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 Korean Ind. Eng. Chem., Vol. 18, No. 4, August 2007, 371-375

371

산화티타늄 광촉매 활성의 비일관성

류정호⋅최원용†

포항공과대학교 환경공학부
(2007년 6월 5일 접수, 2007년 7월 6일 채택)

-

Inconsistent Activities of Titanium Oxide Photocatalysts

Jungho Ryu and Wonyong Choi†

School of Environmental Science & Engineering Poha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Pohang 790-784, Korea
(Received June 5, 2007; accepted July 6, 2007)

본 연구에서는 광촉매 활성의 다면성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자 5개의 상업용 TiO2 시료와 9가지의 대상기질을 선정하여 
광촉매 분해반응을 수행하였다. 광촉매 활성은 평가 대상기질에 따라 매우 상이하게 측정되는 등 매우 복잡하게 나타났고, 
광촉매의 일반적 특성들과 뚜렷한 상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즉, 이러한 광촉매 반응의 기질 특이성 때문에 단일물질에 대한 
활성으로 전체 광촉매 활성을 대표할 수 없고, 여러 광촉매 간의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활성비교가 어렵게 된다. 따라서, 
표준화된 광촉매 활성 평가법 개발을 위해서는 광촉매 반응의 기질 특이성을 이해하고 각 적용분야에 맞게 평가기준을 달
리하는 등의 통합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This study measured the photocatalytic activities of five TiO2 samples commercially available in terms of the degradation 
rate of nine organic substrates. Efforts were made to correlate the activities with the properties of both catalysts and substrates 
but little correlation was found. The result clearly shows that the photocatalytic activities sensitively depend on the kind of 
the test substrates, which strongly supports the fact that the activity measured with one or two model compounds cannot repre-
sent the overall performance of a photocatalyst. Therefore, this multi-aspect and inconsistent activity of photocatalytic reaction 
should be fully understood prior to establish the standard protocol for the activity deter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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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광촉매는 태양에너지를 직접 화학에너지로 전환하는 핵심 디바이

스이며, OH 라디칼과 같은 강력한 산화제를 발생시켜 각종 난분해성 

오염물질을 분해시키는 차세대 환경정화기술의 핵심요소이기도 하다

[1-3]. 광촉매는 기본적으로 모두 동일한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반도

체 입자가 빛을 흡수하여 여기되면, 격자 내에 전자/정공 쌍을 형성하

고 이들이 표면으로 이동하여 전자전이를 일으키게 된다. 이러한 광

여기 전자전이 현상은 광촉매 표면에서 다양한 산화환원 반응을 일으

키며 화학전기 에너지 전환(예: 태양광에 의한 물분해 수소제조, 염료

감응 TiO2 태양전지)이나 환경정화(예: 난분해성 수질오염물질 분해) 
등에 이용되게 된다[2,3]. 대표적인 광촉매로 TiO2 나노입자가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자외선 영역에서만 활성이 있고 광효율이 낮은 문제

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의 광촉매 제조

(예: 졸-겔 합성, 복합 광촉매 등) 및 개질법(예: 금속 도핑, 염료감응 

등)이 연구되고 있다[4-6].
  한편, 새로운 광촉매를 합성하거나 기존의 광촉매를 개질하여 높은 

광활성을 보인다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는데, 대부분 1⋅2가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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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에 대한 활성만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객관적인 신빙

성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광촉매 활성은 매우 다

양한 방법으로 측정되고 있어 서로 다른 연구자들이 얻은 데이터를 

비교평가하기가 매우 어렵다. 결국, 광촉매 활성의 다면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좀 더 입체적인 평가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문

