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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ning Articles

1. 개요

1-1. 이산화탄소의 감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대기 중에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CO2)농도의

증가로 인해 지구온난화현상은 더욱 심각하여 세

계 각국에서 매년 대규모 홍수, 가뭄, 혹서, 한파

등 이상기온으로 인한 재앙으로 고통을 받고 있

다. 그러나 아직도 화석연료의 확실한 주 에너지

원의 위치는 당분간 변화되지 않을 것이 분명해

보인다. 2005년 전 세계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

기 위해 탄소 총 배출량을 감축하는 교토의정서에

합의하여 채택한바 있다. 

이미 유럽 및 호주에서는 탄소시장이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시장이 큰 유럽연

합의 탄소배출권은 2015년 약 400억 유로(60조

원)에 이르고 있고 중국과 우리나라도 2015년부

터 거래가 시작되었다. CO2는 이제 세계시장에서

하나의 경제의 거래수단이 되는 시대가 도래 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연간 약 6억 톤의 CO2를 배출하는

세계 7위권 국가이며 산업구조적인 특성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 1인당 탄소배출량이 높아 CO2

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 더욱 신경을 써야한다.

CO2를 줄이기 위해 전 세계가 노력하고 있지만 이

러한 노력 역시 정치 및 경제적 이슈에 민감하여

탄소시장의 미래는 불안하다고 볼 수 있다.  

1-2. 이산화탄소는 돈이다.

세계 각국은 CO2 감축에 따른 탄소배출권의 거

래에 의한 경제적 이득은 물론 CO2를 전환시켜 산

업자원으로 활용하고자하는 연구와 정책에 집중

하고 있다. 그동안 CO2를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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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2를 분리, 수집하여 저장하는 기술(CCS:

carbon capture and storage)을 개발하고 있으며

또한 최근에는 이에 한발 더 나가 CO2를 전환하여

액체 수송연료 또는 화학원료로 이용하는

CCU(carbon capture and utilization)기술에 더

욱 집중하고 있다. 

CO2는 기후변화로 인한 재앙의 주범이 되고 있

지만 이제는 돈이 되는 시대가 도래된 것이 틀림

이 없다. 감축에 따른 경제적 이득에 추가하여

CO2를 활용하여 청정 수소연료, 메탄올, DME 등

화학원료와 같은 광범위한 화학소재로 전환할 수

있는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CO2는 단순히 환경 오

염물이 아니라, 중요한 산업원료로 전환할 수 있

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배출되어 환경려는

접근을 오염시키는 CO2를 청정에너지로 전환시

키려는 접근은 기후변화 대응하고 에너지문제를

동시에 해결 할 수 있는 바로 신재생에너지 기술

이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재생에너지 자원 중에

서 지구상 가장 풍부한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태

양에너지라고 할 수 있다.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광을 일 년 중 한 시간 정도의 양만 인류가 쓸 수

있는 에너지 형태로 전환 할 수 있다면 전 인류가

일 년 동안 필요한 전체 에너지 충당할 수 있다고

한다. 

현재 태양광을 전환하는 기술로는 전기를 생산

하는 태양전지기술이 잘 알려져 있지만 전기에너

지만으로는 인류에게 필요한 다양한 형태의 에너

지, 연료, 화합물을 모두 만족시킬 수는 없다. 따라

서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탄화수소 화합물을 생

산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며 이는 바로

자연에서 일어나는 광합성을 인위적으로 일으키

는 자연모방의 기술이다. 

세계 각국은 정책사업으로 CO2를 활용하여 청정

수송연료, 메탄올, 플라스틱, 의약, 건축재료 등 광

범위한 바이오화학소재를 생산하는 기술의 연구

에 집중하고 있다. 광합성을 모방한 인공광합성을

통해 CO2를 고부가가치의 산업자원으로 전환하

는 이러한 기술은 가장 친환경적인 미래기술로 부

각되고 있다. 

2. 태양광에너지를 이용한 CO2의 화학연료로의
전환

2-1. 광전기화학적 인공광합성

2-1-1. 인공광합성, 광합성의모방

인공광합성이란 자연계의 식물 잎에서 일어나는

광합성메커니즘을 모방하여 태양광을 에너지원으

로 하여 CO2와 물로부터 수소, 탄소 및 산소로 구

성되는 화합물을 합성하는 기술로 정의할 수 있

다. 대표적인 연구로 2010년 미국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와 캘리포니아 공대를 중심으로 인공

광합성 공동연구센터(Joint Center for Artificial

Photosynthesis)를 설립하였고 이는 미국에서 가

장 큰 연구프로그램으로 2020년 상용화를 목표로

인공-태양광-연료생산기술(CO2, 태양광 및 물

만으로 화학소재와 합성연료를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 중에 있다. 

또한 2011년 일본 도요다 중앙연구소 및 2012

년 Panasonic에서는 질화물반도체를 활용한 인공

광합성시스템을 이용하여 0.2%의 효율로 CO2에

서 개미산(formic acid)으로 전환하는 기술을 개

발하였다. 이처럼 선진국에서는 범정부차원에서

지원하는 가운데 화학기업들을 중심으로 CO2의

광합성전환기술의 연구와 자원화가 활발하다. 광

합성은 명반응과 암반응으로 나누어지며 명반응

은 엽록체의 틸라코이드(thylakoid) 막에서 일어

나는데 전자공여자인 물이 빛에 의해서 산소와 수

소이온으로 분해되면서 전자를 방출한다. 

이 전자는 전자수용체를 거쳐 photosystem II에

서 APT를 생산하고 photosystem I에서 다시 빛

에너지를 통해서 NADPH를 생성한다. 암반응에

서는 calvin회로를 통해 명반응에서 만들어진

APT와 NADPH를 사용하여 CO2가 유기화합물

로 환원되며 화학식은 다음과 같다. 2nCO2 +

2nH2O + 빛 → 2(CH2O)n + 2nO2. 이와 같이

자연계의 광합성과정은 < 그림2-1>(a)에 나타

낸 바와 같이 크게 photosystem (PS)II, PSI 및

Calvin Cycle계로 구별된다. PSII시스템에서 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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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에너지로 변환하면 전자전달계에 의해 전자

가 reaction center(RC)로 전달되며 동시에 발생

된 정공(hole)은 PS시스템하단에 존재하는 망간

촉매의 도움으로 물 분해반응을 일으켜 산소와 수

소이온을 생성하게 된다. PSI시스템도 PSII시스

템과 유사하게 빛에너지를 화학에너지로 변환하

게 되고 plastocyanine이 전자를 PSI시스템에 제

공하면서 산화되어 전자전달 사이클이 구성된다.

이 과정에서 ATP 및 NADPH와 같은 생체 내 에

너지 저장 매개체들이 생성된다. 

이러한 에너지 매개체들은 Calvin Cycle 기작에

서 기공을 통해 흡수된 CO2가 포도당으로 변환되

는데 사용된다. 자연계의 광합성을 인위적 방법으

로 보다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인공광

합성시스템들이 제안되어 왔다. 그 중 가장 효율

적일 뿐만 아니라 생성물의 분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광전기화학적 인공광합성 기

술이 최근 각광을 받고 있다. 광전기화학적 인공

광합성 시스템의 경우 < 그림1>(b) 개념도에서

보듯이 태양광을 흡수하여 전자-정공쌍을 생성하

기 위해서 산화 및 환원 전극 중 적어도 하나는 빛

을 흡수 할 수 있는 광전극으로 이루어 져야하며,

산화 및 환원전극 모두 각각 반응의 과전압을 최

소화하기 위한 촉매특성을 지녀야 한다. 

