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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태양에너지의 화학에너지로의 전환에 의하여 에너지를 경제적으로 얻을 수 있고, 유용한 물질의 

합성뿐만 아니라 환경오염물질의 분해에도 적용될 수 있는 광촉매반응은 기존의 불균일계 촉매반응에 비하여 

많은 장점을 지닌 반응이다. 본 고에서는 광촉매반응의 기본원리와 촉매의 개질 그리고 물분해에 의한 수소 

생성반응과 환경적 응용을 중심으로 하여 불균일계 및 균일계 광촉매반응에 대하여 고찰한다•

ABSTRACT. Photocatalysis, which can be applied to get energy economically, to synthesize useful materials, 
and to remove environmentally harmful materials by transforming solar energy to chemical energy, has many ad
vantages over conventional heterogeneous catalysis. In this review article, both heterogeneous and homogeneous 
photocatalyses were discussed focusing on the principles of photocatalysis, the modification of the photocatalysts, 
hydrogen formation by water decomposition, and environmental application of photocatalysis.

서 론

용액이나 기상에 잘 분산되어 있는 어떤 반도체에 

빛을 조사하게 되면 자발적인 산화나 환원반응을 일 

으킬 수 있다. 이 때 조사된 빛은 반응물이 아닌 반 

도체에 의하여 흡수되는데, 이와같은 과정을 거쳐 

일어나는 반응을 광촉매반응이 라 한다.

광촉매반응에 대한 연구는 촉매화학의 분야에 있 

어 가장 역사가 짧은 분야의 하나로서, 일정한 띠간격 

이상의 에너지를 갖는 빛을 반도체에 조사하여 전자 

와 정공을 생성시킨 뒤, 이를 각각 환원과 산화반응에 

이용한 연구는 1970년대 초 Fujishima와 Honda、2에 

의하여 처음 시도되었다. 이들은 TiO2 단결정 전극에 

빛을 조사하면 물이 자발적으로 산화 및 환원반응에 

의하여 산소와 수소로 분리되는 것을 관찰하였다. 이 

들의 보고 이후 태양에너지의 전환 및 저장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다양한 촉매와 반응물에 대하여 다각 

도에서 광촉매반응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오고 있 

다. 특히 1970년대 이후 두 차례의 오일쇼크를 거치 

면서 광촉매반응에 대한 연구도 급속하게 발전되기 

시작하였는데, 초기의 연구자들은 주로 TiO2) SrTiO3, 

WO3 그리고 InP 등의 촉매나 이들 고체 위에 금속이 

나 다른 금속산화물을 첨가시켜 물의 광분해 반응에 

사용하였으며,* 또한 분말상의 TiO2 등을 이용하여 

광과 촉매의 접촉면적을 증대시킴으로써 광효율의 

증대를 꾀하기도 하였다. 주로 많이 사용하는 광촉매 

는 TiO2이며, 이의 띠간격은 약 3.0eV로서, 이의 에 

너지 영역이, 태양광 중에서 5%의 분율을 차지하는 

자외선 영역이기 때문에 광에너지 전환효율이 매우 

낮다.H 그러므로 최근에 들어서는 파장범위를 가시 

광까지 적용하기 위하여 Tit》에 산화수가 다른 물질 

을 도핑함으로써 광효율의 증대를 도모하기도 하였 

으나, 그다지 큰 활성의 증가는 아직까지 보고되고 

있지 않다.双

최근에는 광효율의 증대를 위한 또 하나의 연구분 

야로, Tit》에서 생성된 정공의 효율적인 소모를 위 

하여 정공소비제를 첨가하는 연구도 진행되어 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메탄올을 정공소비제로 사용하였 

을 때가 활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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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arison of photocatalysis with the conventional heterogeneous catalysis23

Factor
Conventional 

heterogeneous catalysis
Photocatalysis

Catalyst type
Input energy
Free energy change

Main factor

Metal or metal oxide 
kT 

AG<0 
Enhancement of reaction rate 
or change of reaction path 

through interaction with 
catalyst surface

Semiconductor 
hv 

Even AG>0 is possi미e. 
Generation of electrons and 

holes by excitation of 
photocatalyst and their 

electron-transfer reactions

초기의 광촉매반응에 대한 연구는 주로 태양에너 

지의 전환 및 저장에 치중되었으나, 최근에는 여러 

분야에 광촉매반응을 응용한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응용의 대표적인 예로는, 유기화합물의 

산화반응을 이용한 선택적 산화반응," 암모니아의 제 

조,” 유기산이나 시안화물 등 독성물질의 제거,'山8 

염소계 탄화수소의 분해 등과 같이 물 속에 존재하는 

유해 폐수 및 정수처리에 대한 응용3』등에 광촉매 

반응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광촉매반응의 기본 원리와 촉매의 개 

질, 그리고, 물분해에 의한 수소생성반응과 환경적 

응용을 중심으로한 불균일계 및 균일계 광촉매반응 

의 몇 가지 응용예 등에 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광촉매반응의 정의

광촉매반응은 촉매에 의하여 광화학반응이 가속화 

되는 일련의 촉매반응을 의미하는 것으로, 광촉매반 

응에서 반응물은 빛에너지를 흡수하지 않고 광촉매 

가 빛에너지를 흡수하여 이 에너지를 이용하여 반응 

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알칸과 산소의 반 

응을 예로 든다면, 분자상태의 산소는 200 nm 이하 

의 파장을 가진 빛을 흡수하여 원자상태로 해리하게 

되고, 알칸의 경우는 C-C 및 C-H 결합이 파괴되기 

위 해서는 160 nm 이하의 파장을 가진 빛이 필요하 

다. 그런데, 200-360 nm 범위의 빛을 흡수하는 TiO2 

존재하에서 알칸과 산소를 반응시킬 경우, 약 300 

nm의 빛을 조사하더라도 여러가지 부분산화반응이 

일어나게 된다끄 따라서 이 경우 광촉매인 TiCh가 

빛에너지를 흡수함으로써 전체적인 반응이 진행됨 

을 알 수 있다•

광촉매반응과 일반 열화학반응의 차이점을 요약 

하면 Table 1과 같다.23 일반적인 촉매반응 즉, dark 

reaction에 비해 광촉매반응에서는 보다 낮은 온도에 

서도 반응의 진행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생성물들 

의 선택도도 변하게 된다. 실제로 TiO2 상에서 이소 

프로필 알코올과 산소와의 반응을 보면, 빛을 조사 

하지 않고 약 400 K에서 반응시 킬 경우, 프로필렌이 

주로 생성되지만, 약 300 K에서 자외선을 조사할 경 

우 아세톤이 주생성물로 된다." 따라서 이와같은 광 

촉매반응의 특성으로 인해 여러가지 탄화수소의 부 

분산화와 같은 반응에 있어서 생성물들의 선택도를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

광촉매 반응에서는 광에너지뿐만 아니라 열에너지 

도 관여할 수 있으므로 광촉매의 활성을 평가하는 

데에는 주의를 필요로 한다. 일반적인 촉매반응에서 

는 촉매량에 따라 반응속도가 변하는 경우가 있지 

만, 광촉매반응에서는 일정량 이상의 촉매에 의해서 

는 더 이상 반응속도가 증가하지 않는다. 즉, 입사광 

을 흡수할 수 있는 일정량의 촉매 이외에는 반응에 

관여하지 못한다. 따라서 광촉매의 활성을 나타냄에 

있어서는 단위량 또는 단위표면적당 활성보다는 전 

체 반응에 대한 다음과 같은 양자수율(quantum 

yield)로 표시하는 것이 적당하다.

야자亠 o r 반응계 에 사용된 광자 (photon)수 
一 반응계에 흡수된 광자 (photon)수

일반적으로 불균일계 광촉매반응은 반도체 표면 

에서 진행된다. Fig. 1”과 같이 n형 반도체에서 띠간 

격(band gap) 이상의，빛에너지를 흡수한 반도체 내 

에서는 원자가띠(valence band)로부터 전도띠(con

duction band)로의 전자전이가 일어나게 되고, 이 때 

생성된 원자가띠의 정공 또는 전도띠의 전자가 흡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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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Band bending at semiconductor interface.25

물질이나 표면으로 이동하여 반응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 경우 전자의 이동으로 인해 전기장 

이 형성되고, 이에 따라 반도체 내의 표면 부분에서 

는 전자대 (electron band)의 띠굽음(band bending)이 

일어나는 공간전하층이 형성된다. 이 현상은 4가지 

로 구분되는데, n형 반도체를 예로 들면 Fig. 2”에서 

와 같이 전하체의 이동이 없는 경우 평면띠전위(flat 

band potential)를 가질 수 있으며, 전하체 중 주전하 

운반체가 반도체 내부에 모이게 되는 누적층(accu

mulation layer), 전하운반체가 소멸되는 결핍층(de

pletion layer), 이러한 소멸이 고유준위(intrinsic level) 

이하의 농도까지 진행되었을 때 Fermi 준위가 원자 

가띠에 가까와지는 반전층(inversion layer)이 형성될 

수 있다. 따라서 이와같은 과정으로 전이된 촉매 표 

면에서는 광화학반응이 쉽게 일어난다. 그러므로 광 

촉매반응은 일반적인 촉매반응, 즉 dark reaction에 

비해 보다 낮은 온도에서 일어나며 이 에 따라 생성 

물의 종류나 선택도가 변하게 된다.

광촉매반응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 

진다.27

a) 광에 의한 촉매의 활성화(정공과 전자의 생성)

b) 반응물이 주반웅흐름에서 벗어나 촉매 표면으 

Q electrons ® holes immobile ionized donor state or

semiconductor 히

ions in the electrolyte

35E 歯

Fig. 2. Space charge layer formation at the n-type semiconductor-solution interface.26 (a) Flat band situation (b) Ac
cumulation layer (c) Depletion layer (d) Inversion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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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확산(외부확산)

c) 생성된 정공이 촉매 내부에서 촉매 표면으로 확 

산(내부확산)

d) 정공과 반응물이 반응(환원형 - 산화형 )

c') 생성된 전자가 촉매 내부에서 금속쪽으로 확산 

(내부확산)

d') 전자와 반응물이 반응(산화형 - 환원형 )

e) 생성물이 촉매 표면에서 주반응흐름으로 확산 

(외부확산)

이 때, 정공과 전자의 생성량 및 속도(a)는 광원의 

위치, 광반응기의 종류, 광의 조사량, 반도체의 종류, 

촉매의 농도 및 입자의 크기와 관계가 있다. 그리고, 

반응물과 정공 및 전자와의 반응(d, d)은 촉매의 종 

류, 활성점의 종류와 수, 그리고 온도와 pH의 영향 

을 받는다. 이러한 광촉매반응 과정을 Fig. 327에 간 

략하게 나타내었다. 현재까지 위의 단계 중 어느 부 

분이 율속단계인지는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상호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생 

성물의 확산이 율속단계이면 생성물의 재결합이 우 

세해지고 따라서 광화학반응 자체의 속도도 감소되 

리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은 

광반응기의 설계나 반응조건 등의 설정에 유익한 정 

보를 줄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정공과 전자의 반응 

은 광촉매반응에서 매우 중요한 인자로 작용하며,

광조사에 의하여 생성된 정공이나 전자는 다음의 

3가지 반응 중 한 가지를 통하여 소멸된다."