헌에 보고되고 있는 광촉매의 활성평가 표준화에 관한 연구내용을 소

개하면 다음과 같다. Sabin 등은 광촉매 활성 평가 방법으로서 다양한 

유기물질의 반응속도상수(formal rate constants)를 사용할 것을 제안

했다[7]. 그러나, 이는 단일 광촉매(Degussa P25)에 대해 23개 유기물

의 광산화 속도를 측정했다는 점에서 광촉매 시료에 대한 특이성을 

반영하지 못했다. Serpone 등은 P25 TiO2의 페놀 분해반응을 표준반

응으로 이용하여 상대적 광촉매 효율(relative photonic efficiency)이라

는 변수를 도입했고, 실제 다른 페놀 화합물에 대한 광촉매 효율을 예

측 평가하는데 적용했다[8]. 한편, Du 등은 8개의 TiO2 시료를 이용 

메탄올과 formate분해에 대한 OH 라디칼 수율(OH radical yield)을 도

입하여 광촉매 효율을 비교했다[9]. 그러나 기존에 보고된 위 연구사

례들은 제한적인 기질 및 광촉매 만을 고려했다는 점에서 광촉매 반

응의 다양성을 반영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광촉매 활성평가법은 다양한 측정법을 이용하여 얻어진 광

활성 데이터를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여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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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Physical Properties of Selected TiO2 Samples

BET Surface 
area (m2/g)

Crystalline
phase

Primary
particle size1

(nm)

Surface
OH conc.2

(a.u.)

Zeta
potential3

(mV)

P25
ST

ALD
HBK
JUN

50
340
9

348
10

A:80, R:20
Anatase
Anatase
Anatase
Anatase

A:27, R:16
11
37
16
34

163
719
54
843

35 ± 5
32 ± 5
26 ± 2
32 ± 4
26 ± 5

1 Calculated by XRD line broadening
2 Measured by FT-IR (at 3350 cm-1)
3 at pH 3

광촉매 시료의 형태에 따라 재현성을 가지며 간단한 평가방법이어야 

한다. 광촉매 활성의 다면성을 대표할 수 있는 복합적 평가방법의 개

발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다양한 TiO2 광촉매 시료에 대한 다양한 

기질의 광반응성 비교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고 측정된 광활성의 기질 

특이성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광촉

매를 이용하여 다양한 기질에 대한 광활성을 측정하고 광촉매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수들과의 상관관계를 도출하여 기질에 따른 특

이성을 규명함으로써 광촉매 특성평가법의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실    험

  본 연구에서 선정한 TiO2 광촉매 시료와 대상기질은 다음과 같다. 
상업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5개의 TiO2 시료는 Degussa P25 (이하 

P25로 표기함), Hombikat UV100 (HBK), Junsei (JUN), Aldrich 
Anatase (ALD), Ishihara ST-01 (ST)이다. 광촉매 시료의 기본적인 광

물리적 특성들과 표면화학적인 특성들을 Table 1에 정리하였다. 선정

된 광촉매 시료는 각각 다양한 특성을 가지므로 광활성의 다면성을 

평가하기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대상기질은 현재까지 문헌에서 

광반응성 평가 시 많이 사용되었던 기질들을 토대로 선정하였다

(Table 2).
  광반응성 평가실험은 액상에서 수행했으며, 각 기질간의 비교평가

를 위하여 반응 조건을 가능한 동일하게 유지하여(광원 = 300 W Xe 
lamp, 광세기 = 6.1×10-5 einstein/Ls, 초기농도 = 100 µM, 반응용량 = 
60 mL, 초기 pH 3) 최소한 3번 이상 재현성 실험을 수행하였다. 본 

실험에서 측정된 모든 광활성 수치는 ± 5% 이내의 재현성을 보였다. 
각 기질에 대한 광활성은 다음과 같이 나타내었다. 페놀 화합물, 유기

산, 염료, 메탄올 등은 대상기질의 제거속도상수를, 염화탄화수소

(CHCl3, trichloroethylene (TCE))는 염소이온의 초기 생성속도를 사용

하여 나타내었다. 페놀과 염화페놀(4-chlorophenol: 4-CP)는 HPLC, 
formic acid와 dichloroacetic acid (DCA)는 Ion Chromatography (IC), 
dye는 UV spectrophotometer, 메탄올은 TOC를 통해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대상 기질의 광활성 평가

  본 연구에서는 5개의 TiO2 광촉매 시료와 9개의 대상기질을 선정하

여 광분해 반응을 수행했고 그 결과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대상 기

질에 대해 가장 높은 활성을 보이는 광촉매 시료에 대해서는 굵은 글

씨체로 표기하였다. 모든 실험은 초기 pH를 3으로 맞춘 후 수행했는

데 이는 TiO2 입자의 표면전위가 광촉매 활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

화하기 위함이었다. 보통, 용액의 pH에 따라 달라지는 TiO2 입자의 표

Table 2. Photocatalytic Degradation Rate Constants of Selected Substrates 
(k: 10-3 min-1)