또한 산화 및 환원반응에서 생산된 화학종들이

반대전극의 반응에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고 생성

물을 원활하게 분리하기 위해 분리막이 필요하다.

자연의 식물 잎에서 일어나는 광합성과 마찬가지

로, 인광광합성을 통해 태양광-화합물을 생산하

기 위해서는 물 분해반응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며

이 때 가장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게 된다. 특히 과

전압에 의한 에너지 손실이 크기 때문에 물 분해

를 용이하게 하는 촉매기술은 기술의 핵심으로 매

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물 분해를 통하여 수소생산 공정에서 물 산화반

응 시 생성된 수소이온은 상대 전극(환원전극) 쪽

으로 이동하게 되며, 이 수소이온이 직접적으로

환원이 되면 수소기체가 발생한다. 한편, 물속에

CO2가 용해되어 있으면 수소이온과 경쟁 환원반

응을 통해 개미산, 메탄, 일산화탄소, 메탄올, 에틸

렌 등 다양한 화합물들이 생성된다. 그렇기 때문

에 환원반응에 있어서 반응선택도(selectivity)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이는 환원 전극의 촉매특성

에 의해 결정된다. 최종적으로 고효율의 광전기화

학적 인공광합성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많

은 요소기술들의 개발이 필요하지만 특히 광촉매

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광전기화

학적인 인공광합성의 가장 핵심적인 촉매기술인

물 분해 촉매와 CO2 환원촉매가 연구의 중심이 되

고 있다. 최근 나노구조의 광촉매를 활용한 광전

<그림 1> 자연계 광합성 과정모식도(a), 광전기화학적 인공광합성 개념도(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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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화학전지(photoelectrochemical cell)에 대한

연구를 통해 빛으로부터 물을 분해하여 수소에너

지를 활용하거나 염료감응 태양에너지의 광전극

을 이용해 보조인자(cofactor)를 재생하고 산화환

원용 효소반응을 이용하여 인공광합성을 유도하

는 기술이 소개되었다. 

물 분해에서 얻어진 수소와 CO2를 금속촉매로

반응시켜 메탄올로 전환하는 연구, 나뭇잎구조와

유사한 인공 나뭇잎을 개발하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현재의 인공광합성연구는 광범위한 전체 광

합성연구보다는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한정적인

광합성모방의 초기의 기초단계이지만 앞으로는

각 분야의 연구가 융합되어 포괄적인 인공광합성

의 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2-1-2.광합성미생물을이용한바이오소재생산

기본적으로 CO2의 전환기술은 크게 화학적 전환

과 생물학적 전환으로 분류될 수 있다. 화학적 전

환은 그 기술적 특성에 따라 다시 열촉매화학적

전환, 광화학적 전환, 전기화학적 전환 등으로 나

눌 수 있다. 또한, 이들 전환공정을 기상반응과 액

상반응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기상반

응은 열화학 또는 열촉매 반응기술을 의미하며 액

상반응은 전기/광/바이오기술을 포함한다. 인공광

합성연구의 경우 개념정립 단계로 실제 사업화가

이루어지기에는 아직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

다. 최근 CO2의 미생물에 의한 생물학적 전환에

의하여 바이오화학소재를 경제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연구와 함께 자연의 광합성의 모방보다는 광

합성자체를 개선하는 연구도 수행되고 있다. 

자연계에는 수 천 만년 동안 미생물에서 광합성

을 통해 물과 CO2로 포도당을 만드는 탄소사이클

(Carbon Cycle)이 존재한다. 기존의 단순 배양수

준에 머물렀던 연구가 최근 들어 유전공학, 대사

공학, 합성생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외부유전자

를 도입하여 식물, 남세균(cyanobacteria), 나자

색세균(purple photosynthetic bacteria)의 광합

성시스템을 이용, 여러 대사경로를 통해 다양한

바이오연료/화학소재를 생산하게 되었다(그림2-

2a). 이 경우, Calvin-Benson- Bassham 경로를

통해 CO2가 pyruvate를 거쳐 바이오화학소재가

형성이 되므로, 제품의 생산성 증가를 위해 카르

복시솜(carboxysome)의 발현을 높이거나 루비

스코유전자의 과-발현을 통해서 CO2의 고정효율

을 증가하는 연구가 수행되었다. 바이오매스를 열

분해하거나 열화학적 공정을 통해 메탄가스나 원

유 형태로 분해시킬 수도 있지만 유용한 성분들이

소실된다. 바이오방식으로 정련하면 바이오매스

를 여러 가지 유용한 성분들로 분류할 수 있다. 원

유에서 운송용 연료나 유기화합물, 폴리머 단위성

<그림 2> 바이오화학소재 생산 핵심대사 경로와 이로 인해 생성된 화학소재의 생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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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들을 뽑아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바이오연료도

몇 가지 핵심 단위성분으로부터 폴리머나 플라스

틱을 만들어낼 수 있다. 

진핵 미세조류는 에틸렌, 프로필렌, 지방산

(adipic acid) 및 furanics와 같이 고분자 구조체

로 전환될 수 있는 탄화수소나 다당류의 물질을

만들어낸다. 바이오연료 또는 원료용 화합물 생산

연구에 집중되고 있는 시아노박테리아로는

Synechocystis와 Synechoccus가 있다. 생명체

과학(omics)기술의 발달로 Synechocystis와

Synechoccus에 대한 대사와 관련된 분자 수준의

모든 유전자 정보가 밝혀져 있다. 이종 유전자를

복제 플라스미드에 담아 세포 속에 염색체와 별개

로 주입할 수도 있고, 염색체의 중립 구역에 소위

도킹방식으로 삽입시킬 수도 있다. Synechocystis

와 Synechoccus에 새로운 대사과정을 삽입시켜

서 에탄올, 젖산, iso-butyraldehyde, iso-

butanol, 1-butanol 등을 생산하게 할 수 있다. 연

구 초기에는 배양액에 들어있는 대사산물이 ㎍/L

수준이었던 것이 현재는 g/L 수준까지 향상되고

있다(그림2-2b). 시아노박테리아의 대사에 이종

대사경로를 추가해서 시아노박테리아의 CO2 고

정과 중간 대사 과정을 최적화시킬 수가 있다. 

또 단순히 염으로 자극하는 방식으로 고정되는

CO2의 90%까지 설탕생성에 집중시켜서 거의 사

탕수수 수준까지 이르게 할 수 있다. 합성시스템

생물학의 발전은 시아노박테리아를 바이오연료나

기초 화합물을 생산하는‘광합성 세포공장’으로

만들고 있다. 여러 가지 단백질이나 2차 대사산물

을 생산할 수 있는 미생물로서 폭넓게 응용되고

있다. 식물시스템이나 세균시스템을 마음대로 넣

을 수도 있고 수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들 시스

템의 여러 가지 장점들, 예를 들면 광합성도 할 수

있고 영양분을 먹고 자랄 수도 있는 세균과 식물

과 동물적 유전자가 융합된 형태의 전천후‘식물

성 동물(planimals)’이라 말할 수 있다. 어떤 유핵

미세조류는 셀룰로오스를 먹고 자랄 수도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것은 매우 관심을 끄는 형질

로서 셀룰로오스 폐기물을 배양액으로 사용할 수

도 있다는 것이다. 

