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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nO를 이용한 광 전기화학적 수소제조 반응 시 Ag 첨가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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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본 연구에서는 공침법을 이용해 ZnO를 합성하였고, 촉매의 성능을 개선하고자 Ag를 첨가하였다. 합성한 촉매의 물리
화학적 특성은 X-선 회절분석(XRD), 자외선-가시선 분광광도계(UV-visible spectroscopy), 전자주사현미경(SEM), 에너
지 분산형 분광분석법(EDS), 광 발광(photoluminescence), 광 전류 측정(photocurrent)을 이용해 확인하였다. 촉매는 물과 
메탄올 분해로부터 수소 제조를 통해 성능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전자 캡쳐 역할을 하는 Ag 첨가로 인해 들뜬 전자와 
정공 사이의 재결합이 줄어들어 촉매의 성능이 향상되었으며, 특히 0.50 mol% Ag/ZnO 촉매를 사용하였을 때 10 h 
반응 후 8.60 µmol g-1의 수소가 발생하였다.

Abstract
In this study, ZnO, which is widely known as a non TiO2 photocatalyst, was synthesized using coprecipitation method and 
Ag was added in order to improve the catalytic performance. The physicochemical characteristics of the synthesized ZnO 
and Ag/ZnO particles were checked using X-ray diffraction (XRD), UV-visible spectroscopy,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scopy (EDS), photoluminescence (PL), and photocurrent measurements. The perform-
ance of catalysts was tested by H2 production using the photolysis of H2O with MeOH. By adding Ag which plays a role 
as an electron capture on the ZnO catalyst, the performance increased due to the recombination of excited electrons and holes. 
In particular, 8.60 µmol g-1 H2 was produced after 10 h reaction over the 0.50 mol% Ag/Z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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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지난 수십 년 동안 무분별한 화석연료의 채굴과 사용으로 인해 온

실가스의 하나인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증가하였고, 그 결과 지구온난

화 문제가 심각히 대두되었다[1].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범국가

적으로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신 재생에너지에 대한 다양한 연

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 가운데 수소 에너지는 사용 후 생성물이 물이

기 때문에 자원고갈 및 지구온난화로 인한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

는 가장 청정한 에너지원이다[2]. 

수소는 다양한 방법으로 생산이 되고 있으나 대부분은 원유를 정제

할 때 부산물로 얻어지고 있으며, 다음으로 탄화수소 및 알코올류의 

개질 반응(reforming)에 의해 생산되고 있다[3-5]. 하지만 위의 두 방

법은 화석 연료를 출발물질로 사용하고 그에 따른 반응 생성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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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탄소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자원 고갈 및 환경 문제로부

터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거의 무한정이라고 할 수 있는 물

을 분해하여 수소를 얻음으로써 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물을 분해하는 방법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전기분해이지만[6], 

전해질 및 전극 등의 고가의 장치와 높은 유지비용이 필요하다. 따라

서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광화학적으로 물이나 저급 알코올을 분해

하여 수소를 제조하는 방법이 가장 친환경적이라고 할 수 있다. 

광화학적으로 물을 분해하는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광 

촉매이다. 물을 분해하기 위해서는 물의 산화와 환원전위를 포함해 

약 1.23 eV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 조건에 부합하는 광 촉매로는 

GaP[7], CdS[8], TiO2[9], ZnO[10], SrTiO3[11] 등이 있으며 그중 가장 

널리 알려진 광 촉매는 TiO2이다. 이 광 촉매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점은 넓은 밴드갭과 들뜬 전자와 홀 사이의 재결합으로 인한 활성저

하이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고 성능을 개선하고자 다른 금속을 촉매 

표면에 도핑(doping)하거나 골격 일부분을 치환하기도 하였다[12-14]. 

최근 비 TiO2계 광 촉매 개발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그중 대

표적인 물질은 TiO2와 비슷한 밴드갭을 가지는 ZnO이다. ZnO는 광화

학적 방법으로 유기물을 분해하는 광 촉매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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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nO synthesis>

 

<Ag/ZnO synthesis>

Figure 1. Preparation of catalysts.

Figure 2. Batch type liquid photo reactor system.