(1) 광촉매 반응

Ams(흡착물질 A) + h+-(Aads)+

Bms(흡착물질 B) + e「一»(Bms)「

(Ams)+ + (B«*)「一〉생성물

(2) 격자의 변화

h+ +격자-(격자)+

(격 자)* —> 격 자반응 생 성 물

(3) 정공과 전자의 재결합

h+ + e「一> 열에너지

위 반응 중 (1)반응은 생성된 정공과 전자가 최종 

적으로는 다시 결합한 경우로, 이미，흡수된 빛에너 

지는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를 공급하는데 사용된 것 

이다. 그리고, 반응에 사용된 반도체는 변화하지 않 

은 상태로 있게 된다. (2)반응은 반도체 자신이 반응 

의 진행에 따라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경우로서, 실 

제로 CdS와 같은 황화물계 반도체는 빛의 조사에 

의하여 수용액 중에서 쉽게 광부식을 일으키게 된 

다.25 (3)반응은 생성된 정공과 전자가 광촉매반응에 

참여하지 않고 직접 재결합한 경우로서, Fig. 亍5에 

나타낸 것과 같이 공간전하층 내에 전자띠의 굽음이 

존재하게 되면 생성된 정공과 전자가 서로 반대방향 

으로 움직이 게 됨으로써 (3)반응과 같은 재결합을 방 

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에 따라 생성된 정공 

이나 전자가 촉매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므로, 이와같은 현상은 불균일계 광촉매반응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광촉매반응의 기본이론

광에너지 변환시스템"

일반적으로 알려진 광화학반응시스템은 Fig. 4“에 

서 보는 바와 같이 3가지 형태로 이루어진다. (砂의 

경우에는 광흡수제(sensitizer : S)와 릴레이(electron re

lay : R)의 두 가지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시스템으 

로, 빛의 조사가 S로부터 日로 전자전달을 일으켜 전 

자가 풍부한 라디칼인 S*와 R「를 유도해 낸다. 그러 

므로 이 때의 광의 역할은 화학전위의 구배에 대한 

전자펌프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시스템 내에 

서는 광흡수제가 들뜬 상태에서 전자수용체로 작용 

하고 릴레이는 산화된다. 들뜬 광흡수제와 릴레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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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NSITIZER / RELAY PAIR

b/ SENSITIZER / COLLOIDAL SEMICONDUCTOR

CZ COLLOIDAL SEMICONDUCTOR

Fig. 4. Three suitable microheterogeneous light harvesting 
units capturing photons, converting their energy into chem
ical potential and using it to decompose water.26

이의 전자전달 속도는 확산속도의 지배를 받으며 구 

동력도 약 수백 mV를 넘는다. 반대로 S+와 R- 사이 

의 역전자전달은 열역학적으로 일어나기 쉬운 반응 

이며 이 때에도 확산속도의 지배를 받는다. 그러므로 

이러한 에너지 변환시스템에서 대개 라디칼의 수명 

이 수 millisecond를 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문제로 제기된다.

적절한 광흡수제와 릴레이를 선택함에 있어서는, 

광흡수와 산화환원전위의 관점에서 알맞은 물질이 

선정되어야 하며, 또한 화학반응을 일으키고자 하는 

물질의 산화상태에서 어떠한 곁가지 화학반응도 일 

어나서는 안 된다. 광홉수제는 태양광에 대해 좋은 

흡수능을 가져야 한다. 또한 들뜬 상태가, 높은 광효 

율을 가지는 형태가 되어야 하고 상당히 긴 수명을 

가져야 하며, 전자전달반응이 매우 효율적으로 일어 

나야 한다. 예를 들어 물의 광분해반응과 같은 경우, 

열역학적으로 요구되는 에너지는 E°(S+/S) > 1.23 V 

(NHE)와 E°(R/R「)<0 V(NHE)이다. 이러한 광흡수 

제/릴레이 시스템은 이미 오래 전에 연구가 많이 되 

어, 광흡수제를 들뜨게 할 수 있는 에너지 이상에서 

는 광효율이 90%가 넘는 경우도 개발된 바 있다. 또 

한 여러가지 경우에 있어서 환원된 릴레이와 산화된 

광흡수제가 열역학적으로 물로부터 다음과 같은 반 

응을 거쳐 수소와 산소를 각각 생성시킬 수 있다.

R +H2O^ y H2 + OH_ +R

2S+ + H2O^y O2 + 2H+ + 2S

대표적인 광흡수제로는 Ru(bipy)3”가 있는데, 이와 

같은 금속착화합물들은 가시광선 영역의 빛을 흡수 

하며, 그 흡광도도 높고 또한 그 전자준위도 물을 분 

해시 키기 에 적당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b>의 경우는 가시광에 의해 광에너지를 전환시키 

는 시스템에 매우 유리하게 적용되는 하나의 시스템 

으로서, 이 경우 광홉수제가 촉매 표면에 흡착을 하 

며, 이 때에는 전자전달이 일어나지 않는다. 광에 의 

하여 여기된 광흡수제는 촉매 전도띠에 전자를 전달 

하고 촉매 내부에 존재하는 전자전달 채널을 통하여 

전달된 전자에 의하여 수소가 발생한다. 또 하나의 

촉매는 S+와 물로부터 산소를 발생시키며 S+는 S의 

원래상태로 되돌아간다. 이러한 시스템은 매우 전망 

이 있는 것 중의 하나이며, 이러한 예중의 하나가 이 

중구조를 갖는 Ru-EDTA 착화합물이다.

마지 막으로 (c)의 경우는 반도체 자체가 띠간격 이 

상의 에너지를 갖는 빛을 홉수하여 전자•정공쌍을 

형성하여 각기 수소와 산소를 발생시키는 시스템으 

로, 이러한 형태의 시스템에 대한 예는 매우 많다. 

대개의 경우, TiO나 SrTiOa 등을 촉매로 사용하는 

더］, 이 경우 이들 촉매가 사용 가능한 파장영역이 자 

외선에 국한된다는 것이 단점이다. 그러나, 이들 촉 

매에 다른 금속이나 금속산화물을 첨가하여 가시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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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영역의 빛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 이러 

한 것의 대표적인 예로, TiO2 위에 전자수용체로 

Pt(Fig. 4의 (c)에서 CAT 1)와 정공수용체로 RuO2 
(Fig. 4의 (c)에서 CAT 2)를 첨가하여 개질한 촉매 

가 있다. 이 때 TiO2에서 발생한 전자와 정공은 각 

각 Pt와 RuC)2로 이동하여 그 표면에서 환원 또는 

산화반응에 참여하여 각기 수소와 산소를 발생하게 

된다.

광조사시 전자전달과정

전자적으로 들뜨면 고체 입자나 고체 표면위의 분 

자는 매우 높은 반응성을 지니게 된다. 이 때, 표면 

위 분자간 혹은 분자와 고체간에 전자전달이 일어날 

수 있다. 광조사에 의한 전자전달과정은 Fig. 5辨와 

같이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 광조사에 의 하여 홉 

착분자가 직접 들뜨는 경우와 광조사에 의하여 고체 

가 들뜬 후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가 그것이다.

PHOTOREACTION - 
INITIAL EXCITATION OF ADSORBATE

PHOTOREACTION- 
INITIAL EXCITATION OF SOLID 

C. Semiconductor or In&jlator

d. Mmi

Fig. 5. Catalyzed photoreaction, initi시 excitation of ads蹌bate (I), and Sensitized photoreaction, initial excitation of solid (H).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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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O2나 A12O3 같은 부도체가 쓰이는 경우, 이들 부 

도체들은 흡착분자들에게 2차원적인 환경만을 제공 

해줄 뿐 전자전달과정에는 전혀 관여할 수 없게 된 

다.31 이 때, 광조사에 의하여 흡착분자가 직접 여기 

되는 경우(Fig. 5IA), 전자주개 분자(donor molecule) 

로부터 전자받개 분자(acceptor molecule)로의 전자 

전달이 일어나 전자주개 분자는 양전하를, 전자받개 

분자는 음전하를 각각 띠게 된다. 이에 반해 전자전 

달이 가능한 에너지 준위를 갖는(전도띠의 에너지 

준위가 홉착한 전자주개 분자의 에너지 준위보다는 

낮고 전자받개 분자의 에너지 준위보다는 높은 경 

우) 반도체가 쓰이고 반도체와 흡착분자간에 충분한 

작용이 있을 경우(Fig. 5 IB), 전자주개 분자로부터 

전자받개 분자로의 전자전달은 반도체를 매개로 하 

여 일어날 수 있다.

한편, 광조사에 의하여 고체가 들뜨는 경우는 반 

도체(혹은 부도체)가 쓰일 때와 금속이 쓰일 때로 구 

분하여 생각할 수 있다. 반도체가 사용되는 경우 

(Fig. 5IIC)는 반도체의 원자가띠에 있던 전자가 전 

도띠로 빛에 의해 들뜨게 되고 원자가띠에는 정공이 

생성된다. 그리고, 전도띠의 전자는 전자받개 분자로 

이동하고, 동시에 전자주개 분자의 전자가 반도체의 

원자가띠로 이동하여 정공과 결합하는데, 이것이 일 

반적인 광촉매반응 과정이다. 이 경우에는 전자받개 

분자의 에너지 준위가 전자주개 분자의 에너지 준위 

보다 높다. 금속이 쓰이는 경우(Fig. 5IID＞는 광조사 

에 의하여 금속의 페르미준위 위에 열전자가 생성되 

는데, 이 열전자는 흡착분자(전자받개 분자)에게로 

tunneling하여 전달된다.

고체와 흡착분자 계면에서의 전자전달은 많은 연 

구자들에 의하여 다루어졌는데,%-% 이러한 전자전 

달속도상수는 5x10'°"'이상으로 알려져 있으며, 

36-37 이 불균일 전자전달의 구동력은 반도체의 전도 

띠와 전자받개 산화환원쌍(A/A )의 환원준위간의 

에너지 차 (Z\E=Ecb-EA/A-) 이다.

Langmuir-Hinshelwood 메카니즘

일반적으로 광촉매반응은 Langmuir-Hinshelwood 

메카니즘을 따른다고 보고되 었다 유기물인 클

로로포름의 광산화반응을 예로 들면, 반응속도는 다 

음과 같이 산화제인 산소와 환원제로서의 클로로포 

름에 대하여 나타낼 수 있다.

at at

여기서, kd는 광분해속도상수이고, 皈＜와 는 각각 

표면에 흡착한 환원제와 산화제의 분율을 뜻한다. 이 

메카니즘을 도입할 경우, 율속단계에는 고체-액체 계 

면에 존재하는 산화제와 환원제가 동시에 관여한다 

는 것과 반응물의 홉착평 형상수 K讪는 La孙gmuir흡착 

등온식으로부터 쉽게 결정된다는 가정이 필요하다. 

이 경우 반응물의 표면농도는 그들의 활성, 즉 bulk 

수용액상에서의 농도와 연관지을 수 있다.

命 _ ^ads a Red _ ^Red YRed

aRed CRed，編

rt _ Kat* _ Km* Co* X*
O" 1 +K& a(3x 1 Cox 农

여기서, a心, as는 각각 수용액상에서의 환원제 및 

산화제의 평형활동도이고, 为妙 2缶는 각각 환원제 

및 산화제의 활동도계수이며, CRed, G*는 수용액상 

에서의 환원제와 산화제의 농도이다.

촉매의 요건

광촉매의 역할은 광합성반응에서 chlorophyll의 역 

할과 같다 4。Fig. 6如에 광합성반응과 광촉매반응과 

의 관계가 나와 있다. 광촉매는 크게 2가지로 나누어 .

Fig. 6. Combination of the photocatalytic reaction with 
photosynthesis of green plants.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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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l tetrapheny) metal phth히ocyanine
porphyrin

Fig. 7. Structures of some metal complexes.41

Ru(bpy)『+ complex.