미세조류는 세포크기가 10㎛ 이상으로서 배양액

에서 세포분리가 쉽다는 것도 큰 장점이다. 광합

성으로 효용가치가 높은 탄화수소를 반복적으로

생산해내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 Botryococcus

braunii의 triterpene과 alkane 생성시스템이 종

합적으로 분석된다면 진핵 미세조류에 대한 이종

유전자 조작 청사진이 될 수 있다. 인공대사경로

도입, 대사조절, 성장조건조작과 같은 방법을 통해

광합성 세균에서 바이오연료, 에너지, 플라스틱,

항산화제 등을 생산할 수 있었지만, 산업적으로

활용하기에는 아직 미흡하다. 

2-1-3. 미생물전기생합성을이용한화학소재생산

최근 미생물 연료전지(microbial fuel cell)부터

신개념 microbial 화학물질 생산시스템까지 미생

물전기생합성을 활용한 전기 혹은 연료생산기술

이 주목받고 있다. 이 기술은 Geobacter나 일부

Acetogen 미생물이 전기를 이용하여 CO2를 환원

하고 acetyl-CoA를 비롯한 대사중간체를 생합성

하는 개념의 공정이다(그림2). 이러한 종의 미생

물들은 Wood-Ljungdahl pathway라는 환원 아

세 틸 -CoA경 로 (reductive acetyl-CoA

pathway)에서 수소를 전자공여자로 CO2를 전자

수용자로 이용한다. 

이 대사경로에서 CO2는 CO로 환원되고, 궁극적

으로는 아세틸-CoA로 전환된다는 개념이 제안

되어 가능성이 검증되고 있다. 전극에 부착되어

자라는 Sporomusa ovate의 생물막(biofilm)에서

전자를 소비하여 초산과 소량의 2-oxobutyrate

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Shewanella

oneidensis에 대장균의 글리세롤활용 유전자들과

Zymomonas의 에탄올생산유전자모듈을 넣었을

때, 세포내 산화환원 균형이 맞지 않는 조건에서

도 에탄올 발효가 가능하게 되었다. 최근 in silico

대사경로 재구축기법을 이용하여 대장균에서 전

기생합성을 이용하면 NADH재생으로 인하여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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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내 산화환원균형을 조절할 수 있어 n-butanol,

1,4-butandiol, succinate, ethanol, 1,3-

propanediol과 같은 다양한 바이오화학소재의 생

산율을 증가방안의 제안과 이러한 모델시스템의

장단점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방법이 제시되었다.

전기생합성 역시 기존의 인공광합성과 비슷하게

개념정립단계에 있는 연구로 CO2를 환원시켜 유

용한 바이오화학소재를 생산할 수 있지만, 아직

폭넓고 깊은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Jourdin et al. (2014) 역시 일반 카본 다공성 전

극에 탄소나노튜브를 직접 성장시켜 계층 구조를

갖는 bio cathode를 제작하고 그 위에 여러 미생

물이 혼재된 biofilm을 형성한 후 일반 graphite

평판과 비교하여 acetate 산출량을 보고하였다.

이 때 전체 표면적으로 normalize시킨 acetate 산

출량을 비교했음에도 불구하고 2.6배 향상된

acetate 산출량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탄소나노튜

브 상으로의 우수한 미생물 부착뿐만 아니라 향상

된 미생물 extracellular electron transfer에 기

인한다고 분석하였다. 전기생합성의 역반응인 미

생물연료전지분야는 세계적으로 많은 연구가 진

행되고 있으므로, 곧 큰 발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 

2-2 광전기화학적 인공광합성 촉매기술

2-2-1. 물분해광촉매기술

인공광합성은 태양광에너지를 흡수하여 화학에

너지로 변화하는 것을 전제함으로 광에너지흡수

재료가 반드시 필요하다. 대표적인 광에너지 흡수

/변화 물질로는 실리콘과 같은 반도체물질이 있으

며, 다양한 색깔의 염료화합물도 인공광합성에 쓰

인다. 반도체 물질이 광자에너지를 흡수하여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반도체물질

은 가전자대(valence band)에 존재하는 결합전자

의 결합에너지보다 높은 광에너지가 조사되었을

때, 그 전자의 결합이 끊어지며 결합전자가 전도

대로 여기(excitation)되는 현상을 가진다. 이런

여기전자와 여기전자가 있었던 곳에 생긴 정공

(hole)은 각각 해당 전기화학준위가 된다. 이때,

여기전자는 광에너지를 흡수하기 전 가전자대 전

자와 비교하여 강한 환원력을 가지게 되고, 광에

너지에 의해 생성된 정공도 강한 산화력을 가진

다. 이렇게 광에너지를 흡수하고, 동시에 물질표면

에서 산화환원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을 광촉매

(photocatalyst)라고 한다. 

특히 이러한 광촉매 물질이 산화 또는 환원 반응

이 일어나는 전극형태로 사용할 때 이것을 광전기

화학촉매(electrochemical catalyst)라고 한다.

광촉매가 원하는 산화 혹은 환원반응을 효율적으

로 일으키기 위해서는 i) 원하는 산화, 환원반응의

표준전위가 가전자대와 전도대 사이에 위치하여

여기전자와 정공에 의한 반응이 가능하여야 하며,

ii) 광에너지를 흡수한 상태에서 여기전자와 정공

에 의해 광촉매 스스로 분해되거나 수용액과 반응

하여 광촉매의 특성을 잃지 않고 물리화학적으로

안정하여야 하고, iii) 가전자대와 전도대의 에너지

차이인 띠간격-에너지(band-gap energy)가 가

능한 작아서 태양광의 가시광선을 최대한 많이 흡

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인공광합성

의 대표적인 반응인 CO2환원 또는 물 분해(양성

자 환원과 물 산화반응) 반응들은 모두 다-전자

가 참여하는 복잡한 촉매반응이다. 광(전기 화학)

촉매와 조촉매를 이용한 물의 산화반응은 매우 많

은 연구가 진행된 분야로, 특히 수용액상에서의

산화반응에 물리/화학적으로 안정하다고 알려진

<그림 3> 미생물 전기생합성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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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산화물을 각각 광촉매(TiO2, WO3, BiVO4

등)와 조촉매(IrOx, RuOx, CoOx 등)로 사용하였

다. 물 산화반응(oxygen·evolution reaction:

OER)의 촉매로는 이리듐, 코발트 등의 산화물

(IrOx, CoOx)이 고-활성으로 알려져 있으나, 대

부분의 촉매가 염기성 용액조건에서 작동하고 있

다. 특히, CO2를 전환하여 CO나 에틸렌과 같은 고

부가가치 화합물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중성용액

이라는 한정적 조건 내에서 반응이 진행되는데 이

러한 조건에서 잘 작동하는 물 산화촉매연구가 더

욱 필요하다. 독일의 Driess교수는 모든 pH영역

에서 OER특성이 우수한 다기능 촉매인 코발트 산

화물(CO3O4) nanochains 촉매를 합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비부식성 중성전해질에서 OER 촉매로

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Joya et al.은 CO2

가 포화된 카보네이트(CO32-) 전해질조건에서

합성한 Co, Ni 기반의 촉매(Co-Ci, Ni-Ci)를 합

성함으로서 CO2가 풍부한 중성전해질 조건에서

OER특성이 우수하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이외에

도 인, 질소 등이 첨가된 금속산화물(Co-Pi, Ni-

Pi) 및 철 화합물 촉매들의 개발을 통해 중성수용

액 내에서 기존에 알려진 촉매보다 더 고활성을

보여주는 연구결과가 있다. 더불어 몇 몇의 균일

또는 불균일 금속화합물이 물 분자를 산화하여 산

소를 발생시킨다고 발표되었지만 현재까지는 효

과적인 촉매가 발견되고 있지 않다. 