Figure 3. H2 evolution from MeOH + H2O photo decomposition.

만, TiO2만큼 물 분해 수소제조로의 활용은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광화학적 방법으로 물 및 저급알코올을 분해하여 

수소를 제조하는 촉매로 ZnO 광 촉매를 이용하였다. 또한 순수한 

ZnO에서도 들뜬 전자와 정공 사이에 빠른 재결합이 촉매 활성저하의 

주된 원인이므로, 들뜬 전자와 전공 사이의 재결합을 억지시키기 위

해 다양한 금속을 첨가한 연구가 실시되었다[15,16]. 특히 Ag가 첨가

된 ZnO의 경우 methylene blue (MB)나 methyl orange (MO)와 같은 

유기물 분해에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었다[17,18]. 본 연구에서도 높은 

환원전위를 가져 들뜬 전자를 캡쳐할 수 있는 Ag의 특성을 이용하여 

ZnO 촉매의 물 또는 저급알코올 분해 수소제조 성능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2. 실    험

2.1. 촉매 합성

본 연구에서 사용된 ZnO의 합성 과정은 Figure 1에 나타내었다. 

Zn(NO3)2⋅6H2O (zinc nitrate hexahydrate, Junsei, Japan), AgNO3 

(silver nitrate, Junsei, Japan)가 전구체로 사용되었다. 증류수 500 mL

에 Zn(NO3)2⋅6H2O을 첨가하고 1 h 동안 교반 후 침전제로 oxalic 

acid를 첨가하였고 4 h 동안 더 교반시켰다. 균일한 혼합 용액은 원심

분리기를 이용해 침전시켰고, 침전물은 증류수를 이용해 3번 세척하

였다. 얻어진 침전물은 건조하고, 500 ℃ 전기로에서 6 h 동안 소결하

여 ZnO를 제조하였다. 

이어서 Ag/ZnO는 함침법을 이용하여 제조되었다. 우선 위에서 합

성된 ZnO을 증류수 150 mL에 균일하게 분산시켰다. 이 혼합 용액에 

ZnO 1.00 mol 기준으로 AgNO3를 0.25, 0.50, 0.75, 1.00 mol%가 되도

록 첨가하였다. 그 후 혼합 용액이 균일해질 때까지 4 h 동안 교반하

였다. 균일한 혼합용액의 용매는 80 ℃로 가열하여 증발시켰고, 그 후 

건조하여 얻어진 입자는 500 ℃에서 6 h 동안 소결하여 최종 Ag/ZnO 

촉매를 합성하였다. 

2.2. 분석 방법

합성된 촉매 결정은 X선 회절분석기(X-ray diffraction, XRD, MPD, 

PANalytical)를 통해 분석하였고, 촉매의 밴드갭은 자외선 자외선-가

시광선 분광 분석법(UV-vis spectroscopy, Neosys-2000, Sinco)을 이용

해 측정하였다. 또한 들뜬 전자와 정공 사이의 재결합 정도를 비교하

기 위해 광 발광(photoluminescence, PL)법을 이용해 측정하였다. 광에 

의해 발생된 전자와 정공의 분리 효율을 평가하기 위해 광 전류 반응

(photocurrent)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촉매의 형상은 주사전자현미경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S-4100, Hitachi)으로 확인하였

고, 성분 분석은 에너지 분산형 분광법(energy dispersive X-ray spec-

troscopy, EDS, EX-250, Horiba, 검출 한계 0.1 wt%)을 통해 관찰하였다. 

2.3. 광 전기 화학적 수소제조

Figure 2는 합성된 촉매의 수소제조성능 평가를 위해 제작된 액상 

광 반응기와 실험 조건을 나타내고 있다. 광 촉매 분해반응을 위해 반

응물로 메탄올 500 mL와 증류수 500 mL 혼합용액을 1.5 L Pyrex 반

응기에 넣고, 촉매를 1 g 첨가하였다. 365 nm 파장의 UV-lamp (6 w 

cm-2) 3개가 광원으로 사용되었다. 촉매가 첨가된 혼합용액을 교반하

면서 광을 조사하였고, 반응은 10 h 동안 진행하였다. 광을 조사한 후 

생성된 기체는 1 h 단위로 마이크로 주사기로 분취해 열전도도 검출

기(thermal conductive detector, TCD)가 장착된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gas chromatography, GC, Master, Dani)에 주입하여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광 촉매 수소제조 성능 평가