Phenol 4-CP DCA Formic
acid TCE1 CHCl3

1 AO7 RhB Methanol

P25
ST

ALD
HBK
JUN

31
7.6
36.5
6.6
32

64
10
59
7
56

80
215
22
238
9

228
480
30
250
45

16
10.2
6.8
7.2
5.1

22.8
13
6.6
7.1
10.7

68
80
27
70
15

59.8
14.8
57.4
8.8
43.8

3.4
1.5
0.65
0.4
2.4

1 Cl production rate (µM/min).

면전위는 대상기질의 흡착특성에 크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광분해 반

응 영향인자가 된다. pH 3에서 액상의 TiO2 입자가 갖는 표면 전위는 

30∼40 mV 범위로 비교적 차이가 크지 않게 측정되었다(Table 1). 결
과적으로, 각 TiO2 시료의 표면전위와 광활성 간에는 뚜렷한 상관성

을 보이지 않았다. TiO2 시료의 입자 크기 또한 광촉매 활성과 상관되

지 않았다. 한편, TiO2 시료의 표면 OH기 농도는 BET 표면적에 선형

적으로 비례하였다. 이는 표면적으로 표준화시킨 TiO2 시료의 OH기 

밀도는 매우 일정함을 의미하고, 따라서 OH기 밀도의 영향이 최소화

된 것임을 간접적으로 나타내 주었다.
  Table 2는 광촉매 활성의 다면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우선 광촉매

의 활성은 대상기질에 따라 매우 민감하게 측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즉, 어떤 광촉매가 가장 높은 활성을 보이는가 하는 문제는 어떤 

대상기질을 가지고 활성을 평가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광
촉매 시료 ALD와 JUN는 페놀류의 분해 반응에 있어 가장 좋은 활성

을 보인 반면, 유기산의 분해 시 가장 낮은 활성을 보였다. P25는 대

부분의 대상기질에 대해 가장 높은 활성을 보였고 이는 왜 P25가 

TiO2 중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특
이하게 유기산의 분해 반응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활성을 보였

다. 반면, HBK와 ST는 유기산과 음이온 물질(예: AO7)의 분해에 있

어 매우 높은 활성을 나타냈다.
  특정 광촉매가 높은 활성을 보이는 이유를 보통 비표면적, 전하 재

결합 속도, 전자전이 속도, 입자크기, 결정성, 표면 기능기 밀도 등의 

광촉매 특성과 관련하여 설명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만을 가지고 광촉매 활성의 기질 특이성을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이는 광촉매와 대상기질의 상호작용 및 분해 메커니즘 또한 광촉매 

활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3.2. 구조적으로 유사한 화합물간 광활성의 상관관계

  구조적으로 유사한 대상기질들에 대해서는 비슷한 광활성을 보여

야 한다는 사실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대상 

기질들은 구조적인 유사성을 토대로 그룹화 할 수 있었고, 이의 광활

성 테스트 결과 구조적으로 유사한 대상기질들에 대한 상관성이 입증

되었다. 예를 들어, 페놀의 분해에 높은 광활성을 보였던 TiO2 시료는 

구조적으로 유사한 4-CP의 분해에 대해서도 높은 광활성을 나타냈고, 
DCA와 formate의 경우 및 CHCl3와 TCE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임이 

확인됐다(Figure 1). 따라서, 특정기질에 대한 광활성은 그 기질과 구

조적으로 유사한 화합물들의 활성을 대표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광
촉매 활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은 광촉매의 비표면적(surface 
area), 기질분자의 흡착특성 등 매우 다양하다. 다음으로 앞서 언급한 

영향인자들과 광촉매 활성과의 상관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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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he correlation of photocatalytic activities (from Table 2) among (a) phenols, (b) carboxylic acids, and chlorohydrocarbons. The ex-
perimental conditions were [TiO2] = 0.5 g/L, [substrate]0 = 100 µM, [CHCl3]0 = [TCE]0 = 1 mM, pHi = 3, and air-equilibrated.