이는 4개의 전자가 관련된 물 분자의 산화과정이

화학적으로 매우 어려운 과정임을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현재로서는 고체화합물인 RuO2, IrO2

등이 물 분해반응을 더 잘 활성화하는 것으로 알

려져있으며 이들의 전도성과 결합하여 실용적인

디바이스 구현에 사용되고 있다.

2-2-2. 전기화학적 CO2환원을위한고효율촉매

CO2의 환원반응은 열역학적으로 많은 외부에너

지를 공급받아야 하는 흡열반응이고, 특히 탄소와

산소사이의 매우 안정적인 이중결합을 끊어야하

기 때문에, 고-활성화 에너지가 필요하다. CO2의

환원과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CO2

환원에 소요되는 과전위(overpotential)를 줄이고

반응 중간체에 대한 에너지경로를 제어할 수 있는

고효율의 촉매가 개발되어야 한다. 많은 다양한

금속 전기촉매들이 개발되는 가운데 최근에는 조

절된 표면적과 모폴로지의 나노입자 합성으로 반

응속도가 향상되는 성과를 얻어냈고 금속촉매 상

에서 탄화수소 혹은 금 바탕의 나노입자 클러스터

상에서 CO로의 환원에 적용되었다. 

최근 25℃ 0.5M KHCO3 용액 속의 금(Au) 나

노입자 상에서 CO2를 CO로 선택적 전기촉매 환

원시키는 방법이 보고되었다. 단분산의 4, 6, 8,

10nm 나노입자 중에서 8nm 금 나노입자가 CO2

를 CO로 환원시키는데 특별히 활성이 높다. 전기

화학적으로 환원된 CO는 에너지원으로 다양한 형

태의 신재생에너지와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기 때

문에, 최근 더욱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청정에너지 저장기술로, CO2방출문제를 일으키는

화석연료를 일부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낮은 촉매효율과 낮은 내구성문제를

가지고 있어, 고-활성의 촉매물질개발이 무엇보

다 중요하다. 

CO2의 촉매전극은 전극자체가 빛을 흡수하는지

여부에 따라 광전기화학적인 촉매 전극과 전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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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촉매전극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사용되는

전극재료에 따라서는 금속이나 반도체물질 등의

고체물질전극, cyclam, bipyridine, phorpirin 등

의 금속분자 복합체(molecular complex) 균일촉

매 전극, 또는 이 둘의 접합으로 이루어진 전극으

로 구분할 수 있다. CO2의 환원은 환원된 정도에

따라 다양한 경쟁반응이 있으며, 이러한 경쟁반응

간의 환원전위가 비슷하여 선택적으로 생성물을

얻는 것이 쉽지 않다. 

특히, 수용액 상에서의 환원반응은 물이 환원되

어 수소가 발생하는 반응이 쉽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수소생성반응을 억제하고, 단일생성물의

높은 선택성을 가지도록 하는 촉매물질의 개발이

매우 중요하다. 최근에는, 금속 촉매전극의 나노구

조화를 통해서 과전압을 낮추거나 선택성을 높이

는 등 촉매활성을 증가 시키고자 하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 Au, Ag, Cu 등의 금속 나노

입자가 다결정질의 금속기판에 비해서 높은 전류

선택성(패러데이 효율) 및 낮은 과전압을 보고하

고 있다. 특히 산화물에서 유래된 나노금속 전극

합성법이 높은 활성을 보이고 있다. Au, Sn, Cu,

Ag, Pb 등의 다양한 금속의 경우에 각각의 금속산

화물에서 유래되거나 금속산화물과 혼합하여 사

용하였을 때, 촉매활성이 증가되는 사례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다. 촉매전극의 CO2환원 활성을 증가

시키기 위해서 유기물을 함께 사용하기도 하는데,

대표적으로는 이온성액체, pyridinium 유도체,

tetraalkyl- ammonium salt 등이 있다. 

2-2-3. 이산화티탄광촉매
(titanium dioxide photocatalysts)

이산화티탄(TiO2)및 기타 반도체 광촉매 물질을

이용한 수용액상에서의 CO2환원반응은 Inoue et

al.에 의해서 처음으로 알려졌는데 이때 주요 환원

부산물로는 메탄올이 발생하였고, 그 외 개미산과

포름알데히드 등도 함께 생성되었다. 이는 균일계

촉매의 경우 주요 부산물이 CO 혹은 개미산에 그

치는 것에 반해 비균일계의 무기광촉매 시스템은

다-전자 전달반응에 더 유리함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현재까지 개발된 광촉매시스템 상에서

CO2를 메탄올이나 메탄 등의 부가가치를 갖는 화

학연료로 선택적으로 전환하는 반응에 있어서는

무기광촉매계열이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그

러나 조사된 광량 대비 CO2의 전환율이 메탄올 생

성을 기준으로 0.02%, 포름알데히드 생성기준으

로 0.05%에 불과해 매우 낮은 효율을 보였다. 

이후 다양하게 개질된 TiO2를 중심으로 한 광화

학적 CO2전환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어져 오고 있

으며, 주요 부산물로 CO, 개미산, 포름알데히드,

메탄올, 메탄, 에틸렌 등이 생성되었다. 광촉매시

스템에서는 여기(exited)된 전자와 정공의 재결

합을 방지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환원반응을 유

도할 수 있기 때문에 정공에 의해 유발되는 산화

반응 역시 중요하다. 