메탄올과 증류수 혼합용액의 광 촉매를 이용한 광화학적 분해를 통

한 시간적 변화에 따른 수소발생 누적량 결과는 Figure 3에 나타내었

다. 비교 촉매인 ZnO를 사용하였을 때 10 h 반응 후 약 3.5 µmol g-1

의 수소가 발생하였다. ZnO에 첨가된 Ag의 양이 0.50 mol%까지 증가

할수록 수소발생량은 증가하였고, 수소는 Ag/ZnO 0.25 mol%와 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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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XRD patterns of catalysts.

(a)

(b)

Figure 5. Diffuse reflectance-UV-visible absorption spectra (a) and the 
Tauc’s plots (b) of the catalysts. 

mol% 촉매를 사용하였을 때 10 h 반응 후 각각 약 5.10 µmol g-1와 

8.60 µmol g-1이 생성되었다. 이 결과는 빛 에너지에 의해 들뜬 전자를 

Ag가 효율적으로 받아들여 전자와 정공 사이의 재겹합을 줄이고, 이 

다수의 전자와 정공이 메탄올과 물을 분해하는데 이용됨으로써 촉매

의 성능이 개선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그 0.75 mol% 이상의 Ag

가 첨가될 경우에는 촉매의 성능이 감소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현상은 과량의 Ag가 ZnO 표면을 덮음으로써 ZnO과 빛 에너지를 받아 

활성을 나타낼 수 있는 면적이 감소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에 TiO2계 광 촉매에서는 시간당 수소 발생량이 약 100 µmol 

g-1에서 15 mmolg-1까지 발생되었고[19-21], ZnO 또는 ZnS를 기본으

로 한 또한 약 12 µmol g-1에서 10 mmolg-1까지 발생되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22-24]. 앞선 연구와 비교하였을 때, 본 연구에서 사용된 

Ag/ZnO 촉매의 성능이 저조한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기존에 보고

된 논문에서는 수소발생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전해질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와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다. 본 연구의 의의는 전해질

을 사용하지 않음에도 불고하고 물과 저급알코올 분해를 통해 수소가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3.2. 촉매의 물리화학적 특성

Figure 4는 합성된 촉매들의 결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된 XRD 

분석 결과이다. 순수한 ZnO의 피크는 2θ = 31.68, 34.32, 36.17, 

47.45, 56.51, 62.77°에서 관찰되었고, 이 피크는 ZnO wurtzite 구조의 

(100), (002), (101), (102), (110), (103)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5]. Ag/ZnO 촉매에서도 ZnO wurtzite 구조가 확인되었지만, 첨가된 

Ag의 양이 증가할수록 38.07°과 46.17°에서 Ag의 (111), (200) 피크가 

점차 성장하는 것으로 보아 Ag가 ZnO 표면에 잘 도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Figure 5는 촉매들의 자외선-가시광선 분광 그래프와 Tauc’s plot을 

나타낸 것이다. Figure 5 (a)에서 촉매들은 400 nm 이하의 파장에서 

강한 흡광도를 나타내었고, Ag이 첨가될수록 가시광선영역으로 흡광

도가 이동하였다. 또한 가시광선영역에서의 흡광도가 증가하였다. 밴

드갭은 아래의 Tauc’s식을 이용하여 계산되었다[26].

( )n
bgh A h E    (1)

여기에서 α, h, ν, A, Ebg는 각각 흡광계수, 플랑크 상수, 광 주파

수, 상수, 밴드갭 에너지를 나타내고, n 값은 1/2 또는 2가 될 수 있다. 