질 수 있는데, 그 하나는 균일계 광촉매이고, 다른 

하나는 반도체인 불균일계 광촉매이다. 일반적으로 

균일계 광촉매반응에서는 Ru(bpy)：+과 metal por- 

phyrin과 같은 염료 또는 금속착화합물들이 촉매로 

이용되고 있으며 , Fig. ■尸에는 균일계 광촉매반응에 

사용되는 몇 가지 금속착화합물의 구조가 나타나 있 

다 “ 그리고, Fig. 8에는 이들 금속착화합물의 바닥 

상태와 들뜬 상태의 전자준위를 나타내었다.

불균일계 광촉매반응에 사용되는 반도체는 다음 

과 같은 물성을 지닌다.42

a) 고체 내의 전자궤도는 원자가띠와 전도띠를 이 

루고 있어서 반도체는 전자와 정공의 pool의 기능을 

한다.

b) 반도체와 액처］(또는 기체)의 계면 사이에 공간 

전하층이 형성되고, 여기에 빛 이 조사되면 생성된 

전자와 정공은 이 공간전하층에서 쉽게 분리된다.

c) 반도체 표면은 광촉매반응의 활성점 이 된다. 

그리고, 불균일계 광촉매반응에 사용될 수 있는 반 

도체들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a) 광학적 활성이 있어야(photoactive) 한다.

b) 가시광선이나 자외선 영역의 빛을 흡수하여야 

한다.

c) 반응에 적당한 띠간격을 가져 야 한다.

d) 생물학적 • 화학적으로 비활성이어야 한다.

e) 광학적으로 안정하여야 (photostable) 한다.

f) 가격이 저렴해야 한다.

TiOz는 광촉매반응에 대한 이러한 조건을 대체적 

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가장 널리 연구되고 있다. 

TiQz는 결정 중 anatase와 rutile의 두 가지 결정구조 

가 광촉매반응에 흔히 사용되는데, anatase가 rutile 
보다 더 좋은 활성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다 "'이 

는 anatase의 띠간격 이 3.23 eV로 3.02 eV인 rutile의 

경우보다 약간 더 높지 만, rutUe 표면에서는 빛의 조 

사에 의하여 발생한 전자와 정공의 재결합(e「+h+ 

—＞열에너지)이 빠르게 일어나고, 표면에 달라붙은 

반응물과 수산기의 양이 anatase 쪽에서 더 많기 때 

문이다.25 TiO2 중 Degussa P25는 대표적 상업용 광 

촉매로서 70:30의 anatase:rutile의 비를 가지고 있고 

55±15m"g의 BET 표면적을 가지며 평균입자크기 

는 20 nm이다.

불균일계 광촉매반응에 이용되는 몇 가지 반도체 

의 원자가띠와 전도띠의 위치를 나타내어 보면 Fig. 
97와 같다. 이 때, 반도체의 원자가띠와 전도띠의 위

Mg"TPP Zn*TPP
Mg!+PC ZrF+PC

「 H,/H*

Q/HQ

1—

Fig. 8. Energy levels of metal complexes at ground and 
excited states.41 TPP: tetraphenyl porphyrin PC: phthalo
cyanine

q (vacuum) [eV] E[V, NHE]

-2.0

-1.0
§…WHQ

HiO/Oi
+ 1.0
+ 2.0

+ 3.0

+ 4.0

Fig. 9. Position of band edges of various semiconduc
tors in contact with redox electrolytes at pH=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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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Thermodynamic constraints for interfacial elec
tron transfer at an illuminated semiconductor surface.46

치와 반응물질 즉, 전자주개 혹은 전자받개로 작용 

하는 물질의 산화 또는 환원전위의 상대적인 위치가 

중요하게 된다. 즉, Fig. 1046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 

이 이러한 반응이 광촉매계에 응용되기 위해서는 전 

자주개로 작용하는 물질의 경우는 그 산화전위가 반 

도체의 원자가띠보다 음의 위치에 있어야 하고, 전 

자받개로 작용하는 물질의 경우는 그 환원전위가 반 

도체의 전도띠보다도 양의 위치에 있어야만 열역학 

적인 면에 있어서 산화 또은 환원반응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반도체의 띠간격이 클수록 산화 • 환원 

반응에 대한 구동력이 커지므로 반응에 유리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반도체의 띠간격이 너무 크게 되 

면 그만큼 높은 에너지를 가지는 빛만이 반응에 쓰 

일 수 있게 되므로, 광촉매반응이 궁극적으로 태양 

광의 이용을 지향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에너지적 

인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그 

러므로, 이론적인 측면에 있어서 물의 광분해에 의 

한 电와。2의 생성반응을 예로 들면, 이 반응에 사용 

될 수 있는 반도체는 Fig. 9에서 볼 수 있듯이 전기 

화학적으로 반도체의 전자주개 준위로서의 전도띠 

의 전위차가 H*의 환원전위보다 높고, 정공주개 준 

위로서의 원자가띠의 전위차가 OH「의 산화전위보 

다 낮은 SrTiO3> CdS 등임을 알 수 있다. TiCb나 

SrTiS를 사용한 물의 광분해반응은 보통 400 nm보 

다 작은 파장을 가지는 자외선의 조사하에서 이루어 

지는데, 이 경우 가장 높은 광효율은 촉매표면을 개 

질하고 릴레이와 광흡수제를 사용하여 촉매의 활성 

을 높였을 경우 80%에 이른다는 보고도 있으나 보 

통의 경우 10%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화 • 환원반응에 광촉매로 쓰일 수 있는 반도체는 

Fig. 9에 나타나 있는 그들의 전위에 따라 다음의 물 

분해반응의 예와 같이 3가지 형 태로 나눌 수 있다.40

① OR형 : 물로부터 산소와 수소를 생성하기에 충 

분한 산화 • 환원력을 가진다. SrTiO3, ZnS, CdS 등 

이 여기에 속한다.

② 日형： 물을 환원시켜 수소를 생성하기에 충분한 

환원력을 가지지만, 산화력은 산소를 생성하기에는 

약하다. GaAs가 여기에 속한다.

③ O형 : 물을 산화시켜 산소를 생성하기에 충분 

한 산화력을 가지지만, 환원력은 수소를 생성하기 

에는 약하다. SnO2, Fe2O3, MoSe2 등이 여기에 속한 

다.

일반적으로 불균일계 광촉매반응에 있어서 TiO2 
와 같은 반도체만을 사용하는 경우보다 Fe3+, Cr3+, 

Li+, In3+, W^, Nb5+ 등 여러가지 금속이온을 도핑시 

킨 반도체 촉매가 더 높은 효율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9,48-52 이러한 금속이온의 도핑은 반도체의 Fer- 

mi준위를 변화시켜 전자띠굽음 현상을 심화시킴으 

로써 전자 - 정공의 재결합을 억제次하는 효과도 있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도핑의 

효과에 대한 확실한 정설은 없으며, 반응에 따라 상 

반된 효과를 보이는 경우도 많아서”' 그 효과를 예 

측하기는 매우 어렵다. 금속이온을 도핑한 반도체 

촉매에 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고찰하였다.

물리적 파라미터들의 영향

광촉매반응에서의 반응활성은, 사용되는 촉매 량, 

빛의 파장, 초기농도, 온도, 광량 등의 영향을 받는 

다. Fig. U5M 광촉매반응활성에 미치는 이들 각 물 

리적 파라미터들의 영향을 나타내었다.

촉매량54"6。. 광촉매반응에서의 초기활성은 일정 

한 정도까지는 촉매량에 비례하고 그 이상의 촉매량 

에서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Fig. 11A). 그 한계 

량은 모든 촉매 입자가 빛에 완전히 노출된다는 가정 

하에 고정층인 경우 1.3 mg TiOz/cm2, 유동층인 경우 

2.5 mg TiQz/cn?인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촉매량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촉매 입자 자체가 다른 입자들 

을 빛으로부터 차단하여 활성 감소를 초래하게 되므 

로 적 당한 촉매량을 도출해야 한다.

파장53. 광촉매로 사용되는 반도체의 띠간격 에 

너 지 (E&TiCh의 경 우 Eg=3.02 eV, b=400 nm)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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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Influence of the main physicochemical parame
ters upon the photocatalytic reaction rate53: (A) mass of 
catalyst (B) wavelength (C) initial concentration (D) tem
perature (E) light flux

에너지가 조사되는 경우 어느 정도까지는 파장에 반 

비례하는 활성을 보이나, 그 이상에서는 활성은 파 

장에 무관하게 된다(药g. UB). 중요한 것은 반응물 

자체가 빛을 흡수하여 광화학적 반응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적절한 파장의 빛이 조사 

되어야 한다.

초기농도“，%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반적으 

로 광촉매반응은 Langmuir-Hinshelwood 메카니즘을 

따르므로,2侦839,66 반응속도(r)는 다음과 같이 농도 

(C)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KC

농도가 낮은 경우 (C< 10「3 M) KC《1 이 되 어 반응 

속도는 1차가 되고, 농도가 5x1O「3m이상이 되면 

KC》1 이 되어 반응속도는 0차가 된다(药g. 11C). 기 

상반응에 있어서도 농도 대신에 부분압력 P를 사용 

한 Langmuir-Hinshelwood 반응식을 따른다. 하지만, 

염화벤조산의 광분해반응67의 경우, 낮은 농도에 있 

어서도 반응속도가 0차가 된다는 보고가 있다.

온도68~72. 광촉매반응은 광에 의한 활성화과정 

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승온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다. 광촉매반응은 일반적으로 상온에서 수행될 수 

있으며, 0°C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는 율속단계가 반 

응생성물의 탈착이 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Pt/ 

TiO2 광촉매상에서의 알코올의 탈수소화반응에 의 

한 수소생성반응의 경우, 저온에서는 금속상에서 생 

성된 수소의 탈착이 율속단계가 된다는 보고”가 있 

다. 반면에 70°C 이상의 고온에서는 대부분의 광촉 

매반응의 활성은 감소한다. 이것은 고온에서는 반응 

물의 흡착이 율속단계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결과적으로 최적의 반응온도는 상온을 포함한 20- 

80°C 범위로 볼 수 있으며(Eg. 11D), 이 때문에 대 

부분의 광촉매반응기는 어떤 형태이든지 냉각기를 

필요로 한다.

광량5侦8,60,62,63,69,73-77. 모든 광촉매반응에서 반응 

속도는 어느정도까지는 광량에 비 례하고, 약 250 W/ 
m2 이상이 되면 광량의 제곱근에 비례하게 된다 

(Fig. HE). 이것은 광량이 지나치게 많으면, 전자*정 

공 재결합반응속도가 광촉매반응속도보다 커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응속도가 광량에 비례하는 영역 

의 적당한 광량을 설정해야 한다.

이밖에 반도체 표면적,*&79 卩孔54,57,58,68,78,80-83 경 

쟁흡착질의 양58,63'65,73,84,85 등의 영향에 관한 연구도 

수행되어 왔다.

