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촉매 란?

■ 1. 촉매란?

리성 등이 좋으며 인체에 무해하기 때문이다.

촉매란 자기자신은 변화하지 않으면서 다른물질

h 3. 광촉매 이산화티타늄의 유기물 산화분해

의 화학반응을 촉진시 키 거나 지 연시키 는 물질을 말
한다. 촉진시키는 물질을 정촉매, 지연시키는 물질

을부촉매라 한다.

이산화티타늄 광촉매는 n 형 반도체로서 자외선

(400nm)을 받으면 전자(Electron), 전공대

(Electron Hole)가 형성되어 강한 산화력을 가진
■ 2. 광촉매란?

하이드록시 라티칼(-OH) 과 슈퍼 옥사이드을 생
성 한다. 이 하이드록시 라디칼과 슈퍼 옥사이드가

광촉매란 광(光)을 받으면 촉매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이다. 광촉매중 이산화티타늄이 가장 많이 사

용되고 있다. 이는 이산화티타늄이 내산성, 내알카

[Sunl

유기 화합물을 산화 분해시켜 물과 탄산가스로 변
화시 킨다.
이런 원리로 공기중 오염물질을 산화 분해시켜

유기화함믄

믐(出0)

Anatase Type Titanium Dioxide Particle
그림 1. 광촉매 이산화티타늄의 산화분해 반응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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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해한 물과 탄산가스로 변화시키고 수증의 오염

건설자재 : 내벽재, 외벽재

물질인 유기화합물을 분해시켜 물과 탄산가스로 변

가전 : 공기 정화기, 에어콘, 냉장고, 정수기,

화시키게 된다. 또한 세균도 유기 화합물이므로 광

촉매의 강한 산화작용에 의해 산화분해 되어 살균

식기 건조기
자동차 : 자동차용 에어콘, 창유리 , 조명카바, 자

동차 실내자재

된다.

농업 : 비닐하우스, 토양 살균제, 살충제

4. 광촉매 이산화티타늄의 친수성

일용품 : 식기, 칼, 국자, 수저, 도마, 유리컵
점포설비 : 옥외간판, 옥내벽 , 전등

광촉매 이산화티나타늄은 광(光)을 받으면 친수

의료 : 암치료

성 기능을 갖는 물질이 된다.이산화티타늄 광촉매
표면의 옥스콤파운드 (Oxo Compound)가 빛을 받

■ 6. 광촉매의 작용

으면 공기중의 수분과 반응하여 하이드록시 (9H)

・ 강한 산화 반응력 이용 : 살균, 항균, 탈취, 유기물 분해

로 변화되어 친수성 이 된다.

■ 초친수성 이용: 자정작용(self cleaning), 김서림 방지

■ 5. 광촉매의 용도

「응용분야」
)환경친화 : SOx, 다이옥신 처리, 폐기물 정화,

폐수처리, 폐가스 정화, 지하수 정화

@ 도로 : 터널 내벽, 도로 가드펜스, 반사경, 도로

■ 1. 환경정화

표지판, 방음벽

주택설비 : 변기, 타일, 욕조, 벽지, 유리, 창샷
쉬 , 브라인드, 조명카바

대기정화 : 광촉매가 코팅된 허니컴과 UV

Lamp를 조합하여 대기중 오염된 유기 화합물을

그림2. 광촉매 이산화티타늄의 친수성 반응의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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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catalyst Technology

산화 분해하여 무해한 물과 탄산가스로 변화시킨

에 광촉매 코팅자재를 사용하면 광촉매의 유기물

다. （예 : 다이옥신처 리 System, SOx 처 리 System

산화분해 작용으로 사무실 공기를 쾌적하게 유지시

대기정화 System）

켜 준다. 특히, 흡연실등에 광촉매 코팅자재를 사용

수질정화 : 광촉매가 코팅된 허니컴과 UV Lamp

하면 흡연실의 담배냄새를 제거하여 준다.

를 조합하고 여과장치를 부착하여 폐수중 유기 화합

외벽재 건물외벽에 광촉매 코팅자재를 사용하면

물을 분해하고 지하수중 유기화합물을 산화분해하

광촉매의 강한 산화분해 작용에 의해 벽면을 오염

여 물과 탄산가스로 변화시킨다.（예 : 지하수정화

시키는 유기물을 산화분해 시키고 광촉매의 초친수

System, 폐수처리 System,폐기물정화 System）

성에 의해 빗물에 의한 자정작용（self cleaning）으

로 먼지등이 씻겨 내려가 항상 건물외벽을 청결하

■ 2.도로

도로관련, 터널내벽, 도로 가드레일, 반사경, 도로

게 유지시켜준다.