반도체 재료는 direct transition과 indirect transition으로 구별될 수 있

다. Direct transition 반도체일 때는 n 값이 1/2을 사용하고, indirect 

transition 반도체일 때는 n 값이 2를 사용한다. 반도체의 들뜬 전자는 

정공과 재결합할 때 에너지를 방출한다. Si 등과 같은 indirect tran-

sition 반도체 내에서는 주로 열과 진동으로 에너지가 방출한다. 그러

나 GaN 등의 direct transition 반도체 내에서는 들뜬 전자와 정공이 재

결합할 때 모두 발광 형태로 에너지가 방출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ZnO는 direct energy band gap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Tauc’s식에서 n 

값은 1/2을 사용하였다[27]. Figure 5 (b)는 Tauc’s식을 통해 자외선-가

시광선 분광 그래프 데이터부터 전환된 Tauc plot 그래프이며, 밴드갭

은 Tauc plot ((αhν)2 vs hν)의 접선의 접점으로부터 추산되었다. 

합성 촉매인 ZnO, Ag/ZnO (0.25 mol%), Ag/ZnO (0.50 mol%), 

Ag/ZnO (0.75 mol%), Ag/ZnO (1.00 mol%)의 밴드갭은 각각 3.018, 

2.982, 2.982, 2.980, 2.976 eV로 확인되었다. 이 결과를 통해 Ag의 첨

가가 미비하지만 밴드갭 감소에 영향을 주었고, 감소된 밴드갭으로 

인해 좀 더 쉽게 많은 전자가 들뜸으로 촉매 활성을 향상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각 촉매들의 빛 에너지에 의해 들뜬 전자와 정공 사이의 재결합을 

이해하기 위해 광 발광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Figure 6에 나

타내었다. 일반적으로, PL 그래프에서 발광 강도는 들뜬 전자와 정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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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Photoluminescence emission spectra of the catalysts.

Figure 7. Photocurrent responses of the catalysts when the light source 
was switched on and off.

Samples
Elements (atomic %)

Zn O Ag

ZnO 56.80 43.20

Ag/ZnO (0.25 mol%) 58.66 41.34

Ag/ZnO (0.50 mol%) 65.72 33.89 0.39

Ag/ZnO (0.75 mol%) 59.52 39.92 0.56

Ag/ZnO (1.00 mol%) 54.54 44.77 0.69

Table 1. The Atomic Compositions in the Catalysts by EDS

 

 

Figure 8. SEM images of the catalysts. 

사이의 재결합 정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강도가 약할수록 재결합이 

적어 촉매의 높은 활성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현상

은 전자를 받을 수 있거나 전도성을 나타내는 금속이 존재할 때 두드

러지게 관찰된다. 우선, 촉매들의 전자를 들뜨게 하기 위해서 수소 제

조 시 사용했던 광의 파장과 같은 380 nm의 에너지를 조사하였고, 약 

470 nm에서 방출에너지가 관찰되었다. 촉매들의 PL 측정결과 순수한 

ZnO의 강도가 가장 높았고, Ag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강도가 낮아졌

다. 이 결과를 통해 촉매 내에서 Ag이 전자 받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전자와 정공 사이의 재결합 억제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수소제조평가에서 Ag 첨가된 촉매가 순수한 

ZnO 보다 높은 성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Figure 7은 빛을 켰을 때와 껐을 때 촉매의 실시간 광 전류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광 전류 반응은 빛 에너지에 의해 발생된 전자와 정공

의 분리 효율을 평가하기에 유용한 실험으로, 빛을 조사하였을 때 전

류 값은 발생된 전자의 이동량을 나타낸다. 따라서 높은 전류 밀도를 

나타낼수록 입자 표면에 더 많은 전자가 흐르는 것을 의미하고 높은 

촉매 성능을 기대할 수 있다. Figure 7에서 밴드갭 이상의 빛을 조사

했을 때 많은 전자가 들떠 전류 밀도가 상승하였고, 수초 후 안정화되

었다. 안정된 상태에서의 전류 밀도를 비교하였을 때 Ag 첨가량이 

0.50 mol%까지 증가할수록 전류 밀도가 하였다. 이 현상은 PL의 결과

와 같이 들뜬 전가가 Ag으로 이동해 정공과의 재결합이 줄어들어 더 

많은 전자가 흐르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 이상의 Ag 양이 첨가되

었을 때 전류 밀도가 낮아지는데, 이 결과는 PL에서부터 도출된 것과 

상이하다. 그렇지만, 이 결과는 단순히 전자와 정공 사이의 재결합으

로만 설명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자 받개 역할을 하는 

Ag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들뜬 전자와 정공 사이의 재결합은 점점 줄

어든다. 하지만 과량의 Ag는 광 촉매로서 역할을 하는 ZnO의 빛 에너

지를 받는 활성 면적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합성된 촉매 중 0.50 mol%보다 많은 양의 Ag가 첨가되었을 때 점차 