촉매의 개질

Fujishima는 처음 그의 논문에서 TiO2 전극을 사용 

하였는데, 그 뒤 여러 사람들에 의하여, TiO2, SrTiO3, 

WO3 그리고 InP 등의 촉매 위에 금속이나 다른 금속 

산화물이 첨가되면, 물의 광분해 반응시 촉매의 활성 

이 더욱 좋아진다는 것이 알려 졌다.皿26既询 sat。등 

00&은 TiO2 촉매 위에 Pt를 첨가하여 활성을 좋게 하 

였고, Borgarello 등"도 TiO?에 Pt와 RuO?를 동시에 

첨가한 촉매를 사용하여 반응활성의 증가를 보고하 

였으며, Monnier어와 Ghosh95 등은 가시광선 영역의 

파장의 빛을 이용하여 Cr나 Al, Li 등을 첨가하기도 

하였다. 주로 사용되는 금속으로는 Pt, Pd, Rh 등이 
있으나,48,49,96 &를 첨가한 촉매가 가장 활성이 좋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5 또한 백금을 담지시키는 방 

법으로는 백금 전구체를 자외선에 의해 촉매 표면에 

환원된 형태로 담지시키는 광백금도금법(photopl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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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zation)이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이 방법에 의해 만 

들어진 촉매가 Pt의 분산도도 좋고 수소생성반응에 

더 높은 활성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다.91，虾1。1

이런 촉매를 Nozikm은 광화학 다이오드(photo

chemical diode)라 불렀다. 즉, 반도체 광촉매는 광흡 

수성 이 좋지 않고(匸。2와 SrTiS는 400 nm 이 하의 

빛만을 흡수한다.), 전하의 재결합이 빠르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Tit》와 같은 분말상의 금속 

산화물 촉매 위에 다른 금속 또는 금속산화물을 첨 

가한 광화학 다이오드를 촉매로 이용하거나, 루테늄 

계 광홉수제 등a을 이용하는 연구가 광촉매연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수소가 반응물로 쓰 

이는 중수소-알칸 광동위원소 교환반응"3이나, 수소 

가 생성물이 되는 알코올 탈수소화반응”"4과 같이 

수소가 관여하는 대부분의 광촉매반응에 있어서는 

반응물인 중수소의 분해나 수소라디칼의 결합을 촉 

진시키기 위해 금속 첨가가 필요하고, 또한, 이들 금 

속은 photoinduced metal-support interaction(PMSI)에 

의하여 전자를 끌어들임으로써 광촉매반응을 촉진 

시키고, 전자-정공 재결합을 방지하여 반응활성 감 

소를 억제할 수 있다.

Fig. 12皿는 Nozik의 광화학 다이오드 모델을 나 

타낸 것인데, 광촉매 표면에 첨가된 금속과 금속산 

화물은 광촉매반응에서 전기화학적으로 약간 다른 

메카니즘을 나타낸다. n형 혹은 p형 반도체 위에 저 

항 접촉(ohmic contact)을 통한 금속의 접합이 있는 

경우를 Schottky 형 광화학 다이오드라 하고, n형과 

p형 반도체가 저항 접촉을 통해 접합되어 있는 경우 

를 p-n형 광화학 다이오드라 한다. 본 연구와 관련있 

는 p-n형 광화학 다이오드의 이론은 다음과 같다. 광 

자가 양쪽 반도체에서 전하 분리를 일으키고, 공간 

전하 영역에서 발생한 전기장에 의해 n형 반도체에 

서는 전자가 내부(bulk) 쪽으로 이동해 가고, p형 반 

도체에서는 정공이 내부 쪽으로 이동해 가서 저항 

접촉부에서 재결합을 하게 되고, 각 반도체 표면에 

는 각각의 소수 운반체(minority carrier:n형에서는 정 

공, P형에서는 전자)가 반응 흡착체와 결합되어 산화 

혹은 환원 반응에 참가하게 된다. 결국, 이 이론에서 

는 2개의 광자가 각각 하나의 전자와 정공을 만들어 

내게 된다. 하지만 이 때 환원반응과 산화반응에 참 

가하는 전자와 정공의 전위차는 각각의 n형과 p형 

반도체의 띠간격 에너지를 합한 것과 같은 값을 갖

SCHOTTKY-TYPE PHOTOCHEMICAL DIODE

Ohmic

Fig. 12. Energy-level diagrams for Schottky-type (top) 
and p-n-type(bottom) photochemical diodes.102

는다. 보통, 빛을 광촉매에 조사시켰을 때 생기는 전 

자와 정공은 수명이 매우 짧아 이러한 저항 접촉부 

에서의 재결합과 같은 구동력이 존재하지 않으면 활 

성이 극히 나쁜데, 이들 광화학 다이오드에서는 바 

로 그 저항 접촉부에서의 전하재결합이 구동력의 역 

할을 하게 된다.

금속이온의 도핑 효과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Fig. 逐‘에서 볼 수 있듯이 n형 반도체를 예로 

든다면 순수한 반도체 촉매의 경우 빛이 조사되는 

부분에서는 산화반응이, 그리고 빛이 조사되지 않는 

부분에서는 환원반응이 일어나게 된다. 그리고 p형 

반도체에서는 반대 경향을 나타낸다. 그러나 일반적 

으로 어두운 부분에서의 반응이 빛이 조사되는 부분 

의 반응에 비해서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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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K ! 니GHT

(b)

Fig. 13. Different configurations of particulate catalyst 
system for carrying out photocatalysis24: (a) n-type sem
iconductor catalyst (b) metal n-type semiconductor ca
talyst.

경우 금속을 담지시킴으로써 생성된 전도띠 전자의 

금속으로의 이동을 촉진시킬 수 있다.0

금속담지 광촉매의 작용은 전기화학적 관점과 촉 

매화학적 관점에서 고려할 수 있다. 전기화학적 관 

점에서는 반도체상에서 빛의 조사에 의하여 생성된 

전자와 정공이 각각 환원 site(전극)인 금속과 산화 

site(전극)인 반도체 표면으로 이동하여 산화 • 환원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고, 촉매화학적 관점에 

서 보면 이들 site들을 전극이 아닌 촉매 활성점으로 

설명하고, 이들 활성점에서 각각 산화 • 환원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금속담지 광촉매에 있어 

서는 높은 활성을 갖는 금속의 분산도가 중요하고, 

따라서 금속담지 광촉매에서 TiC)2는 그 자신이 광학 

적 활성을 갖는 반도체이면서 활성금속의 촉매담체 

로 작용하는 것이다.

Fig. 14枝는 Ti02 위 에 Pt와 RuC)2를 첨가한 촉매가 

광촉매반응시에 나타내는 기작을 그림으로 보인 것 

이다. 이 때, Ti02에서 발생한 전자와 정공은 각각 

Pt와 Ruth로 이동하여 그 표면에서 산화 또는 환원 

반응에 참여하게 된다.

가시광선을 촉매에 흡수시키기 위해 첨가하는 금 

속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Cr인데,"J06 Cr는 홉 

수열 영역을 가시광선 쪽으로 넓혀주나, 광효율성을 

더 낮게 하며, 또한 Cr* 이온은 Ti02의 Ti4+ 이온과 

0.4 mole%밖에 치 환되지 않으므로 다른 금속, 즉 A1 

이나 Li 등과 동시에 첨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알려져 있다."7 그리고, Cr는 TiCh에서와는 달리 

SrTiCh에서는 잘 치환되는데, 이를 이용하여 SrTiOj-

LaCrCh와 같은 촉매를 제조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즉, 京3+와 sF+의 이온반경이 비슷하여 서로 잘 치환 

되므로 TiO2에 &2。3가 잘 치환되지 않기 때문에 생 

기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한편 광촉매의 경우, 다른 종류의 촉매와 마찬가 

지로 광자의 흡수량과 화학반응이 촉매와 반응물간 

의 접촉면의 넓이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더 넓 

은 표면적을 얻기 위해 전극 형태의 촉매 대신 분말 

상의 광촉매가 이용되기 시작하였다. 분말상의 촉매 

중에서도 표면의 불균일성이 좋은, 앞서 언급한 

SrTiCh같은 페롭스카이트형의 촉매가 연구되고 있 

다.侦 페롭스카이트 구조의 촉매의 경우, 각각의 제 

법에 따라 표면적에 큰 차이가 나는데, 그 중에서도 

구연산을 이용하여 고른 입자도와 넓은 표면적을 주 

는 구연산법이 광촉매 제조에도 많이 이용되고 있 

다.” 광촉매반응을 공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응 생성물을 분리할 필요가 있는데, 분리막을 이 

용하여 생성물을 분리시키는 장치를 도입한 연구도 

수행되었다.

블균일계 촉매반응

다상 광촉매반응

TiCh와 같은 반도체 광촉매가 사용되는 불균일계 

광촉매반응은, 관여하는 상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기체-고체-UV 계. 산화반응이나 분해반응 등 기 

체의 광촉매반응들이 이에 속한다. 산화반응의 경우 

산소나 공기가 산화제로 사용되는데, 알칸이나 알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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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알데히드나 케톤과 같이 카르보닐기를 가진 화 

합물로 산화된다.成 암모니아와 같은 무기 기체의 

산화반응도 포함되는데, 암모니아는 대부분 질소로 

산화된다.'” 분해반응의 예로는 일산화질소의 광분 

해반응을 들 수 있는■데, 일산화질소는 주로 질소로 

분해된다 "6

기체-고체-액체-UV 계. 알칸이나 알켄, 시클로알 

칸, 방향족 탄화수소와 같은 액체 탄화수소의 알데히 

드나 케톤으로의 산화반응이 이에 속한다. 예를 들어 

시클로헥산과 데카린은 각각 85%와 86%의 수율을 

보이며 시클로헥사논과 2데카론으로 산화되며,m 알 

킬톨루엔이나 0-자일렌과 같은 방향족 탄화수소는 알 

킬벤즈알데히드로 선택적으로 산화된다.”& 액체 알코 

올의 경우 MTiC)2(M=Pt, Rh, Ni) 광촉매상에서 매우 

높은 수율을 보이며 다음과 같이 탈수소되어 케톤으 

로 전환된다"」04

R-CHOH-R' W皿,hv  R-C0-Rz+H2(g)

고체-고체•액체-UV 계. 귀금속의 환원에 의한 광 

담지반응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TiCh의 현탁수용액에 광을 조사하면 귀금속이 광전 

자에 의하여 환원되어 작은 결정으로 TiOz에 담지되 

는데, 광담지반응속도는 Ag+>Pd2+>Au3+>Pt4+> 

Rh3+》Ir4+》Cu=Ni=Fe의 순서를 보인다* 이 반응 

은 희박용액으로부터의 귀금속 회수11。라는 측면과 

반도체 담지 광촉매의 제조라는 측면에서 연구되고 

있다. 예를 들어 사진현상액에서 thiosulfate 복합물 

로부터 은을 회수하는데 있어서 Ti02 광촉매가 사용 

될 수 있다'20 그리고, 금속촉매를 광담지로 제조하 

는 경우 매우 높은 분산도를 얻을 수 있다.⑵

기체-고체-액체-UV 계. 불균일계 광촉매반응의 

응용에 있어서 가장 관심을 끄는 반응계의 하나이다. 

그 이유는 이 겨】가 폐수나 지하수 혹은 표면수로부터 

의 유독물질 제거라는 환경적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유기물 혹은 무기물의 제거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처리 후 촉매의 제거를 용이 

하게 하기 위하여 촉매를 유리나 실리카, 고분자 필 

름, 스테인레스강 등과 같은 지지체에 고정하는 방 

법에 대한 연구 역시 진행되고 있다.2。"1，1끄土7

불균일계 광촉매반응 중에서도 비교적 기본적이며 

현재 관심을 모으고 있는 몇 가지 반응을 소개한다.

물의 광분해 반응

광촉매에 의한 물분해반응이 최근들어 활발히 연 

구되어지고 있는 이유는, 기존의 화석연료를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대체에너지의 모색과정의 일부로서 

인식되어지기 때문이다. 물의 광분해반응으로 생성 

되는 수소에너지는 그것이 갖고 있는 자원의 무한성 

과 무공해성때문에 기존의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 

는 가장 이상적인 에너지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 

한 수소에너지는 에너지 측면에서 보면 강력한 에너 

지 원으로서 석유의 40,000 J/g나 석 탄의 30,000 J/g에 

비하여 120,000 J/g의 에너지 저장능력을 가지고 있 

어,128 고효율을 나타낼 수 있는 청정에너지원으로 

꼽히고 있다. 광촉매를 이용한 수소제조에 관한 연 

구는 아직 초기단계에 있는 실정이나, 화석연료 가 

격의 전반적인 상승경향과 공급의 불안정성을 염려 

하여 각국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중요한 연 

구분야이 다.

