히드의 초기농도가 높을수록 분해반응속도가 감소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로부터 일반적인 광촉매반응과 같이 
광촉매 비드를 이용한 유동층 광산화분해반응시스템도 역

시 저 농도의 수처리시스템에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3) 순환유량의 증가에 의한 유동층의 확대는 반응표면
적의 증가를 가져와 분해속도를 높이는 결과를 나타내었

다. 따라서 소형의 광촉매 비드를 환경오염물질처리에 적
용하는 경우에는 유동층 반응기가 효과적임을 알았다.

4) 포름알데히드 수용액의 pH가 알카리성이 강할수록 
분해속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과산화수소의 
주입량이 증가할수록 분해반응속도가 증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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