비균일계 촉매를 이용한 CO2의 환원반응은 주로

수용액상에서 진행되므로 이 경우 가전자대에서

는 물의 산화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물의 산화반

응 이 전 체 반 응 의 속 도 결 정 단 계 (rate

determining step)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용액 상에 프로판올과 같은 알

코올계 전자공여체를 첨가하여 빠른 산화반응을

유도함으로써 CO2의 환원반응을 효과적으로 진

행시키는 방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Kaneco et

al.은 프로판올 용액 상에서 TiO2광촉매를 이용하

여 CO2를 2.8 MPa 고압조건하에서 광화학적으로

환원시키면 메탄이 선택적으로 생성되는 것을 확

인하였고, 또한 반응 압력을 6.5 MPa로 더 높여

액체상의 CO2상태에서 반응을 진행하면서 물을

첨가할 경우에는 개미산이 선택적으로 생성됨을

보고하였다. 이는 사용되는 전자공여체와 양성자

제공물질에 따라 CO2의 환원부산물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Liu et al.은 TiO2/SiO2 광촉매

를 이용한 CO2환원반응에서 물, 아세토니트릴, 프

로판올, 디클로로메탄 등 유전상수가 다른 여러

가지 용매를 사용한 결과, 유전상수가 큰 용매를

사용할수록 개미산의 생성은 증가되고 CO의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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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은 감소함을 규명하였다. 아울러 여러 가지

금속 혹은 금속산화물을 조촉매(co-catalyst)로

사용하여 CO2환원 효율의 향상 및 환원생성물의

선택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주로 구리(Cu), 루테

늄(Ru), 팔라듐(Pd) 등이 CO2환원을 위한 조촉

매로 활용되었는데, 이 가운데 구리 계열 조촉매

는 메탄 및 메탄올 등으로의 선택적 환원에 큰 효

과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Adachi et al.은 아나타제(anatase) 결정구조를

가지고 있는 TiO2 표면에 5 wt% 미만의 구리를

도핑할 경우 CO2가 메탄과 에틸렌으로 환원되는

것을 보였는데, 이때 구리의 비율이 5 wt%를 넘

어갈 경우 주된 반응이 CO2환원반응이 아닌 물 분

해 수소 생성 반응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나타났

다. TiO2 광촉매와 제올라이트 혹은 다공성 실리

카와 결합된 형태의 촉매도 사용되었는데, 이 경

우 역시 메탄이나 메탄올 등이 주요 CO2환원생성

물로 검출되었으며 TiO2만 사용한 경우보다 CO2

의 환원 효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Kim et al.은 최근에 Pd 조촉매를 도핑한 TiO2

표면을 나피온(nafion)으로 코팅하여 자외선 조사

하에 전자공여체의 첨가 없이 CO2를 메탄이나 에

탄 등으로 환원시킬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는

나피온 코팅을 통해 TiO2표면에서의 양성자 활성

도를 증가시킴으로 인해 양성자가 연계된 다전자

전달 반응(proton coupled multielectron

transfer, PCET)이 용이해지고, 생성된 부산물의

재산화가 방지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3. 태양광을이용한 CO2전환기술동향

3.1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CO2와 물로부터 DME
최적 생산의 경제성

태양에너지와 풍력에너지로 생산한 재생에너지

는 일반 전력망에 통합할 수 있지만 저장할 수 없

다. 그러나 생산된 전기를 물의 전기분해와 수소

생산을 통하여 화학물질 생산에 사용한다면 화학

에너지형태로 저장할 수 있다. 수소는 자체적으로

연료이지만 저장과 취급이 어려우므로 에너지 전

달매체 또는 CO2와 반응하는 원료로서 사용할 수

있다. 근년 DME(Dimethyl Ether)의 제조법으로

태양과 풍력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로 물을 전기분

해하여 생산한 재생수소를 CO2와 반응시켜서 제

조된 메탄과 메탄올을 이용하는 연구가 보고되었

다. 이 공정은 발전, 물 전기분해, 산소정제, 수소

정제, H2 및 CO2로부터 DME 합성 및 제품 정제

등의 공정으로 구성된다. 

미반응가스는 순환 사용하거나 팽창시켜 에너지

로 이용할 수 있는데 모델 검토 후 선택할 수 있으

며 CO2는 발전소 또는 산업공정에서 포집한 것을

공급받는다. 이 공정에서 일어나는 3가지 화학반

응, 즉 DME 합성, 메탄올 합성, 수성가스 역전환

반응은 하나의 반응기에서 일어나며 반응은 평형

상태에 도달하여 CO2전환과 DME 선택도가 최대

가 되는 운전조건을 최적조건으로 본다. 전해조는

80℃ , 101kPa에서 가동되며 수소 kg당

175,000kJ의 전기를 소모하며 각 전해조는

0.0124kg/sec의 수소를 생산한다. DME 생산량

은 태양광 입사량 변화 때문에 월별로 다르며

1.1~4kg/s범위이며 연간 생산규모는 197kt/yr

혹은 평균 2.64kg/s이다. 

태양전지 패널의 수는 일정하지만 전력생산량은

월별로 다르다. 따라서 가동하는 전해조의 숫자도

24~85개/월로서 월별로 변한다. 미반응가스의 순

환 혹은 에너지 이용을 선택하기 위하여 DME Kg

당 CO2 포집량, 물 사용량, 산소생산량 및 전기사

용량을 구하여 검토한 결과 순환하는 것이 약간

유리하다. DME 생산코스트는 1.43€/kg(132M

€/yr)이며 시중가격 약 1$/kg보다 높다. 코스트

구성비를 보면 기계장치 67%, 유틸리티 15%, 화

공약품 11%, 관리비 6%, 인건비 1%이다. 인건비

는 투자비의 0.63%, 수선유지비는 고정비의

1.7%, 감가상각비는 20년 정액법, 세금은 투자비

의 0.79%, 일반경비는 투자비의 1.6%, 관리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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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수선유지비, 감가상각비, 세금 및 일반경

비의 6.7%로 산정하였다 . 이 공정에서는

172kt/yr의 산소가 병산되는데 전량 판매된다고

보고 원가에서 16.8M€/yr를 공제할 수 있다. 바

이오매스로부터 DME를 생산하기 위해 최근 리그

노셀룰로오스 바이오매스로부터 합성가스를 제조

하고 이로부터 DME를 생산하는 경우도 연구하였

다. 바이오매스인 Switch grass의 공급가격이 지

금보다 8배 비싸지지 않는 한 재생수소와 CO2를

반응시켜 DME를 얻는 것보다 훨씬 경제성이 좋

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CO2를 탄소원으로 사용하

여 합성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은 아직은 바이오매

스보다 매우 비경제적이다. 그러나 CO2는 쉽게 구

할 수 있고 기술이 성숙될 때까지 보조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 CO2로부터 여러 가지 제품을

생산할 수 있지만 어느 제품을 생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결정할 사항은 아니다. CO2는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증가하고 풍부할 뿐만 아니

라 바이오매스의 성장 사이클은 너무 느리다. 한

편 태양에너지 기술과 풍력에너지 기술은 계속 발

전하고 있으므로 수 년 내에 이들의 생산코스트는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DME의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재생에너지 활용기술이 성숙될 때

는 태양에너지를 활용하여 CO2와 물로부터 DME

생산은 경제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2. 물과 CO2로부터 전기화학적 합성가스의

산업적 생산

3-2-1. CO2전기분해와물전기분해에의한

합성가스생산

인류에 필요한 액체연료와 탄화수소를 공급하면

서 온실가스 CO2의 대기방출을 최소화하려면 광

합성과 유사한 공정의 대규모 상업화가 필요하다.

