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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olar energy conversion is now actively researching because of pollution. Especially silicon photocatalyst 

has big potential, because of wide absorption range. But low quantum yield of silicon photocatalyst can't be 

used for commercialization. This paper summarize mechanism of silicon photocatalyst. In addition, properties 

and current states of photo catalyst using nanomaterials of silicon are also introdu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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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수십년간 산업의 발전으로 인한 에너지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대체 에너지원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

다. 그 중 태양광에너지는 환경오염을 동반하지 않는 청

정에너지이라는 점과 한정되지 않은 에너지원이라는 점

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태양광은 반도체 물

질에 빛을 가하였을 때 생기는 전자와 정공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에너지 활용을 할 수 있다. 여러 활용방법 중 

광 촉매는 태양광을 이용하여 주로 물을 분해해 또 다

른 청정에너지원인 수소를 발생하거나 환경 오염 물질

을 분해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Fig. 1 (a)에서 보듯 광

합성이 빛을 이용해 물과 이산화 탄소를 녹말로 만드

는 것처럼 광 촉매의 경우 같은 물질로 산소, 수소, 유

기화합물들을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인공 광합성이라

고도 불린다. 광 촉매의 기본 원리는 빛으로 생성된 전

자가 물의 환원반응, 정공이 물의 산화반응을 유도하

여 물을 분해하는 산화환원 반응이다. 전자는 높은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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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지에서 낮은 에너지로, 반대로 정공은 낮은 에너지

에서 높은 에너지로 거동하는 특성이 있는데 이런 특성

으로 일어나는 반응이 산화환원반응이다. 그리고 연구

에 따르면 반도체 내에서 생성된 전자는 물의 환원반응

을 유도하는 photocathode, 정공은 산화반응을 유도하

는 photoanode로 표현 할 수 있고 각각의 전기화학 포

텐셜은 Fre(photocathode)와 FOX(photoanode)로 표현 

가능하다. 또한 물의 환원 반응시 전자의 전기화학 포텐

셜은 F(H+/H2), 산화반응은 F(O2/H2O)로 표현가능하

고 각각의 환원전위와 대응된다고 알려져 있다.1) 따라서 

전자 1개의 깁스에너지가 전기화학 포텐셜로 표현되니 

식 (1)을 만족해야 물 분해가 일어난다.

FOX-F(H+/H2) › 0, Fre-F(O2/H2O)‹0               (1)

이러한 이유로 재료 빛을 가했을 때 생성되는 전자와 

정공 전위가 중요하다. 생성되는 전자의 전위가 전도대

의 가장 낮은 전위이고, 정공은 충만대의 가장 높은 에

너지로 표현할 수 있고 이를 Fig. 1 (b)에 표현했다. 전

도대의 가장 낮은 위치가 물의 환원반응의 전위보다 높

으면 수소발생이 가능하고, 충만대의 가장 높은 위치

가 물의 산화반응의 전위보다 낮으면 산소발생이 가능

하다. 한가지 조건만 부합할 경우 부합하지 않는 부분에 

다른 반응을 유도하여 사용한다. 예를 들면 수소발생에

는 적합하지만 산소발생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반응용

매에 메탄올을 추가해 Fig. 1 (b)에 표현되었듯 생성된 

정공이 메탄올의 산화반응을 유도해 전자와의 재결합을 

막아준다.

재료의 밴드 갭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는 

태양광의 파장영역이 모두 다르게 된다. 가시광선은 매

우 좁은 파장영역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태양광에서 많

은 부분(44%)을 차지한다. 따라서 밴드 갭이 작을수록 

이용할 수 있는 태양광의 영역이 넓다. 이러한 이유로 

빛을 흡수하는 다른 응용분야인 태양전지에서는 밴드 

갭이 근 적외선 영역(1.1 eV)임에 따라 가시광을 모두 흡

수할 수 있는 실리콘이 좋은 성능을 보인다. 따라서 이

러한 장점으로 실리콘을 이용한 광 촉매의 경우 엄청난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러한 장점을 가진 실리콘을 이용한 광 촉매의 연구동향

과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2. 실리콘 나노 물질의 촉매특성

표면에서 산화환원 반응을 알기 위해서는 실리콘 표면

에서의 전자 정공의 거동이 매우 중요하다. Science and 

Technology of China 대학의 Yujie Xiong연구팀은 최

근 실리콘 표면에서의 광화학적 물 분해 과정을 제일원리

계산을 통해 밝혀냈다2). Fig. 2 (a)는 실리콘 원자와 수소

원자가 붙은 작용기(Si-H)와 하이드록실기(-OH)가 붙은 

부분에서의 전자와 정공의 life time을 계산을 통해 모식

화 한 결과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 순수한 실리콘보다 

작용기에서 전자와 정공모두 life time이 긴 것을 확인할 

Fig. 1. 인공 광합성의 의미 및 광 촉매 후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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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며 실질적인 산화환원 반응은 작용기에서 일어난