광 전류 밀도가 감소하는 것이다. 이 결과는 앞서 언급된 촉매 성능 

평가 결과를 뒷받침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Figure 8과 Table 1은 촉매들의 형상과 크기를 확인하기 위해 측정

한 SEM 이미지와 EDS 분석을 통한 성분분석 결과이다. Figure 8에서 

촉매 입자들은 구형의 형상이 서로 뭉쳐 있는 형태로 존재하고 있으

며, 입자의 크기는 약 120~300 nm이었다. EDS 분석 결과 촉매의 구

성 성분인 Zn, Ag, O가 검출이 되었다. Ag가 0.25 mol%가 첨가된 경

우는 첨가량이 적어 EDS 낮은 검출한계로 인해 Ag 검출이 되지 않았

다. Ag/ZnO (0.25 mo%)를 제외한 나머지 촉매들은 Ag첨가량이 증가

할수록 촉매 내에 Ag의 함량이 증가하였다. 그리고 Figure 9는 촉매의 

EDS mapping 이미지로 Ag/ZnO (0.50, 0.75, 1.00 mol %)촉매에서 Zn



249ZnO를 이용한 광 전기화학적 수소제조 반응 시 Ag 첨가 영향

Appl. Chem. Eng., Vol. 28, No. 2, 2017

(a) ZnO

  

(b) Ag/ZnO (0.25 mol%)

(c) Ag/ZnO (0.5 mol%)

  

(d) Ag/ZnO (0.75 mol%)

(e) Ag/ZnO (1.00 mol%)

Figure 9. SEM elemental mapping analysis the catalysts.

와 O 성분 이외에 Ag이 입자 전반에 걸쳐 잘 분산되어 존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SEM 이미지를 통해 ZnO 표면에 Ag 입자가 노출되

어 있는 것이 관찰되지 않았으며, EDS mapping에서는 Ag가 입자 전

반에 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첨가된 Ag가 단순히 ZnO 표면

에 흡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ZnO 골격에 도핑되어 있는 것으로 판

단된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따라 촉매의 밴드갭 및 전자와 홀 사이의 

재결합 등 광 화학적 특성에 영향을 주어 촉매 성능이 개선되었을 것

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Ag는 환원전위가 높아 전자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은 있으나, ZnO와 달리 광활성을 나타내지 않는다. 그러

므로 표면에 Ag의 양이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ZnO가 빛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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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면적이 줄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적절

한 양 이상의 Ag가 ZnO 표면을 덮었을 때는 활성이 감소하는 것이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ZnO를 광 촉매로 사용하여 메탄올과 물로부터 광화

학적 분해를 통해 수소를 제조하였으며, 광 촉매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Ag를 첨가하였다. 공침법에 의해 합성된 촉매는 ZnO wurtzite 

구조를 가지고 있었으며, 약 120~300 nm의 입자 크기를 가지고 있었

다. 첨가된 Ag는 ZnO 촉매에서 빛 에너지에 의해 들뜬 전자 받개 역

할을 함으로써 전자와 정공 사이의 재결합을 억제하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하지만 과량의 Ag는 ZnO의 표면을 덮음으로써 광활성 면적을 

감소시켜 활성저하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요소로 

인해서 0.50 mol% Ag/ZnO 촉매를 사용해 메탄올과 물 분해로부터 생

성되는 수소 량은 10 h 이후 약 8.60 µmol g-1이었다. 본 연구를 통해 

수소발생량은 미비하지만 ZnO 광 촉매 역시 물 및 저급알코올 분해

를 통해 수소 제조에 사용할 수 있으며, Ag의 전자 받개 역할로 인해 

촉매 성능이 개선되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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