또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탄화수소를 생산하려

면 자연에서 풍부하게 얻을 수 있는 풍력 혹은 태

양에너지 같은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여 물과 CO2

를 결합할 필요가 있다. 물과 CO2를 결합하는 경

로는 서로 다를 수 있다. 최근 CO2 전기분해에 의

한 CO생산과 물 전기분해에 의한 H2생산, 혹은

물과 CO2 전기분해를 동시에 일으키는 전해조에

대하여 연구하여 달성한 결과가 많이 보고되고 있

다. 이러한 기술은 생산한 CO와 H2를 적절한 비

율로 혼합하여 합성가스(CO+H2)를 생산하거나

혹은 단일반응기에서 원하는 합성가스 비율로 직

접 생산할 수 있으며 합성가스는 연료 혹은 확립

된 산업화 공정(예; Fischer Tropsch 공정)에 의

하여 연료 혹은 화학물질로 전환할 수 있다. 최근

물 전해용 양성자 교환막 (PEM; Proton

Exchange Membrane)에서 양극촉매 IrO2를

0.25mg/cm2만 사용하여 50W/cm2 이상의 전력

밀도(Power density)를 달성하였다. 현재 상업적

PEM 전해조에서는 4~mg/cm2의 백금족 촉매를

사용한다. 또 대기온도와 압력에서 의외로 높은

선택도와 낮은 과전압에서 CO2를 CO와 O2로 분

해하는 전기분해를 입증하였다. 이들 전기분해 공

정은 둘 다 적어도 100mA/cm2의 분리막 전류밀

도를 시현하였는데 이 전류밀도는 상업적 클로

로-알칼리 공장에 상당한다. CO2는 알칼리성 용

액에서 수산기와 작용하여 탄산염 혹은 중탄산염

을 생성하므로 알칼리성에서는 용해도가 높다. 이

들 염은 상업용 음이온 교환막의 독이 되므로 최

근 음이온 전도도가 높고 중탄산염에 잘 견디는

음이온 교환막을 개발하였다. 

3-2-2. 고체음극액셀과바이메탈촉매를사용한
합성가스생산실험

실험에는 PEM 물 전해조로 50cm2 크기의 전해

조를 사용하였고 분리막은 3M사 공급의 PFSA

(perfluorosulfonic acid) 고분자 전해질막을 사용

하였다 . 전극은 분리막 위에 나노구조박막

(NSTF)으로 촉매를 코팅하여 만들었다. 음극은

Pt-NSTF(담지량 0.25mg/cm2)이고 양극은

IrO2이다. 전해조(cell)는 자체 제작한 촉매가 코

팅된 분리막, 가스확산층(GDL: gas diffusion

layer) 및 특수 합성고무 개스킷 등으로 조립한 것

플랜트-내지-15-2  2019.7.16 4:8 PM  페이지11   Mac03  2540DPI 175LPI



12 쭦한국플랜트학회

이다. 전해조 성능시험은 전원, 전압계, 펌프, 계기

및 제어 소프트웨어 등을 갖춘 자체 시험대에서

실시하였다. 물은 양극 측에 85℃로 예열하여 공

급하였고 분극곡선은 1.35~2.0V/셀 범위에서 작

성하였다. 전체 전류를 100A로 유지하고 정전류

법 분극시험을 실행하고 응답전압을 측정하였다.

CO2 전해조에서 실험에 사용한 화공약품 중 염산,

황산과 이온성 액체 1-ethyl-3-methyl

imidazolium 염(EMIM-Cl 및 EMIM-H2SO4)은

구입하여 사용하였고 EMIM-HCO3, (EMIM)

2SO4, 및 EMIM-H2PO2는 자체 제조하였다. Ag

와 IrO2을 각각 음극과 양극으로 사용하였으며 활

성면적은 1cm2이다. 촉매조력자로는 다양한

EMIM+ 양이온과 음이온을 음극 측의 액체 속에

투입하였고 CO2는 음극의 가스 속에 투입하였다.

또한 전해질로는 0.5M 황산을 양극액체 속에 투

입하였고 전해조에 가해진 전류는 50mA/cm2이

다. 두 가지 전해조를 각각 사용하면 합성가스 비

율을 원하는 대로 생산할 수 있으며 단일반응기에

서 합성가스를 생산하는 것도 가능하다. 음이온

교환막 어느 한 쪽의 pH를 잘 조절하고 음극에 바

이메탈촉매를 사용하면 원하는 CO 비율의 합성가

스를 대규모로 생산할 수 있다. 새로운 NSTF 촉

매와 PEM을 동시에 사용하면 매우 높은 전류밀

도에서 물 전해를 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3-3. 햇빛에서 CO2를 메탄으로 환원하는 광촉매

3-3-1. 실리카-알루미나지지의니켈촉매

실리카-알루미나지지 니켈촉매(Ni/SiO2·

Al2O3)는 CO2를 H2로 환원하여 메탄(CH4)을 생

성하는 광촉매 반응에서 고-활성이고 재사용이

가능하며, 90%이상 전환율에서 CH4선택성이 약

95%이며, UV가 포함되지 않은 가시광선에서도

광촉매활성을 보인다. 일련의 전이금속 산화물을

광촉매로 사용하여 CO2에서 CH4를 생성하는 반

응에 대한 선별시험 결과, Fe3O4, CoO 등은 촉매

활성이 낮고, NiO에서는 전환율이 높고 특히

Ni/SiO2·Al2O3 촉매는 활성이 매우 크다. 반응실

험에서 촉매는 250mg을 사용하고, 반응물조성은

CO2(3.7mmol,15%), H2(17mmol,70%),

N2(3.7mmol, 15%)이며, 광 쬐임시간은 기본적

으로 0.25h이며, 필터를 사용하여 UV를 제거한

가시광선(>450nm)을 사용할 때는 시간을 변경

하였다. 일련의 전이금속 산화물을 광촉매로 사용

하여 CO2에서 CH4를 생성하는 반응시험 결과,

Fe3O4, CoO 등은 촉매활성이 낮고, NiO에서는 전

환율이 높고 특히 Ni/SiO2·Al2O3 촉매는 활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3-3-2. CO2의메탄전환반응

Ni/SiO2·Al2O3 촉매에서 환원반응(CO2 +

4H2 → CH4 + 2H2O)이 진행되면 발열반응(ΔH

= -165kJ·mol-1)이기 때문에 온도가 상승하

여 15분 후에 140℃가 되지만 온도는 150℃미만

을 유지하였다. 반응물로 13CO2를 사용하면

13CH2를 얻으므로 Ni/SiO2·Al2O3에서 광촉매

반응은 열에 의한 것이 아닌 광반응이고 CO2환원

에 의한 반응임을 알 수 있다. Ni/SiO2·Al2O3 촉

매를 XRD로 조사해 보면 Ni(0)과 NiO 나노입자

(7~16nm)를 포함하고 있다. SiO2·Al2O3 지지

체는 금속분산과 활성 나노입자의 안전성을 증가

시키기 때문에 Ni/SiO2·Al2O3 촉매는 활성이 매

우 크다. NiO 촉매는 초기 활성은 매우 높으나 재

사용하면 점차 전환율이 떨어지고(1회 89.9%, 4

회째 14.4%) CH4에 대한 선택성도 낮아지며(1회

100%, 4회 46.8%)450℃에서 소성하여 재생하

여도 활성이 회복되지 않으므로 활성저하가 탄소

침적뿐만 아니고 NiO 나노입자가 반응 중 소결이

일어난 것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큰 입자의

NiO를 합성하여 실험한 결과 촉매활성이 매우 낮

았다. 반면 Ni/SiO2·Al2O3는 촉매활성과 선택성

의 감소가 매우 작다. 햇빛 중에 UV성분은 매우

낮으므로(~4%) 광촉매에서 가시광선을 활용하

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필터를 사용하여 UV를 제

거하고 450nm보다 큰 파장만을 사용하여 1h 반

응시킨 것이 UV를 포함한 광을 사용하였을 때

0.25h 반응시킨 것과 비슷한 결과를 주고 있어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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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을이용한 CO2전환및자원화기술

촉매활성에서 가시광선에 의한 기여가 26% 정도

로 볼 수 있다. 