  3.3. 광촉매 비표면적과 광활성의 상관관계

  불균일계 반응에서 촉매의 비표면적은 가장 중요한 인자가 된다. 
이는 촉매의 활성점이 비표면적에 비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광여기 

전자-정공쌍의 전달반응이 전체 반응속도를 지배하는 광촉매 반응의 

경우에는 활성이 단순하게 광촉매의 비표면적과 상관되지 않는다. 광
촉매의 활성이 비표면적에 선형적으로 상관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

들은 문헌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10,11]. Figure 2는 TiO2 광촉매의 비

표면적과 활성의 상관관계 또한 기질 특이성을 가짐을 확실하게 보여

주고 있다. 아울러, 큰 비표면적을 가지는 광촉매가 항상 높은 활성을 

보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다. 즉, 비표면적과 같은 단일 변

수로 광촉매의 전반적인 특징을 나타낼 수는 없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략적인 상관성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 크게 3가

지 형태로 나눌 수 있었다. (1) DCA-type: TiO2의 비표면적의 클수록 

높은 활성을 보임, (2) phenol-type: 비표면적이 작을수록 높은 활성을 

보임, (3) TCE-type: 상관성을 갖지 않음. AO7는 DCA-type의 상관성

을 4-CP와 Rhodamine B는 phenol-type의 상관성을 보였다. Hufs- 
chmidt 등은 4-CP분해 반응에 대해 P25가 HBK에 비해 높은 활성을 

보인 반면, DCA의 분해에 대해서는 반대가 됨을 보고했다[10]. 
Agrios 등은 또한 페놀과 anisole의 분해반응에 있어, 비표면적이 작아

질수록 반응속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11].
  광촉매의 비표면적에 대해 양의 상관성을 보이는 경우는, 통상적인 

불균일계 촉매 반응에서와 유사하게 설명할 수 있다. 광촉매의 큰 비

표면적은 보다 많은 흡착점을 제공하고 이는 정공과의 활발한 반응으

로 이어진다. DCA는 pH 3에서 음이온으로 존재하고 TiO2 표면은 양

의 전하를 띄기 때문에 정전기적 인력으로 흡착량이 증가한다 즉, 
DCA의 광활성은 TiO2 비표면적에 비례하고 이는 비표면적에 따른 

흡착량의 증가 때문으로 설명될 수 있다. AO7의 경우도 음이온이기 

때문에 광분해 속도가 비표면적이 커짐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함을 확

인할 수 있었다. Figure 3은 AO7의 흡착량이 비표면적에 선형적으로 

비례하고, 분해반응속도는 AO7의 흡착량에 비례한다는 것을 보여주

고 있다. DCA-type 기질들의 광촉매 반응은 정공에 의한 직접산화가 

주 메커니즘이 되기 때문에, 흡착이 강하게 일어나는 경우에 반응속

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DCA는 흡착이 이뤄진 후에 

분해되기 시작하고 결과적으로 흡착반응이 전체반응의 속도결정단계

가 된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기도 했다[10,12]. AO7의 분해도 정공

의 직접산화에 의해 일어나고 이는 OH 라디칼 소비제(t-butyl alcohol)
의 존재가 반응속도에 영향을 주지 못한 사실로 검증되었다[6].
  반면, 비표면적과 음의 상관성을 갖는 phenol-type 대상기질의 경우

는 쉽게 설명되지 않는다. DCA-type 기질과 phenol-type 기질의 가장 

Figure 2. The correlation between the photocatalytic activities (from 
Table 2) for (a) DCA and (b) phenol and the BET surface area of 
TiO2. The experimental conditions were [TiO2] = 0.5 g/L, [substrate]0 
= 100 µM, pHi = 3, and air-equilibrated.

큰 차이점은 TiO2 표면에의 흡착특성이다. 전자는 정전기적 인력으로 

흡착이 잘 일어나고 후자는 흡착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이는 phe-
nol-type 기질의 경우, TiO2 표면에의 흡착이 분해반응의 선행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많은 연구자들이 광촉매 분해반응은 대상기