물의 광분해에 의한 수소와 산소의 생성반응은, 광 

에너지의 화학에너지로의 전환방법 중에서도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반응이다. Schrauzer와 Guth”，에 

의하여 TiO2 촉매를 이용한 물의 광분해에 대한 연구 

결과가 발표된 이후,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크게 고 

조되었다. 그러나 TiO2 자체가 수소발생용 촉매로서 

의 활성이 낮고, TiO2 단독에 의한 물의 광분해 반응 

은 재현성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다.颂 이와 함께 

금속을 담지시키지 않은 SrTiQ, 촉매 단독에 의해서 

도 물의 광분해가 가능하지만,頌 역시 그 활성이 낮 

아 현재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반도체에 금속성 

분이 담지된 촉매가 높은 활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2 그러나, 금속담지 반도체 촉매를 이용한 

물의 광분해반응에 있어서도 금속성분상에서의 역반 

응(1£ + §。2一电0)止로 인해 완전한 물의 광분해 

반응은 이루어지기 힘들다. 그러나 수산화나트륨과 

같은 전해질 용액으로 촉매 표면에 얇은 막을 형성시 

킬 경우 역반응을 억제하고 양자수율을 크게 증가시 

킬 수 있다는 보고96가 있다. 그리고, 광촉매에 의한 

물의 분해에 있어서 많은 경우 생성물들의 화학양론 

적 조건, 즉 财。2=2를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 

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양론적 조건을 만족하면서도 높은 양자수율을 나타 

낸 실험결과가 발표되고 있다.9033

Journal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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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Potential energy diagram for the H2/H2O and O2 
/H2O redox couples relative to the band-edge positions 
for TiO2.47,136

물의 광분해반응에 있어서 광촉매상에서는

H2O-^H2+ y 02

AG° = 237 kJ/mole (E°= - AG°/nF= - 1.23 V)

와 같은 반응이 일어나며, 위 반응은 열역학적으로 

비자발적인 반응으로서 Fig. 15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이러한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약 1.23 eV의 에 

너지가 필요하다.4734 그러므로 물의 광분해에 사용 

될 수 있는 촉매는 띠간격 에너지가 1.23 eV보다 높 

아야 한다. 그런데 실제로 광촉매가 물분해에 사용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2.43 eV 이상의 띠간격을 가 

져야 하는데, 이는 물분해에 필요한 L23eV 이외에 

도 Table 2京에 나타낸 것과 같은 각각의 반응에 의 

한 과전압(overpotential)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Table 2. Overpotentials during photosplitting of water134

Reaction type Energy required

Electron transfer at a cathode 0.2
Hole transfer at an anode 0.2
H2 overpotential at a cathode 0.1
02 oveqjotential at an anode 0.5
Band bending for efficient charge
separation at an anode 0.2

Fig. 9에 나타나 있는 각 촉매들의 띠간격 에너지를 

통해 이들 촉매들의 물의 광분해반응에 대한 활성 정 

-도를 예측할 수 있다. Ii庄와 GaAs 등과 같은 물질은 

띠간격이 작。卜 보다 낮은 에너지로도 전자와 정공을 

생성할 수 있어 궁극적으로 자외선이 아닌 태양광을 

이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유리하나, 전자와 정공 

의 재결합속도가 빨라 광촉매로서는 효율적이지 못 

하며, 또한 빛에 의해 분해되기 쉽다."，路46 또한, 큰 

띠간격을 가진 금속산화물의 경우에도 그것이 환원 

된 상태에서는 띠간격보다 작은 에너지를 가진 빛에 

의해서도 광촉매로서의 활성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 

다. 예를 들면 약 7.8 eV의 띠간격을 지 닌 MgO의 경 

우, 환원된 상태에서는 띠간격보다 적은 에너지를 가 

진 빛을 가지고도 광촉매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러 

한 현상은 빛의 조사에 의한 이 산화물의 excited 
charge transfer complex 형성 "'에 기 인한 것으로 알려 

져 있다. Tit》나 SrTiOj는 여러 촉매 가운데 이러한 

촉매의 광부식에 있어서 가장 안정한 촉매들이다.

지금까지 물의 광분해반응은 크게 다음과 같은 세 

실험조건에서 연구되어 졌다.

TiO2 anode와 금속 cathode로 이루어진 photoe
lectrochemical cell30. 1970년대와 1980년대 초반에 

많이 연구되어진 실험조건烦」36~138으로서 從. 

16跡에 나타낸 바와 같이 Pt쪽에서는 수소가, TiC>2쪽 

에서는 산소가 발생한다. 0.25 V 정도의 외부전압을 

걸어주어야 하나, 이는 也0의 전기분해에 필요한 전 

압 L23 V에는 크게 못 미치는 정도이다. 이 실험계 

는 전기화학반응을 기초로 해서 고안된 것으로, 광 

에 의하여 생성된 전자와 정공을 효율적으로 분리해 

내고자 하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광조사에

Fig. 16. Photosplitting of water in a photoelectrochemical 
ceU.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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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TiCh에서 원자가띠의 전자가 전도띠로 들뜨 

게 되며, 이 전자는 외부회로에 의하여 Pt cathode로 

이동하여 이곳에서 물분자가 수소 기체로 환원되고, 

TiO2 anode에 생성된 전공은 물의 산소로의 산화반 

응에 참여하게 된다.

Pt와 RuC頫가 담지된 TiO2 촉매 1". Fig. 14에 나 

타낸 바와 같이 TiO2 반도체의 표면에 Pt와 Ru02을 

입 힌 촉매의 경우, Ti02에 빛을 조사하여 생성된 전 

자는 匸。2상의 Pt입자로, 전공은 RuCb로 이동하게 

되고, Pt에서는 cathode로 작용하여 수소가 생성되 

고, RuCb에서는 anode로 작용하여 산소가 생성된다. 

이 때, Pt와 RuCb는 각각 수소 및 산소 생성에 따른 

과전압을 현저히 감소시 킨다.

회생시약이 사용된 TiO2 촉매. TiO2 촉매에 희 생 

시약을 사용하여 광분해에 의한 생성물의 하나를 제 

거하면 반응의 평형이 광분해쪽으로 이동되는 효과 

를 얻을 수 있다. 이 때, 희생시약은 전자에 의한 환 

원반응 생성물인 수소에 의하여 환원되거나(Eg. 
1730), 정공에 의한 산화반응 생성물인 산소에 의하 

여 산화된다(药g. 1830). Ishitani 등敏은 pd를 첨가한 

TiO2 광촉매에 이산화탄소를 희생시약으로 사용하 

여 물분해반응을 수행하였는데, 그 결과 이산화탄소 

가 메탄, 포름산, 메탄올 등으로 환원되면서 물분해 

는 촉진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Kawai와 Sa- 
kat/는 Til〉에 메탄올을 희생시약으로 첨가하여 수 

소 생성을 촉진시켰다. 그리고, Lee와 Lee'*는 ana. 

tase형 TiO2 광촉매에 몇가지 알코올을 희생시약으

Fig. 17. Photosplitting of water: sacrificial acceptor ef- 
£ . 3(} feet.

CH^OH
3 1J一＞C02

Fig. 18. Photosplitting of water: sacrificial donor effect.30

로 사용하였을 때, 수소생성속도는 메탄올〉에탄올 

＞이소프로판올〉n-프로판올의 순으로서, Ti02표면 

과 이들 각 알코올과의 결합에너지 크기의 순서와 

같은 경향을 보임을 보고하였다. 그리고, 이 때 메탄 

올은 산소에 의 하여 이산화탄소로 산화되 었다. 한편 

Lee 와 Lee""：144는 poly sulfide 계통의 황이온을 니켈 

이 담지된 TiO2 광촉매에 도입한 결과 황이온이 연 

속적인 산화과정을 거침으로써 수소생성에 기여한 

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물분해에 의한 수소생성이라 

는 관점에서 메탄올이나 황이온과 같이 정공을 소비 

하여 궁극적으로 수소 생성을 촉진시키는 희생시약 

을 앞서 언급하였듯이 정공소비제라 한다.

한편, 희생시약을 사용한 이들 두 반응은 희생시약 

으로 사용한 물질 자체의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각각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선 이산화탄소의 광환원반 

응은 광합성과 같은 자연적인 광생물학 과정으로서, 

Inoue 등'"은 TiO2 광촉매를 사용하여 물과 이산화탄 

소로부터 포름산, 포름알데히드, 메탄올 및 메탄과 같 

은 물질의 생성을 처음으로 확인하였다. 그 뒤로 이 

에 관한 많은 보고가 이어졌는데, Hirano 등'46은 Cu 

를 첨가한 TiO2 광촉매상에서의 반응에 있어서는 메 

탄올이 주생성물질이라 보고하였으며, Hg나 Pt를 첨 

가함으로써 포름알데히드로의 선택도가 현저히 증가 

한다는 보고”7도 있었다.

메탄올이나 황과 같은 정공소비제를 사용하는 반 

응의 경우 수소생성의 촉진과 함께 특정 유기물을 

광전환시킨다는 의미에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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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xamples of photocatalytic hydrogen production from organic compounds and water151

Reactant Photocatalytic reaction AG^kJmol1)

Carbon C + 2 H2O^2 H2 + CO2 63
C + H2O^H2 + CO 92

Alcohols CH3OH + H2O t 3 H2 + CO2 9.0
C2H5OH + H2O t 2 H2 + CH4 + CO2 —34
C2H5OH + 3 H2O t 6 H2 + 2 CO2 97

Carbohydrate (glucose) C6H12O6 + 6 H2O — 12 니2 + 6 CO2 -32
Hydrocarbons C6H6 + 12 H2O t 15 H2 + 6 CO2 356

Ci6H34 + 32 HR — 49 H2 + 16 CO2 1232
Amino acid H2NCH2COOH + 2 任0 一 3 氏 + NH3 + 2 CO2 47
Polymers ( CH2CHCI ) + 4 H2O^5 H2 + 2 CO2 + HC1

(CH2NHCONH ) + 3 H2O^H2 + 2 NH3 + 2 CO2

있다. 특히 벤젠이나 각종 황화물 같은 유독물을 희생 

시약으로 사용하는 광분해반응에 관한 연구48~项)는 

환경적 • 에너지적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Table 

3侦에 각종 유기물과 물로부터의 광촉매반응 예를 제 

시하였다.

Pt가 첨가된 TiO2 촉매위 에서 물의 광분해에 대한 

메카니즘을 Sato*는 Scheme 1과 같이 제안하였고, 

Domen 등”2은 NiO/SrTiO3 촉매상에서의 물의 광분 

해반응의 메카니즘을 Scheme 2와 같이 제안하였다. 

광촉매 반응의 메카니 즘은 광촉매반응의 광효율성과 

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이와 함께 촉매 자체의 물 

성 및 광촉매상에서의 반응물 및 생성물의 홉탈착이 

중요한 인자로 작용한다. 물의 광분해반응에서 존재 

하는 여러가지 가능한 반응식과 그 식에 대한 전위

hv
TiO2(e, h)牖 + 蚌

on TiO2
H20aq —»HQad
디2°ad —* OH ad + H、

h*
OHa^-OHad

.OH ad-O2(g) 

2OHad-H2O(g) 

on Pt

HQ 淑—°%耳 +Had
가、-毛。

on both surfaces
가侦 + 叶明

Scheme 1.

SrTiO«e, h) 一牖 + 蚌 

on both surfaces
H2O(g)-H2Oad^H^ + OHaj

on NiO
가以 + 2e - —> 2H cdo ad — H2ad —> H2(g)

on SrTiO3
h++OH —0H・

40H —>—>—> O2ad + 2H2O —> 2O2(g)

Scheme 2.