반응 메커니즘은 Ni이 H2를 H-로 환원하여

Ni+와 반응하거나 또는 H+로 산화하여 Ni-와

반응하여 금속 수소화물을 형성하고 CO2가 수소

화물과 연속하여 반응하여 CH4를 형성하는 것으

로 제안하였다. 요약하면 햇빛을 사용한 광촉매반

응에서 CO2를 H2로 환원할 때 실리카-알루미나

와 같은 표면적이 넓은 절연지지체를 사용한

Ni/SiO2·Al2O3 촉매에서는 금속의 분산과 나노

입자의 안정성을 증가시켜 촉매의 활성이 커지며,

이 촉매는 UV가 포함되지 않은 가시광에서도 높

은 광촉매활성이 있다.

3-3-3. 시클로헥사놀에서 ZnFe2O4/TiO2나노벨트

광촉매로 CO2의환원

인공광합성에서 전망 높은 하나의 공정은 대기

조건에서 광촉매로서 TiO2를 사용하여 CO2와 물

을 직접 고가의 탄화수소로 전한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CO2분자의 안정성과 물에서의 낮은 용해

도 및 TiO2의 넓은 밴드갭(3.2eV)으로 인해 전환

율이 너무 낮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액체상에서

CO2용해도 증진과 TiO2를 다른 반도체와 짝지어

광 발생 전자-홀 쌍의 수명을 연장하는 두 가지의

중요한 문제가 존재한다. 이 연구에서 수열방법에

의해 TiO2나노벨트를 합성하고 물대신 시클로헥

사놀을 사용하여 수열증착에 의해 다른 함량의

ZnFe2O4/TiO2나노 헤테로접합을 조립하였다. 용

매에서 CO2농도증가를 위한 새로운 접근이 제안

되었고 최종제품의 하나로 Nylone-6의 원료인

CH가 만들어졌다. ZnFe2O4헤테로구조 광촉매는

전형적인 침전방법에 따라 만든다. 

적당량의 TiO2나노벨트를 증류수에 첨가하고

20분간 초음파처리하여 얻는다. 에틸렌글리콜에

Fe(NO3)39H2O와 Zn(NO3)26H2O를 용해시켜

맑은 용액을 얻고 여기에 NaAc를 첨가하면서 혼

합하여 적색용액 S2를 얻는다. 준비한 광촉매를

시클로헥사놀에 일정하게 분산시키고 발광 이전

에 용해된 산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고 순도

(99.99%) CO2를 시클로헥사놀을 기포로 통과시

켰다. 반응과정에서 반응시스템을 밀봉시키고 교

반하여 촉매침전을 방지하였다. 

특정시간 발광이후 원심분리기를 통하여 촉매를

제 거 하 고 액 체 제 품 을 얻 었 다 . 9.78%

ZnFe2O4/TiO2 헤테로접합은 CF와 CH의 제품수

율을 크게 증진시켰다. ZnFe2O4/TiO2 헤테로접

합의 높은 광촉매 활성은 ZnFe2O4/의 강한 환원

전자와 TiO2의 산화성 홀의 Z-구조 메커니즘에

기인한다. CF와 CH수율은 광촉매반응시간에 따

라 거의 선형적인 관계를 보여준다. 이 연구 결과

ZnFe2O4/TiO2 헤테로구조 광촉매에 의한 CO2환

원반응에서 CF와 CH가 주 제품이며 ZnFe2O4/

TiO2 헤테로구조는 UV빛 조사 하에서 순수한

ZnFe2O4나 TiO2보다 훨씬 높은 광촉매활성을 보

여주어 CO2환원반응을 위한 광촉매개발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3-4. CO2의 전환에 유망한 금속-유기골격물질로
된 광촉매

3-4-1. 금속-유기골격물질의광촉매특징

CO2의 광촉매 환원을 위하여 TiO2, BiVO4,

BiWO6, Zn2GeO4 같은 많은 광촉매가 연구되어

왔지만, C=O 결합이 매우 강하여 환원효율이 낮

을 뿐만 아니라 이미 연구된 광촉매의 대부분은

자외선(UV) 영역에서만 활성이 있다. 그러므로

CO2를 가시광선에서도 고효율로 환원시킬 수 있

는 광촉매개발이 필요하다. 

새로 개발된 금속-유기골격물질(MOF: metal·

organic frameworks)은 다공성 및 맞춤형 구조

형성의 용이성과 다양성으로 인하여 촉매, 분리,

가스 저장, CO2포집 등 다양한 용도에 사용할 가

능성이 높다. MOF는 최근 광촉매 반응을 자유자

재로 진행시킬 수 있는 플랫폼으로 등장하였다.

최근연구에서는 다공성 MOF재료가 UV 및 가시

광선 하에서 유기오염물질을 분해하는 새로운 광

촉매로 입증되어 CO2 환원용도로 개발하는 노력

을 촉발시켰다. MOF를 구성할 수 있는 금속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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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연결자가 풍부하고, 맞춤형 광흡수능력을 갖도

록 제조하기가 용이하므로, CO2 환원용도에 적합

한 광촉매 물성을 갖는 MOF를 제조할 수 있다.

MOF가 집광 및 CO2를 HCOOH, CH3OH 등 작은

유기분자로 환원시키는 광촉매 반응을 촉진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음을 입증하는 다수 보고되었다.

MOF를 CO2환원촉매에 응용하는 연구가 아직은

널리 개발되지 않았지만 장래는 매우 밝다.

3-4-2. 금속-유기골격물질로된광촉매

Z. Li 등은 티타늄(Ti)을 포함하는 MOF인

NH2-MIL-125(Ti) 광촉매에서 처음으로 가시

광선 조사에 의하여 CO2를 HCOO-로 환원하였

다. Ti 대신에 Zr을 기반으로 한 MOF인 NH2·

UiO·66(Zr)를 이용하여 TEAO를 희생제로 한

광촉매 반응을 연구한 실험에서는 10시간 가시광

조사에서 13.2μmol의 HCOO-를 얻었다. 한편

NH2 작용기의 함량을 증가시키면 더 많은

HCOO-를 얻을 수 있었다. Luo 등은 가시광에서

Ir 복합물{Y[Ir(ppy)2(dcbpy)]2[OH](ppy=2-

phenylpyridine, dcbpy = 2,2‘-bipyridine-

4,4’-dicarboxylate)}을 광촉매로 이용하여 CO2

환원을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6 시간에 38.0μmol의 HCOO-를

얻었다. H. Wang 등은 반도체-MOF 복합물을 사

용하여 CO2를 메탄올로 환원시키는 연구를 하였

다. 사용한 복합물은 ZIF-8/ZnGeO4이다. 여기서

ZIF-8은 Zn를 포함하는 제올라이트 이미다졸염

으로 구성된 MOF이다. 메탄올 생성량은 백금도

핑/Zn2GeO4/ZIF-8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Zn2GeO4/ZIF-8, Zn2GeO4의 순으로 나타났다.