■ 5. 가전

표지판, 방음벽에 광촉매 이산화티타늄을 코팅하면
광촉매의 초친수성 에 의한 자정 작용으로 항상 청결

공기정화기 , 에어 콘등에 광촉매 코팅 필터를 부착

하게 유지시켜 준다.（예 : 광촉매코팅 터널내벽 오염

하여 공기중의 유기물을 분해하여 맑은 공기를 제

방지 System, 광촉매코팅 도로표지판, 광촉매코팅

공하여 준다. 냉장고에 광촉매 코팅자재를 사용하

방음벽, 광촉매코팅 가드레일, 광촉매코팅 반사경）

면 냉장고 속의 냄새를 광촉매의 강한 산화분해반

응으로 제거하여주고 세균을 살균시켜 냉장고내에

■ 3. 주택설비

서의 음식물 부패도 방지하여준다.

정수기의 필터는 무기물이 나 부유물은 여과에 의
욕실의 변기, 벽면 타일, 욕조 등에 광촉매를 코

해 제거되나 용해되어있는 유기물은 제거가 되지

팅하면 욕실의 냄새가 제거되고 곰팡이가 생기지

않는다. 여기에 광촉매 코팅 필터를 사용하면 용해

않으며, 욕실이 항상 청결하게 유지된다. 특히, 공

되어 있는 유기물을 산화분해시켜 제거해 주며 특

중화장실에 광촉매코팅 변기, 타일 등으로 시공하

히, 정수된 물이 물탱크에 저장되는 과정에서 물탱

면 항상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시켜준다.

크내에 세균의 번식으로 물이 오염된다. 물탱크에

가옥의 벽지, 유리창, 창샷쉬, 브라인드, 조명카
바등에 광촉매 코팅제품을 사용하면 실내의 공기를

정화시켜주어 쾌적한 환경을 유지시켜 준다.

광촉매 코팅 재료를 사용하면 정수기 물의 2차오염

을 방지 할수 있다.

식기건조기내에 세균번식으로 건조된 식기등이
오염된다. 이런 세균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식기

■ 4. 건설자재

건조7］에 광촉매 코팅된 재료를 사용하면 식기의
세균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

내벽재 사무실등 실내공간 인테리어용 내벽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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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자동차

용 (self cleaning) 에 의해 간판을 항상 청결하게 유
지시켜준다. 옥내벽 전등등에 광촉매 코팅제품을

자동차용 에어콘에 광촉매 필터를 사용하면 차내

사용하면 점포내의 냄새를 없애주고 전등의 외부오

공기를 쾌적하게 하여 주며 특히 자동차 실내 자재

염에 의한 조도의 감소를 방지하여 실내를 보다 밝

에 광촉매 코팅 자재를 사용하면 광촉매의 강한 산

게 유지시켜준다.

화분해 반응에 의해 자동차 실내의 냄새를 제거하

여 실내공기를쾌적하게 유지시켜 준다.

■ 10. 의료

자동차 창유리 조명카바에 광촉매 코팅제품을 사

용하면 광촉매으 초친수성효과에 의해 김서림 방
지, 오염 방지 등으로 자동차를 청결하게 하여 준다.

암치료제로서 광촉매를 암세포에 삽입하고 UV

Lamp 로 빛을 비춰주면 광촉매의 강한 산화분해
반응에 의해 암세포를 분해시켜 암세포의 성장을

■ 7. 농업

비 닐하우스에 광촉매가 코팅된 비닐을 사용하면

광촉매의 초친수성 효과에 의해 비닐하우스의 천

정에 맺힌 물방울이 떨어지지 않고 비닐하우스 벽

면을 타고 흘러 내린다. 그러므로 비닐하우스 천
정으로 부터 떨어지는 물방울에 의한 농작물 피해

를 줄일 수 있다. 토양 살균제, 살충제등으로 광촉

매를 사용하여 토양에 있는 균이나 해충을 제거
할수있다.

■ 8. 일용품

식기, 칼, 국자, 수저, 도마, 유리컵 등에 광촉매

를 코팅하면 광촉매의 강한 살균력에 의해 주방용

품을 청결하게 유지시켜 준다.

■ 9. 점포설비

옥외간판에 광촉매 코팅제품을 사용하면 광촉매
의 강한 산화분해 작용과 초친수성에 의한 자정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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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제하고 암세포를 죽여 암을 완치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