를 비교한 Zamaraev 와 Parmon”의 보고를 Table 4 에 

나타내었다. Table 4의 여러 반응들 중에는 라디칼을 

포함하는 것들이 많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명확하 

고 간략한 메카니즘들을 제시하기가 힘들다. 

Scheme 1과 Scheme 2 역시 많은 가능성들을 가진 라 

디칼 반응들을 생략하고 중요하고 당연한 반응들만 

을 기술하였으리라 생각된다. 특이한 것은 Scheme 

2에서 물이 먼저 분리홉착한다는 것을 가정한 것이 

다. 지금까지 여러가지 다양한 모델이 제시되고 있 

으나, 아직은 뚜렷한 몇몇의 사실을 제외하고는 널 

리 받아들여지는 완벽한 메카니즘의 제안은 이루어 

지고 있지 않다.

Pt/TiO2 촉매상에서 일단 표면에 흡착한 물은 H+ 

와 0H「로 분리되며, 수산기는 정공과 반응하여 수 

산기 라디칼을 형성한다. 수산기 라디칼은 다단계 

반응을 거쳐。2로 생성되며 일부는 田。2를 형성하 

기도 한다. 한편 H는 백금상에서 전자와 반응하여 

로 발생된다. 특히 표면 수산기 라디칼의 역할은 

광촉매반응에서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며 , 이에 

대한 연구 또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88的101,15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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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tandard electrode potentials of some reactions involving water and its fragments in aqueous solutions47

No. Reaction E° (V) AG°298(kcal mol ')

1 Cgq ― e -2.7 62
2 H~ = 1/2 H2 + e- -2.251 51.93
3 H = H =H+ + e -2.106 48.61
4 O2 = O2 . + e -1.8 42
5 H =H+ + 2 e- -1.125 51.93
6 HO2 + 1/2 H2 = H2O2 + e -1.0 23
7 2 OH +H2 = 2 H2O + 2 e" -0.828 19.1
8 O2 • = O2 + e -0.32 7.4
9 HO2 - =O2 + H+ + e" -0.13 3.0

10 H2 = 2 H+ + 2 e- 0.000 0.0
11 O (g) + H2O = O2 + 2 H+ + 2 e- 0.037 1.7
12 HO2" = O2 + H+ + 2 e- 0.338 15.6
13 2 OH- = H2O + 1/2 6 + 2 e~ 0.401 18.5
14 H2O2 = O2 +2 H+ +2 e- 0.682 31.5
15 OH + H2O = H2O2 + H+ + e 0.72 17
16 2 H2O = O2 + 4 H+ + 4 e- 1.228 113.4
17 O2 + 2 OH- = O3 + H2O + 2 e- 1.24 57.2
18 H2O2 = HO2 - +H+ + e' 1.5 35
19 3 H2O = O3 + 6 H+ + 6 e- 1.511 209.3
20 OH- + H2O = HO2~ + 2 니+ + 2 e「 1.706 78.76
21 2 H2O = H2O2 + 2 H+ + 2 e' 1.776 81.72
22 OH =OH +e 2.02 46.6
23 O2 + H2O = O3 + 2 H+ + 2 e 2.076 95.56
24 H2 = H- +H+ + e- 2.106 48.61
25 H2O = O (g) + 2 H+ + 2 e- 2.421 111.7
26 H2O = OH +H+ + e- 2.8 65

예를 들어 Sato90에 의하면 TiO2 광촉매계에서 수산 

이온의 증가는 수소 발생속도를 현저하게 증가시키 

며, 또한 TiOz와 같은 금속산화물에서 수산기의 농 

도에 따라 물과 산소 흡착량의 변화가 있음도 보고 

된 바 있다.说

물의 광분해반응 연구에 있어서 수산기 라디칼의 

역할을 생각할 때, 반도체인 광촉매 표면에의 물의 

흡착특성은 매우 중요하다. Henrich 등”°은 TiO2 

(110) 표면에 상온에서 물이 흡착된 후 표면수산기가 

존재함을 UPS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Kurz 등皿에 

의하면 160 K에서 물을 흡착시킬 경우 촉매표면에 

흡착한 물분자는 산소원자와 결합하여 두 개의 수산 

기를 생성 하고, 흡착한 물분자는 170-180 K의 온도 

에서 쉽 게 탈착하지 만, 수산기는 350-400 K까지 승 

온해 주어야 탈착한다. Hugenschmidt 등'"의 TPD 

실험에서도 여러 형태의 물분자의 탈착피크와 함께 

표면수산기의 탈착에서 기인하는 피크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Lu 등&은 TiO2(110) 표면상의 산소결 

함에 의하여 존재하는 Ti3+ 종에 의하여 흡착된 물분 

자의 환원으로부터 수소가 생성됨을 보고하였다. 이 

때 생성되는 산소원자는 TiO2의 산소결함을 채우는 

데 쓰인다. 이러한 물의 흡착에 의한 표면수산기 및 

수소의 생성은 다른 TiO2 단결정163街4 및 분말상의 

TiOU"에서도 확인되었다. 따라서, 위의 Scheme 1, 

Scheme 2에서의 물의 홉착에 의한 표면수산기 및 수 

소의 생성을 증명할 수 있다.

광분해반응

반도체 산화물 촉매상에서의 몇 가지 물질의 광분 

해반응은 일반적인 분해반응과는 다른 특성을 나타 

낸다. 일반적으로 반도체 산화물 촉매의 광분해에 

대한 활성을 측정하는 반응으로 NR의 분해반응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ZnO상에서의 NR의 N2와 02 

로의 분해반응의 경우, 광분해와 열분해반응 각각에 

대한 활성화에너지는 13, 35kcal/mole이며, 다른 반 

응속도식이 제시되고 있다.'曲 따라서 이 두 가지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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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은 서로 다른 반응 메카니즘을 통해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N20 이외에 H2O2와 같은 무기물도 

광분해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筋

한편, 유기물의 광분해반응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특히 , Kraeutler와 Bard*1*는 카르복실 

산의 광분해반응에 의하여 탄화수소가 생성됨을 확 

인하였으며, 이를 Photo-Kolbe 반응이라 명명한 바 

있다. Sato%。역시 아세트산으로부터의 에탄 생성을 

보고하였으며, 손 등"''은 TiO?상에서의 thioacetam- 

ide를 광분해반응에 있어서, 비스무스를 Ti6에 담지 

시키는 경우 thioacetamide가 비스무스에 쉽게 홉착 

함으로써 분해반응이 촉진된다고 보고하였다. 이러 

한 유기물의 광분해반응은 광촉매반응을 연구함에 

있어서 기초적인 연구자료를 얻는 기초연구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유용하 

게 적용될 수 있다.

광산화반응

유기물 광산화반응은 비록 10% 이하의 낮은 수율 

을 보이는 반응'”도 있지만, 대부분 비교적 높은 수 

율을 보인다. 비공유전자쌍을 가지는 모든 유기관능 

기는 TiO2 광산화반응에 의하여 활성화되어 전환된 

다. 예를 들어 에탄올은 쉽게 아세트알데히드로 산 

화된다.1”

TiO,, hv
CH3CH2OH ——-——-CH3CHO + H2O

7 °2

비공유전자쌍이 없는 알칸같은 화합물도 그 수율 

은 높지 않지만 광산화반응에 의하여 전환되기도 한 

다. 포화탄화수소의 부분산화반응은 여러가지 유기 

화합물의 합성에 있어서 중요한 반응이다. 알칸의 

산화로부터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되는 반응을 보 

면, 일반적으로 이러한 반응에 대한 -값이 크므 

로, 기존의 불균일계 촉매반응에 의해서는 부분산화 

반응의 생성물을 얻기가 힘들게 된다. 더욱이 일반 

적으로 열에 의한 산화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온 

도인 400°C 이상에서는 자유라디칼이 생성되기 쉽 

고, 이 또한 완전산화반응을 유발하는 한 가지 요인 

으로 작용하기 쉽다. 이에 비하여 알칸의 산화에 광 

촉매반응을 응용할 경우, 그 반응온도를 크게 낮출 

수 있고, 이에 따라 자유라디칼의 생성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부분산화반응의 생성물을 얻기가 용이해 

진다. 일반적으로 알칸으로부터 실온에서도 TiO와 

같은 촉매의 존재하에서 광조사에 의하여 여러가지 

부분산화반응의 생성물이 얻어지게 된다.”3 그리고 

이 때 알칸의 분자구조는 광산화반응의 생성물들의 

선택도와 그 자신의 광산화반응 용이도에 영향을 미 

치게 된다. Djeghi 등以*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TiO2 

상에서의 알칸의 광산화반응에 있어서 n-알칸의 경 

우 부분산화반응 생성물인 케톤과 알데히드 각각에 

대한 선택도가 56, 20%, iso-알칸의 경우 각각에 대 

한 선택도가 61, 19%, 그리고 neo-알칸의 경우 각각 

43, 14%로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광산화반응의 용 

이도를 보면 3차 탄소 > 4차 탄소 > 2차，탄소 > 1차 탄 

소의 순으로 나타난다.

때로는 높은 온도에서 좋은 활성을 나타내는 광촉 

매도 있지만 대부분의 광촉매는 실온과 같이 낮은 

온도에서 높은 광산화반응 선택도를 보이게 된다. 

광촉매에 의한 유기물 산화반응의 좋은 예로 시클로 

헥산의 산화반응"5을 들 수 있다. 광을 조사하지 않 

은 경우, 실온에서는 반응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고 

온에서는 부분산화반응에 대한 선택도가 매우 낮다. 

이에 비해 TiO2 광촉매를 사용하여 광을 조사하면, 

시클로헥사논 83%, 시클로헥산올 5%의 우수한 선 

택도를 보이고, 완전산화반응에 의한 이산화탄소의 

선택도는 12% 정도로 줄일 수 있다.

알코올의 광산화반응에 의한 주생성물들도 일반 

적으로 알데히드와 케톤이다. 메탄올의 양자수율은 

약 40%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이소프 

로필 알코올의 아세톤으로의 광산화반응에 대한 양 

자수율은 거 의 1에 가깝게 나타나 있다.”이”

그 밖에, 부텐의 아세트알데히드로의 선택적 산화'80 

와 같은 광촉매반응에 관한 연구도 수행되고 있으 

며, 또한 이러한 유기물의 광산화 특성을 공해물질 

의 처리에 응용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페 

놀 등의 광산화반응에 대한 연구가 보고觸된 바 있 

으며, Turchi와 Ollis"% 유기 오염물질의 광산화반 

응에 대한 메카니즘을 제시하여 광촉매반응의 응용 

가능성을 밝혀 주고 있다.

그리고 공해물질의 처리라는 관점에서, 여러가지 

무기물들의 광산화반응에 대한 다수의 연구결과도 

발표되고 있다. 예를 들면, CN「와 SC/- 등의 산화 

제거,'% 할로겐 이온의 산화,183T85、의 SO4"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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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186 그曰 고 a)의 산화187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광산화반응에 대한 산화물반도체의 

활성 은 TiO2(anatase) > TiO2(rutile) > ZnO > ZrO2 > 

SnO2>V2O5의 순으로 알려져 있고, 그 각각의 경우 

에 있어서도 제조방법에 따라 다소 활성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광환원 반응

광촉매에 의한 환원반응은 산화반응에 비해서는 

덜 다루어져 왔는데, 이는 전도띠 전자의 환원력이 

원자가띠의 정공이 갖는 산화력 에 비하여 현저히 낮 

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광환원반응은 Pt나 

Pd와 같이 주로 수소화반응에 사용되는 금속의 첨가 

를 필요로 한다.