X. Wang 등은 [Ru(bpy)3]Cl26H2O(bpy =

2,2- bipyridine) 및 Co-ZIF-9(코발트 함유 제

올라이트 이미다졸염 MOF)를 광증감제 및 공촉

매로, 또 TEOA를 전자주개로 사용하여, 온화한

반응조건(20℃, 1기압, 가시광 조사)에서 CO2 환

원반응을 연구하였다. 

이 반응에서는 CO생성 41.8μmol/30분 및 H2생

성 29.9μmol/30분의 속도로 CO2를 CO로 전환되

었다. [Ru(bpy)3]Cl26H2O가 없는 경우에는 CO

및 H2가 생성되지 않았고, Co-ZIF-9가 없는 경

우에는 CO 및 H2생성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Co-

ZIF-9를 소량 첨가하여도 생성물이 급격히 증가

하였다. 그래파이트 탄소질화물(g-C3N4)과

Co-ZIF-9를 결합하여 귀금속 없이 CO2의 광화

학적 환원연구가 보고되었다. 

여기서 g-C3N4는 반도체 광촉매 역할을 하고,

Co-ZIF-9는 CO2의 포집/농축과 광유도 전하분

리를 촉진하는 광촉매 역할을 하였다. 이 두 물질

은 온화한 반응조건에서 가시광 조사에 의하여

CO2의 CO 전환반응을 효율적으로 협력하였다.

귀금속 촉매를 포함하는 많은 촉매시스템에 비하

여 상기의 귀금속 없는 시스템은 효율적인 CO2 환

원공정을 위하여 많은 이점이 있다.

4. 결론

최근 들어 태양광에너지를 이용하여 CO2를 메탄

올과 같은 액체연료로 전환하는 기술에 대한 연구

가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식

물의 광합성에 대한 이해 및 물 산화 촉매작용기

작과 같은 기초과학의 연구는 태양광에너지를 이

용하여 CO2를 메탄올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생산

을 위한 중요한 기초분야이다. 물 산화공정에 대

한 연구는“holy grail”이라고 불리기도 하며 이는

향후 Nobel상이 나올 유력한 분야로 인식되고 있

다. 

광합성을 모방한 CO2의 전환/활용연구는 산업적

으로 활용하기에는 아직 기술적으로나 경제성으

로 보아 매우 미흡하다. 앞으로 촉매, 광화학, 바이

오 등의 다양한 도전적인 기술개발연구가 많이 수

행되어야하지만, 탈-화석연료의 확실한 방법으로

환경문제해결과 함께 새로운 신재생에너지로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국가와 기

업들이 높은 관심 속에서 연구개발에 노력을 하고

있다. 미국 DOE, 로렌스버클리국립연구소에서는

에너지효율향상, 신재생에너지활용, CCU, 인공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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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을이용한 CO2전환및자원화기술

합성 등으로 CO2의 균형이 조절되는 미래의 모습

을‘Carbon Cycle 2.0’이라고 그리고 있다. 

Carbon Cycle 2.0을 이루기위해서는 CO2를 적

극적으로 줄일 수 있는 광합성모방 CO2환원 및 화

학소재생산 연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제적인

거대 화학기업들이 미래 환경규제강화에 대응하

여 인공광합성을 통한 바이오화학소재생산에 주

목하고, 다양한 협력을 통한 효과적인 비즈니스모

델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에너지 수입

의존국가이며 높은 CO2배출국인 우리나라도 기

술적으로 이에 뒤지지 않고 앞서 나가기위해 대

학, 및 기업체는 물론 국가적으로 장기적 전략계

획과 체계적인 지원 하에 우리의 역량을 결집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민병권 KIST 청정에너지 연구센터, “ 태양광 에너
지를 이용한 화학연료 생산 기술 ”NEWS &
INFORMATION FOR CHEMICAL
ENGINEERS, Vol. 34, No. 2, 2016, pp.131-
158. 

2.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과“2014 신 재생
에너지백서”2014 New and Renewable Energy
White Paper. pp.55-53

3. 윤성호·정광덕“광합성모방에의한에너지자원기
술”, 물리학과 첨단기술 September 2010 pp.
23-27

4. 임 동 희, “이산화탄소(CO2)연료화를 위한 메커니
즘 이해 및 고효율 촉매 개발 ”,「Vol. 49 No 12.
2016. 12 ,물과미래 pp.88～9

5. 寺村謙太郞, “光觸\媒}を用いた二酸化炭素の光還
元”, 「Journal of the Japan Institute of
Energy(日本{)」, 91(3), 2012, pp.169~174

6. Yi-Yu Cai, Xin-Hao Li, Ya-Nan Zhang, Xiao
Wei, Kai-Xue Wang, and Jie-Sheng Chen,
“Highly Efficient Dehydrogenation of Formic
Acid over a Palladium-Nanoparticle-Based

Mott-Schottky Photocatalyst”, Angew.
Chem. Int. Ed., 52, 2013, pp.11822-11825

7. Zengcai Liu, Richard I. Masel, Qingmei Chen,
Robert Kutz, Hongzhou Yang, Krzyszt of
Lewinski, Marina Kaplun, Sean Luopa, Dale
R. Lutz, “Electrochemical generation of
syngas from water and carbon dioxide at
industrially important rates”, Journal of CO2

Utilization, 15, 2016 pp.50∼56
8. Mariano Martin, “Optimal year-round

production of DME from CO2 and water
using renewable energy”, J ournal of CO2

Utilization, 13, 2016, pp.105∼113
9. Jina Choi, Tae Sun Chang, and Beom-Sik

Kim, “Recent Development of Carbon Dioxide
Conversion Technology” CLEAN
TECHNOLOGY, Vol. 18, No. 3, September
2012, pp. 229~249

10. Francesc Sastre, Alberto V. Puga, Lichen
Liu, Avelino Corma, and Hermenegildo
Garcia, “Complete Photocatalytic Reduction
of CO2 to Methane by H2 under Solar Light
Irradiation”, Journal of the American
Chemical Society, 136, 2014, pp.6798~6801

11. Chong-Chen Wang, Yan-Qiu Zhang, Jin Li,
Peng Wang, “Photocatalytic CO2 reduction in
metal-organic frameworks: A mini review”, J
ournal of Molecular Structure, 1083, 2015,
pp.127∼136

12. Zengcai Liu, Richard I. Masel, Qingmei
Chen, Robert Kutz, Hongzhou Yang,
“Electrochemical generation of syngas from
water and carbon dioxide at industrially
important rates”, Journal of CO2 Utilization,
15, 2016 pp.50∼56

13. POLITECNICO DI MILANO, “SYNGAS
PRODUCTION BY CO2 REDUCTION
PROCESS”, US 2016/0185596 A1

플랜트-내지-15-2  2019.7.16 4:8 PM  페이지15   Mac03  2540DPI 175LP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