다고 할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순수한 실리콘 원자한개

가 광 여기된 정공의 일부(0.03h+)를 수용 가능하며 표면

에서의 물의 흡착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흡착된 물은 

실리콘과 식 (2)의 반응을 하여 하이드록실기가 붙은 실

리콘과 H+을 생성한다. 생성된 H+는 두가지의 작용기가 

붙은 부분에서 환원반응을 할 수 있다. 수소작용기의 경

우 식 (3)와 같이 수소작용기를 없애고 수소를 발생시키

는 반면, 하이드록실기는 식 (4)와 같이 반응 후 작용기를 

없애고 물을 생성한다. 이러한 하이드록실기의 반응은 광

반응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한다. 마
지막으로 정공의 경우 식 (5)와 같이 하이드록실기와 반

응하여 산화된 실리콘과 H+을 생성하여 반응을 저해하는 

반응이 된다. 즉 Fig. 2 (b)에 표현된 것 같이 생성된 전

자, 정공이 물과 직접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닌 서로 다

른 장소로 분리되어 작용기와의 반응으로 수소가 생성이 

된다. 이러한 이유로 수소 작용기가 매우 중요하고 반응

이 진행됨에 따라 수소작용기가 하이드록실기로 대체되

어 광 효율이 점점 낮아지게 된다. 위 연구에서는 이를 해

결하기 위해 반응 후 불산을 사용해 표면 산화막을 제거

하고 수소 작용기를 생성시켜 다시 사용할 수 있다고 하

였다. 많은 실리콘 광 촉매의 실험에서는 앞서 언급한 것

과 같이 정공의 부가적인 반응을 막기위해 메탄올을 이

용한다. 그러나 실리콘은 물과 반응하여 식 (6), 식 (7)와 

같이 산화막을 생성하거나 규산을 형성하여 수소가 발생

한다고 알려져 있다3). 또한 그로인한 표면산화로 반응할 

수 있는 면적이 줄어든다고 알려져 있다4). 이런 문제점 때

문에 실리콘은 빛을 가한 것과 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

두 수소가 발생하고 두 값의 차이로 광반응으로 인한 수

소 발생량을 확인한다.

h+ + Si + H2O = Si(h+)-H2O = Si - OH + H+ (2)

e- + Si-H + H+ = Si - H(e-) + H+ = Si + H2 (3)

e- + Si-OH + H+ = Si-OH(e-) + H+ = Si + H2O (4)

h+ + Si - OH + H2O = Si(h+) - OH = Si - O + H+ (5)

Si + 2H2O = SiO2 + 2H2 (6)

Si + 4H2O = Si(OH)4 + 2H2 (7)

산화환원 반응은 표면에서 일어나는 반응이기 때문에 

광 촉매의 효율은 반응면적과 직결되는 표면적과 매우 

큰 관련이 있다. 따라서 모든 광 촉매는 표면적을 극대화

하기 위해 나노 물질의 재료를 사용한다. 따라서 실리콘

을 이용한 광 촉매도 나노 물질 형태로 사용한다. 나노 

물질의 형태로 진행되어온 연구들을 0차원, 1차원, 2차

원 3부분으로 나누어 정리하고자 한다.

2.1 0차원 재료

0차원의 물질은 표면적의 증가를 위해 0차원의 실리

콘을 이용한 연구는 다공성 물질의 나노 입자를 사용

하는 연구가 주를 이룬다. Pennsylvania 주립 대학의 

Donghai Wang 연구팀은 Fig. 3 (a)와 같이 사염화탄소

를 환원하여 염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다공성 실리콘 나

노 입자를 만드는데 성공하였다4). 입자의 크기는 5~20 

mm로 큰 편이지만 Fig. 3 (b)에서 볼 수 있듯 BET 분석

결과 기공 평균 직경이 약 10 nm로 분포되어 있는 다공

성 물질이고 580 m2/g의 높은 표면적을 가지고, 양자제

한효과로 광학적 밴드 갭이 1.63 eV로 증가되었다고 발

표했다. 이러한 높은 표면적으로 인해 Fig. 3 (c)과 같이 

평균 882 μmol/(g∙hr)의 높은 발생량을 나타났었고 지속

시간은 현재까지 중 가장 긴, 55시간을 나타냈다. 또 다른 

물질의 경우도 다공성의 나노 입자를 사용하였고, 이 경

우에는 실리카 입자를 뭉친 후 마그네슘 환원을 하는 방

Fig. 2. 실리콘 광 촉매의 메커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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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이용하였다5). Science and Technology of China 

대학의 Yujie Xiong연구팀에서 만든 이 물질은 광학적 

밴드 갭 1.73 eV, 표면적 337 m2/g, 평균 기공 사이즈 

6.1 nm인 것으로 분석이 되었다. 표면적이 위의 물질 보

다 낮지만 수소 발생량은 1785 μmol/(g∙hr)로 실리콘만

을 이용한 연구 중 가장 높은 값이 나왔다. 그 원인으로는 

결정성이 위의 물질보다 좋은 것을 이유라고 보고되었다.