산화물 반도체상에서 광조사에 의해 C2H2, C2H4 

등과 같은 불포화 유기화합물로부터 수소화된 생성 

물들이 얻어진 연구결과가 발표되었으나, 이 경우 

산화물 표면의 OH기의 수소가 반응에 참여하게 된 

다.项1 따라서 촉매반응이라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앞 

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물이 존재할 경우, 물의 광분 

해에 의하여 생성된 수소가 다시 수소화반응에 참여 

함으로써 여러가지 수소화반응, 예를 들면 질소 또는 

이산화탄소의 수소화반응이 일어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MJ" Eggins 등皿은 CdS 촉매를 人］용하 

여 이산화탄소를 가시광선의 조사에 의하여 글리옥 

실산, 포름산, 아세트산 및 포름알데히드로 환원시킨 

바 있는데, hydroqi血one을 정공받개 물질로 사용하 

면 광전환율이 현저히 상승된 것을 관찰하였다.

한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MnO4 , 193494 Cr2 
Q 2- 195,196 pj2+ 193-195 155,196 g-3+ 80 118,195

Cu2+, 494,7 Pt44195 등과 같은 금속이온이 반도체상에 

서 광환원에 의해 금속으로 석출된다는 것은 오래 전 

부터 잘 알려져 왔다. 이 때 금속의 분산도는 반도체 

및 금속의 종류, 환원희생시약의 유무, 그리고 광환원 

의 조건에 따라 변하게 된다.

광이성질화반응

불포화 유기분자의 기하학적 이성질화반응은 광 

촉매반응에 의하여 쉽게 진행된다.应，1" 예를 들어 

여러 간단한 알켄들의 cis-trans 광이성질화반응은 

ZnS, CdS 및 V2O5 촉매상에서 매우 높은 수율로서 

진행된다.2°° 1, 2-diarylcyclopropane의 이성질화반응 

은 ZnO 상에서 자외선의 조사에 의하여 진행되고, 

CdS 상에서는 가시광선에 의하여 진행될 수 있다.池 

산화물 반도체상에서 C4H&의 이성질화반응은 실온 

에서도, 그리고 광을 조사하지 않은 조건에서도 일 

어날 수 있지 만, 광을 조사할 경우 그 반응이 현저하 

게 촉진될 수 있다. 특히 ZnO상에서도 1«財坛의 이 

성질화반응이 높게 나타나고, TiOz상에서는 2-C4H8 
의 이성질화반응이 높게 나타난다.故

광동위원소 교환반응

동위원소 교환반응도 광조사에 의해 실온에서도 

빨리 진행된다. Pt/TiO2 촉매상에서의 알칸과 중수소 

간의 광동위원소 교환반응은 일반 불균일계 촉매반 

응에 비하여 다음과 같이 중수소가 한 개 치환된 알 

칸으로의 선택도가 뛰어나다.旳项,203

CH3-CH2-CH3 + DLCH2D-CH2-CH3 + HD

산소의 동위원소 교환반응은 가장 간단한 해리반 

응으로서 그리고 여러가지 산화반응에 있어서 기본 

적인 반응으로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TiO2 상에서 

의 诟()2와 간의 동위원소 교환반응을 보면 광을 

조사할 경우 실온에서도 약 3분만에 평형이 이루어 

지는 반면, 빛을 조사하지 않는 경우 그 반응속도는 

아주 느리 게 된다.湖 그리고, 匸。2와 같은 산화물 반 

도체의 격자산소와 件)2와의 동위원소 교환반응도 

광에 의하여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潢

광촉매반응의 환경적 응용

산업의 발달에 따라 환경오염문제는 갈수록 심각 

해지고 있다. 특히 수질오염은 오염원이 다양하고 

계속 새로운 오염물질이 생성됨으로 인하여 기존의 

수처리방법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기존의 

처 리 법 으로는 화학적 처 리 , 생물학적 처 리 , 오존산화 

법 및 자외선과 오존을 함께 사용하는 방법 등이 있 

다. 기존의 화학적 처리의 경우 오염물질을 제거하 

기 위하여 폐수에 유독한 산화제 등 다른 물질을 넣 

어주어야 하는 첨가 공정이라는 본질적인 단점으로 

인하여 폐수 중의 용존 성분이나 슬러지의 양이 증 

가하게 되고, 따라서 2차 처리가 필요하다. 또한 난 

분해성 유기물의 소각시 고엽제 증후군과 같은 심각 

한 유전병을 유발시키는 다이옥신 등의 2차 오염물 

질을 생성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고가의 처리비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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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다는 약점이 있다. 한편 대부분의 수처리에 이용 

되고 있는 생화학적 처리는 계면활성제나 페놀같은 

내성 유기물의 처리에는 부적합하고, 산화반응속도 

가 온도에 민감하므로 처리조건이 까다롭고, 처리가 

완결될 때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이외에도 기존의 수처리기술은 2차 오염물질의 생성 

이라는 공통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런 문제점들 

로 인하여 기존의 수처리 방법을 대체할 수 있는 새 

로운 수처리기술이 필요하다.次

이러한 문제점들 때문에 처리 효율이 높고 경제적 

타당성이 우수한 시스템 개발의 필요성이 부각되면 

서 새로운 방법으로 최근 많이 연구되고 있는 광촉 

매에 의한 수처리는 폐수로부터 물질을 직접 제거하 

는 경제적 공정이다. 광촉매반응은 자외선과 같은 

광조사하에 산소와 광촉매를 사용하여 유기물의 경 

우 다음과 같은 반응으로 유독물질을 처리 

(photomineralization) 한다.

반도체
유기유독물 ----- 느二己--------_ CO2

띠간격 이상의 에너지

+ H2O + mineral acids

예를 들어 염화탄화수소는 TiCh상에서 다음과 같

은 광분해반응에 의하여 염산과 이산화탄소로 처리

xCO2+zHC1

이러한 광촉매반응은 온도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 

는 등 처리조건에 제약이 거의 없다. 또한 내성유기 

물의 분해가 용이하며, 살균공정 등의 타공정에서 

생성된 유해유기물의 분해도 가능하다.42,2。8，海 이외 

에도 상온 및 상압에서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과 유 

해유기물을 수 ppb 수준으로도 제거할 수 있고 낮은 

농도에서도 분해속도가 감소하지 않으므로 미량 유 

해물질의 제거에 적합하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처 

리과정이 스위치의 on/off 조작에 의해서 간편하게 

조절될 수 있다는 것 등 장점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2차 오염물질의 생성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라 할 수 있다.209거'' 즉, 광촉매에 의한 수처리 기술 

을 이용하면 2차 오염물질의 생성없이 유해유기물을 

C6나 HC1 과 같은 무기물질로 분해할 수 있다. 이러 

한 장점들로 인하여 현재 기존의 수처리기술을 대체 

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 많이 연구되고 있다.

현재까지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일반적인 불균일 

계 촉매반응의 경우 촉매의 활성과 표면적은 비례하 

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인데 반하여, 광촉매의 경우 

는 활성과 촉매 표면적 및 입자크기는 무관한 것으 

로 보고되어 있다.幻' 한편 앞서 언급하였듯이 삼염 

화에틸렌(TCE) 등 각종 난분해성 유기물들의 TiO2 

광촉매에 의한 광분해 반응은 1 차의 Langmuir-Hin- 

shelwood 메카니즘을 따르며 수산기 라디칼이 생성 

되는 단계가 반응율속단계라고 제안되어 있다.”2 다 

양한 유기물의 광촉매 분해실험의 결과, 일반적으로 

는 단일결합 유기물보다 이중결합 유기물이 광촉매 

에 의하여 더욱 잘 분해되고, 산화제를 첨가하거 

나21,157,213,214 전이금속을 匸⑵에 도핑하였을 때에 

는2侦。,189 Tit》만을 사용하였을 때보다 광촉매반응의 

효율이 증가하였다. 또한 대상물질의 산화반응을 촉 

진시키기 위하여 산화제인 오존이나 과산화수소를 

광촉매와 함께 사용하는 반응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광촉매에 의한 각종 유기물의 광 

분해 메카니즘과 반응속도식 등의 기초연구 외에 

도,”6-218 광촉매분해반응을 상용화하기 위하여 분리 

막을 이용하거나 촉매의 고정화에 관한 연구도 수행 

되고 있다. 광촉매반응에 의한 여러 물질의 제거반응 

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시안화합물. 광촉에 의한 폐수처리 중 시안계 폐 

수에 관한 연구가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以蹈 

219-221 시안은 자연계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인체에 

대단히 치명적인 독성물질로서, 금속의 도금처리공 

정, 석탄가스화공정, 고분자제조공정 및 제철, 제련 

등의 산업에서 많은 시안폐수가 발생한다. 시안계 폐 

수는 화학적 생물학적으로 난분해성으로서 특히 Au, 

Pt, Ag, Cu, Fe, Ni 등의 금속과 강한 착화합물을 형성 

하게 되면 더욱 처리가 어려워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2끄 광촉매반응에 의한 시안계 폐수의 처리는 

1986년 BorgareUo 등223에 의해 제안된 이후 지속적으 

로 연구되기 시작하였으며 , CN「을 독성 이 거의 없는 

OCW 224이나 CO2끄5您등으로 2차 오염물질의 생성 

없이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성이 

좋고 공정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이러한 

광촉매반응은 다른 방법으로는 매우 처리하기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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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시안착화합물의 분해에도 활성이 있는 것으로 보 

고되어 있다.끄4끄8

한편, 시안이온을 처리함과 동시에 수소를 제조하 

려는 연구가 진행되어오고 있는데, 이 경우 많이 사 

용되는 촉매로는 가시광의 사용도 가능한 CdS계 촉 

매로서, 대개는 이 촉매 위에 전자전달제로 Pt를 입 

히고 정공의 효율적인 소모를 위해 RuO2를 입힌 경 

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촉매계를 사용하였을 경우 

에 광효율은 매우 높은 편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실 

제 반응에서 광조사시 CdS가 분해되어 Cd 이온이 

용액중에 존재한다는 단점이 있다. BorgareUo 등 

끄3은 Ruf》를 담지시 킨 CdS를 촉매로 사용하여 CN「 

을 SCN「로 처리하려 하였는데, 그 이후 다른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TiO나 ZnO가 보다 효율적인 촉매 

가 될 수 있음이 밝혀졌다电끄° 이 중 ZnO는 염기성 

용액에서 광부식을 일으키기 때문에 염기성 용액에 

서 높은 반응성을 보이는 시안계 폐수의 처리에는 그 

다지 적합하지 못한데 비해,*끄° TiO2는 광반응 중 산 

성이나 염기성 용액에서도 대단히 안정하여 광촉매 

로서 더욱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TiC)2를 시안 산화 

반응의 촉매로 사용하였을 때, 일반적으로 알려진 반 

응의 대략적 인 메카니즘은 다음과 같다.23。

전자 • 정공분리 : TiO2 + hv—TiC)2(e, h) 
산화반응 : CN' +2 OH + 2 h*—OCN「+ H2O 

환원반응 :。2 + 2 e「+ 2 H2O->H2O2 + 2 OH 또는

§ Oz + 2e「+H2O^2OH

한편 TiO?에 의해 광산화되는 OCN「의 경우에 대 

해서는 두 가지의 상반된 주장이 있는데, Frank와 

Bard'% TiO2 상에서 시안이온이 OCN「로 광산화 

된 후 용액의 pH를 산성으로 낮추기 전까지는 

OCN「의 형태로 안정하게 존재한다고 보고한 반면, 

Pollema 등끄은 다음과 같은 반응을 통해 OCN「가 

C6로 산화된다고 주장하였다.