질의 흡착이 일어난 후 시작된다고 생각하지만, OH 라디칼이 TiO2 표
면에서 확산이동하여 표면이 아닌 용액 내에서 반응을 일으키는 분해

경로도 고려해볼 수 있다[13,14]. 결국, 분해반응이 표면에서 떨어진 

곳에서 일어나게 될 때에는 비표면적의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는 것이

다. 그러나, 비표면적이 중요 변수가 아니라 하더라도, 비표면적이 커

질수록 활성이 감소하는 것은 설명되지 않는다. 그 이유를 다음과 같

이 추정해 볼 수 있다. 첫째, TiO2 시료의 비표면적이 작을수록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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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The correlation of AO7 adsorption (after 20 min equilibra-
tion) with (a) the surface area of TiO2 and (b) the photocatalytic degra-
dation rate. The experimental conditions were [TiO2] = 0.5 g/L, [AO7]0 
= 100 µM, pHi = 3, and air-equilibrated.

성이 좋고, 결함점(defect site)이 적기 때문에 전자-정공 쌍의 수명이 

길어져, 결과적으로 활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

우에는 DCA-type 기질에 대해서도 같은 거동을 보여야 하지만 그렇

지가 않다. 다른 가설은 분해반응이 표면과 떨어진 곳에서 개시되는 

동안, TiO2 표면에 흡착된 기질 분자나 반응중간생성물들(M)이 외부 

전하 재결합점(external charge recombination center)로 작용함으로써 

반응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Mad + h+ → Mad
+) immediately 

followed by (Mad
+ + e → Mad)]. 이 경우, 표면에 흡착된 기질분자의 

양이 많을수록 광분해 속도가 낮아지게 된다. 즉, TiO2의 비표면적이 

클수록 대상기질의 표면 흡착량이 많아지고, 이는 전하재결합점으로 

작용하여 광분해 효율이 낮아지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Choi와 

Hoffmann은 CCl4의 광촉매 환원반응에서 다양한 유기 전자주게의 영

향을 조사했는데, 모든 벤젠 유도체들은 전자주게로서 비효율적임을 

확인했다[15]. 그들은 이러한 비효율성이 방향족 라디칼 중간생성물

(aromatic radical intermediate)이 전하재결합 반응을 촉진시키기 때문

으로 설명했다. Theurich 등은 4-CP 분해에 대해 P25 (작은 비표면적)
가 HBK (큰 비표면적)보다 분해속도가 빠르고 반응중간생성물의 수 

및 농도는 HBK의 경우 더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했다[16]. 두 시료의 

경우 모두, hydroquinone (HQ)과 benzoquinone (BQ)이 주요 중간생성

물로 밝혀졌는데, HQ/BQ 쌍은 전자셔틀(electron shuttle)로 작용하여 

광촉매 반응을 멈추게 할 수 있다[17-20]. 보통, 방향족 고리화합물(ar-
omatic ring)과 OH 라디칼의 반응에서 생성되는 라디칼 종들은 공명

안정화도(resonance-stabilization)가 높고 상대적으로 수명이 길기 때

문에, 표면에 흡착된 방향족 라디칼 종들이 전자셔틀로 작용하여 전

하재결합 반응속도를 높인다는 설명은 충분한 타당성을 가진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여러 TiO2 광촉매 시료를 선정하고 다양한 기질의 

광촉매 반응을 수행하여 광촉매 반응 변수와 광활성의 상관관계를 조

사함으로써 광촉매 반응의 기질특이성 및 다면성을 이해할 수 있었다. 
광촉매 활성은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되는데, 어떤 대상기질을 선택하

느냐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 TiO2 시료 별 광활성 순서는 대

상기질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고, 각각의 TiO2 시료는 적어도 1개 이

상의 대상기질에 대해 가장 높은 활성을 보였다. 이는 광촉매 반응의 

기질 특이성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었다. 한편, 구조적으로 유사한 

대상기질 군(페놀 화합물, 유기산, 염화탄화수소) 사이에서는 비슷한 

광활성을 보였고, 비표면적, 입자크기, 표면전위, 결정상 등 광촉매의 

일반적인 특성과 광촉매 활성간에는 뚜렷한 상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대부분의 광촉매 관련 연구에서 한두가지 시험물질을 대상으로 활성

을 평가보고하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단일물질을 가지고 평가된 활

성은 전체의 광촉매 활성을 대표하지 못한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광촉매 활성 평가법 개발을 위해서는 이러한 기질 특이

성을 이해하고 적용분야에 맞게 평가기준을 달리하는 등의 통합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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