2.2 1차원 재료

광 촉매로의 1차원 실리콘은 대표적인 형태인 실리콘 

나노 와이어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실리콘 웨이퍼 

형태로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정상으로도 복잡하

지 않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용매에 분산시켜 사용하

는 0차원과 2차원과 달리 웨이퍼의 형태로 사용하기 때

문에 캘리포니아 대학의 Peidong Yang연구팀과 같이 

이산화 티타늄과의 heterosystem을 이용한 것과6) 같은 

광 전기화학 촉매에 더욱 적합하여 광 촉매로는 잘 사용

되지 않는다. 위에 언급한 Science and Technology of 

China 대학의 Yujie Xiong연구팀은 나노 와이어를 이

용한 실험과 제일원리계산를 이용하여 실리콘 표면에서

의 반응을 예측했을 뿐 아니라 유일하게 실리콘을 이용

하여 산소발생을 확인하였다. 다른 실험과 달리 용매에 

메탄올을 첨가하지 않고 순수한 물 만을 사용해 정공이 

모든 반응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위 식 (5)에 표현된 실

리콘과 산소의 결합은 식 (8) 과 같이 다시 정공과 반응

하여 카르복실기(-OOH)를 형성하게 되고 또 다시 정공

과 반응해 식 (9)와 같이 산소를 발생하게 된다. 수소발

생시는 전자 하나와 반응하여 생성되는 반면 산소발생

시 최소 3개의 정공이 반응하여야 산소가 생성이 된다. 
이러한 이유로 수소 발생량(4.48 μmol/(g∙hr)) 발생량

이 훨씬 적은 0.91 μmol/(g∙hr) 값이 관측되었다. 

h+ + Si - O + H2O = Si(h+) - O + H2O = Si - OOOH + H+ (8)

h+ + Si - OOH = Si(h+) - OOH = Si + O2 + H+ (9)

2.3 2차원 재료

실리콘 나노 시트는 그래핀과 같이 독특한 전기적

인 특성과 광학적이 예상되어 많은 분야에서 폭발적으

Fig. 3. 0차원 실리콘의 제조공정 및 수소발생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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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연구중이다. 그럼에도 기상 증착법이 아닌 제조방법

은 많이 보고된 바가 없어 촉매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은 매우 한정적이다. Unist대학의 이재성 교수 연구팀은 

이차원물질인 Clay를 마그네슘 환원을 통해 실리콘 나

노 시트를 만드는 2가지 연구를 하였다. 첫번째는 Fig. 

4 (a)에서 보듯 자연상태에서 2차원 구조를 가지는 Talc 

clay 물질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다공성 물질이 생성되

어 표면적이 188 m2/g이고 기공 직경 100 nm이상이 대

부분이어서 그림과 같은 특이한 구조라 예상할 수 있다
7). Fig. 4 (b)에서 볼 수 있듯 주사전자현미경을 통해 판

상형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Fig. 4 (c)와 같이 평균 

709.51 μmol/(g∙hr)의 수소 발생량이 나타났었다. 반응 

시 실리콘의 표면산화로 인한 감퇴를 방기하기 위해 산

화되더라도 전자가 표면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백금 나

노 입자를 표면에 생성하였다. 그 결과 효율이 1031.62 

μmol/(g∙hr)만큼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 두번째의 경

우도 Fig. 4 (d)와 같이 자연상의 2차원물질인 MMT 

clay를 사용하였다8). 마찬가지로 마그네슘 환원을 통해 

다공성 실리콘 나노 시트를 만들었고 평균 5nm미터의 

두께를 가진 표면적 308 m2/g임을 확인했다. Fig. 4 (e)

에 보이듯 수소 발생량이 486 μmol/(g∙hr)이고 백금 나

노 입자를 이용할 경우 723 μmol/(g∙hr)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 가능했다.

3. 맺음말

광 촉매는 에너지 기술에서의 핵심기술로 수소발생, 오
염물질제거, 유기 화합물 합성 등에 폭 넓게 적용될 전망

이다. 그 중 실리콘을 이용한 재료의 경우 넓은 광 흡수 

영역, 낮은 가격 등으로 인한 장점을 바탕으로 미래에너

지산업에서 두각을 나타낼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몇 가

지 현실적인 문제로 상용화와는 거리가 먼 연구에 그치

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여러 방법 중 하나로 표면산화로 

인한 낮은 지속성을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하이드

록실기와 광 여기된 전자의 반응으로 인한 원천적인 효

율저하에 대한 반응 메커니즘을 좀 더 명확히 규명하고 

이에 따른 광 효율증대 설계 및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져

야 한다. 또한 같은 광 흡수 적용사례인 태양전지와 같

이 반사되거나 투과되는 빛을 다시 이용할 수 있는 anti-

reflection coating 및 back contact와 같은 연구가 충분

히 이루어져야 한다. 에너지 산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

는 만큼 흡광도 개선과 지속성 문제가 해결된다면 실리콘 

광 촉매가 급부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Fig. 4. 2차원 실리콘 제조방법 및 수소발생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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