OCN + 3 H2O + 6 h+^NO2 + CO2 + 6 H+ 

NO,~ + H2O + 2 h+-，NO3- +2H+

클로로포름과 사염화탄소. Kormann 등%은 다음 

과 같은 TiO2 광촉매상에서의 클로로포름 산화반응 

메카니즘을 제 안하였다.

CHC13 + h Jh+ + CC13

, CCI3 +。2 —* , O2CCI3

2 O2CCl3-^2-OCC13 + O2

• OCCI3 + HOl C13COH + O2

C13COH^C12CO + HC1

C12CO + H2O^CO2 + 2 HC1

전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반응이 진행된다.

2CHC13 + 2H2O + O2 - 2CO2 + 6HC1

한편, 사염화탄소의 경우에는 TiO2 광촉매상에서 

전자에 의하여 환원되어 CC13를 형성한 후 앞서와 

같은 반응경로를 거쳐 이산화탄소로 전환되는데,2°7 

사염화탄소의 분해반응은 알코올이나 유기산과 같 

은 전자주개 물질에 의하여 촉진될 수 있다.

CCL, + e「—CC13 + C「

즉, CC13 라디칼은 정공이나 전자 모두의 전이에 의 

하여 생성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Pentachlorophenol과 4-chlorophenol. Pentachloro- 

phenoKCQsOH : PCP)은 널리 사되는 제초제로서, 

PCP의 균일계 광분해반응은 tetrachlorodioxin과 같은 

유독한 부산물을 발생시킨다. 이에 비하여 TiO2 광촉 

매를 사용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광산화시킬 경우에 

는 이러한 부산물의 생성이 억제된다.”

TiO® hv
2HOC6C15 + 702 —- -------- - 4HCO2H + 8CO2

+ 10HC1

Mills와 Hoffmann”은 47 의 PCP를 완전분해 

하는데 3시간이 걸린다고 보고하였으며, 이 반응 과 

정에서도 수산기 라디칼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 

장하였다.

4-chlorophenol의 광분해반응은 기상23' 혹은 수용액 

상瓦2侦3에서 수행되 어 졌다. 4-chlorophenol은 TiO2 광 

촉매상에서 불안정한 중간체를 거쳐 이산화탄소와 

염화수소로 분해되거나 hydroquinone으로 전환되는 

데,232406 cio” S2O82\ BrO3 등의 무기산화제를 첨 

가하면 반응활성이 현저히 증가한다.川

삼염화에틸렌(TCE). 공업용 용매로서 발암성 유 

기물질인 TCE의 광촉매 TiO?상에서의 광분해반응 

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Phillips와 Raupp234는 수증기가 없는 경우에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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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TCE 분해 활성은 높지만 매우 빠르게 비활성화 

가 진행되는 데 비하여, 수증기가 존재하면 아래와 

같은 반응식에 의하여 반응이 진행되며, 이 경우 비 

활성화가 현저히 완화된다고 보고하였다 3거2

C12C = CHC1+H2O + |-O2 "어丄 2CO2 + 3HC1

이는 TCE 광산화과정에서 TiO2 표면에 염소이온이 

피독으로 달라붙어 비활성화가 진행되는데, 수증기 

를 도입하면 표면의 염소종을 제거해주기 때문이다.

아세트산. Carraway 등店은 ZnO 상에서의 아세 

트산의 산화반응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아세트 

산은 다음과 같이 광촉매반응에 의하여 이산화탄소 

로 산화된다.

CH3COOH + 202 禹。，邸-2CO2 + 2H2O

이들은 반응중간체로서 HCOO', CHOCOO , 

HCHO, CH3OOH, CH3COOOH, H2O2 등이 생성됨을 

확인하였다.

한편 TiO2 상에서는 수산라디칼이 아세트산의 메 

틸기를 공격하여 다음의 반응을 통해 생성된 라디칼 

이 산소와 '社응•하여 CHOCOOH, HOCH2COOH, 

HO2CH2OOCH2COOH, HCHO와 같은 반응중간체를 

거쳐 CO2로산화된다.

TiO2, hv
• OH + CH3COOH -------------- -  • CH2COOH + h2o

기타의 불균일계 광에너지 전환반응

TiO?를 사용하여 스티 렌 용액에 광을 조사하면 폴 

리스티렌이 생성되고,236 MMA로부터 PMMA로의 

중합도 광촉매상에서 진행되며,转 개환반응에 의한 

중합 역시 광촉매반응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酩 

일반적으로 고온에서 진행되는 수성가스 제조반 

응에 광촉매반응을 응용하는 경우, 이보다 훨씬 낮 

은. 온도에서도 반응의 진행이 가능하게 된다. 광수 

성가스 제조반응에서 만약 CO를 선택적으로 생성 시 

킬 수 있다면 물의 분해와 탄소의 가스화를 동시에 

행할 수 있게 된다.92，165,237

알코올과 물로부터 수소를 발생시키는 반응에서 

는 40% 이상의 양자수율을 얻을 수 있고,'QB 이 반 

응은 여러가지 광촉매의 활성을 측정하는 반응으로 

도 자주 이용되고 있다. 이 경우 여러가지 알코올의 

반응성 은 CH3OH > C2H5OH > 11-C3H7OHT-C3H7OH 
의 순으로 나타난다 孔 그리고 이와 같은 반응에서는 

CdS, ZnS 등과 같이 광용해를 잘 일으키는 촉매도 

알코올의 환원력 때문에 안정하게 유지될 수 있다.

탄수화물 등의 천연 유기물을 물과 반응시킴으로 

써 수소를 얻을 수도 있다.239，列 따라서 식물의 광합 

성에 의해 생성된 물질을 다시 광촉매를 이용하여 

수소로 전환시키는 것이 태양에너지 전환방법의 한 

가지 예로 제시되고 있다.

균일계 광촉매반응

태양에너지.의 화학에너지로의 전환은 균일계 광 

촉매상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균일계 광촉매반응 

에서는 광을 흡수한 후 광화학 반응과정에 참여하는 

광흡수제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전이금속 착화합 

물이 대표적인 광홉수제로 쓰인다. 그 이유는 이들 

의 자외선이나 가시광선 흡수능력이 뛰어나고, 전자 

의 주고받음에 의한 산화 • 환원에 대하여 화학적으 

로 안정하기 때문이다 2S

주로 염료나 금속 착화합물을 촉매로 이용하는 균 

일계 광촉매반응에 대한 연구가 최근 급속하게 진행 

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주로 광에너지 전환이라는 

면에서 중요한 물의 분해에 관련된 균일계 광촉매반 

응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한다.

식물에서 광합성을 일으키는 엽록소가 일종의 금 

속 착화합물이므로 최근 균일계 광촉매반응에서 광 

에너지 전환용 촉매로서 porphyrin이나 phthalocya

nine 등과 같은 금속 착화합물이 관심을 모으고 있 

다. 이와 같은 금속 착화합물들은 가시광선 영역의 

빛을 흡수하며, 그 흡광도도 높고 또한 그 전자준위 

도 물을 분해시키기에 적당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들 중에서도 특히 관심을 모으는 물질은 Ru(bpy)32+ 

이다. 이 물질이 물의 광분해에 참여하는 과정을 간 

단히 나타내면 Fig. 19꺼2와 같다. 이 경우 EDTA와 같 

은 산화되기 쉬운 희생시약을 첨가하여, Pt 콜로이드 

를 환원촉매로, 그리고 RuO2 등을 산화촉매로 이용하 

여 수소와 산소를 생성시키게 된다.97JX243 그리고 pt 

와 Rut》를 동시 에 담지시킨 TiO2 콜로이드를 사용하 

는 경우 수율이 크게 증가한다는 보고도 있다.%例 이 

때에는 릴레이로 viologen이나 금속이온 또는 금속이

1997, Vol. 41, No.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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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9. Photosplitting of water by Ru(bpy)/* 242 MV2+: methyl viologen

온 착화합물 등이 쓰인다 47,93,139,244

또한 Fe계 착화합물인 Prussian bh此를 물의 광분 

해촉매로 이용한 경우도 있는데,2* 일반적으로 균일 

계 광촉매의 경우 불균일계 광촉매에서 볼 수 있는 

전자띠의 굽음에 의한 정공과 전자와의 재결합 방지 

가 곤란하므로 물의 완전 분해가 어렵게 된다.

대표적인 불균일계 광촉매인 TiC)2는 자외선의 조 

사에 의 해서만 광촉매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데 , 가 

시광선으로까지 조사되는 빛의 파장을 넓히기 위해 

서 앞서 언급한 Cr 등의 doping이외에 균일계 광촉 

매인 전이금속 착화합물을 도입할 수 있다. 아직까 

지 그 반응성은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나, 이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咨

결 론

현재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에너지원의 고갈이라 

는 면에서 볼 때, 앞으로 촉매반응을 이용하여 해결 

해야 할 가장 궁극적 인 과제중의 하나는 광촉매를 이 

용한 태양에너지의 이용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광 

촉매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대부분의 산화물 반도체 

들은 가시광선을 거의 흡수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Fig. 2()7에서 볼 수 있듯이 TiO2 같은 경우에는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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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0. Theoretical solar energy conversion efficiency 
versus semiconductor band gap7. 

nm보다 짧은 파장의 빛만을 흡수하므로 실제로 태양 

에너지의 약 5% 정도만을 이용하게 된다. 그리고, 산 

화물 반도체 중에서 태양광을 흡수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 폭이 좁아 물의 광분해에는 적합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도핑이나 균일계 광촉매의 부분도입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가시광선 영역의 빛을 흡수하 

고 또한 양자수율을 높이는 것이 과제로 남아 있다.

주로 금속 착화합물을 이용하는 균일계 촉매에는 

가시광선을 이용하여 물을 분해시킬 수 있는 가능성 

을 지닌 것이 많지만 전하의 재결합을 방지하여 수율 

을 증가시키는 보다 효율적 인 방법이 요구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광촉매반응의 응용은 단 

순히 태양에너지의 전환에만 국한되지 않고 여러 분 

야로 그 응용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특히 여러 유기 

합성반응에 광촉매반응을 응용한 연구결과가 발표 

되고 있다. 또한 Pt/TiO2 광촉매를 이용하여 NH3와 

CH^로부터 간단한 아미노산의 생성이 가능하며,羽 

이 때, CH4 대신 이ucose를 이용하면 polypeptide의 

생성도 가능하게 된다. 특히 최근에는 여러가지 염 

료나 반도체를 촉매로，하여 가시광선을 조사함으로 

써 여러 종류의 아미노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얻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으며,꿔8 1급 아민의 

이량화에 의한 2급 아민의 생성249 등에도 광촉매반 

응이 이용되고 있다. 이외에도 광촉매반응은 여러가 

지 오염물질이나 폐수의 처리에도 그 응용이 가능하 

며, 공업용 폐수나 희박용액으로부터의 귀금속 회수 

나 정제에도 이용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광촉매반응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와 

완전한 실용화가 이루어진다면, 새로운 에너지원의 

이용이라는 측면에서뿐만이 아니라 여러가지 화합 

물의 보다 효율적인 합성에 있어서도 광촉매반응의 

역할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발표된 광촉매관련 주요 문 

헌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 Is Photocatalysis Catalytic ?14

② Photocatalysis on TiO2 Surfaces: Princi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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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chanisms, and Selected Results30

③ Potential Methods and Perspectives of Solar En
ergy Conversion via Photocatalytic Processes47

④ Heterogeneous Photocatalysis: An Emerging 
Discipline Involving Multiphase Systems53

（5） Photocatalysis of Irradiated Semiconductor Sur

faces: Its Application to Water Splitting and 
Some Organic Reactions151

⑥ Heterogeneous Photocatalysis189

⑦ Environmental Applications of Semiconductor 
Photocatalysis207

⑧ Destruction of Water Contaminants210

⑨ Photocatalysis: Decontamination with Sunlight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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