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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촉매 기술을 활용한 환경 및 에너지 분야 응용 및 사례분석

가천대학교 전기공학과
홍 정 수

개 요
기존의 화석연료를 통한 산업발달은 우리에게 편리한 생활을 제공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환경오염, 자원고갈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환
경 및 에너지 분야에 대한 관심과 함께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친
환경에너지의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목표로 수력,
풍력, 태양열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수력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는 에너지 변환 효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효율
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연구에 집중되고 있다.
본 글에서는 환경정화 및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할 수 있는 해법으로 광촉매
(Photocatalysis) 기술을 소개한다. 광촉매 기술은 빛에 의해 발생되는 화학적
반응을 이용한 기술로서 환경적 부하 없이 대기 및 수질을 정화시킬 수 있고 수
소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유용한 기술이다. 현재의 광촉매 기술은 일본을 중심
으로 관련 기술이 날로 발전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실용화에 이
른 기술들도 다수 보유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광촉매 기술에 대한 소개를 바탕으로 현재 일본에서 실제 응용되고
있는 분야, 그리고 현재는 연구 중이지만 앞으로 활용가능한 분야의 전반적인 내
용과 함께 광촉매 기술의 중요성에 대해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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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촉매 기술
광촉매 기술은 빛 에너지를 이용하여 화학반응을 촉진시키는 기술을 말하고 현재
심각하게 받아드려지고 있는 에너지 및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
목받고 있다. 광촉매 기술은 “Honda-Fujishima Effect”에 의해 알려지게 되었
다. 1967년, 일본의 Fujishima 교수는 용액 중에 빛을 조사한 이산화티타늄
(TiO2) 전극에서 기포가 발생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를 통해 TiO2 전극에서는
산소, 다른 한쪽의 백금 (Pt) 전극에서는 수소가 발생됨을 확인하였고, 이 연구결
과는 1972년 Nature에 게재되면서 알려지게 되었다. 진기화학적 방법을 통한 물
분에세서 산소와 수소를 발생시키기 위해 필요한 이론적 수치의 전압은 1.23V이
지만 실제 반응에 있어서 필요한 전압은 1.5V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TiO2 전극에 자외선 (UV)를 조사함으로서 기존의 수치보다 낮은 전압으로 물을
분해할 수 있었고, 현재는 인가전압 없이 빛만을 활용하여 광촉매 반응을 촉진시
키고 효율을 높이기 위한 연구가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현재 산업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재료는 앞서 언급한 TiO2 이다. TiO2에 빛을 가하면 전
자가 들뜬상태(excited state)가 되고 정공이 형성되게 된다. 이렇게 생성된 환원
력이 강한 전자와 산화력이 강한 홀은 산소와 반응하여 활성산소 (oxygen
radical)를 만들어 물 분해를 시작으로 이산화탄소까지 분해할 수 있는 특성을 나
타낸다.

<그 림 1> 광 촉 매 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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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촉매 연구가 가장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일본에서는, 대학 및 국가 연구소
등 다양한 연구시설에서 공동연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
적인 곳은 세계최초로 광촉매 반응을 발견한 Fujishima 교수를 중심으로 설립된
도쿄이과대학교

광촉매국제연구센터이다. 2010년

도쿄이과대학교

종합연구원

(Research Institute for Science and Technology; RIST)에서 광촉매 관련 연
구가 시작되었고, 그 후 일본 정부기관인 경제산업성에서 혁신 연구센터로 지정되
었다. 그리고 “광촉매에 의한 녹색 혁신을 실천할 글로벌 인재 육성”이라는 슬
로건

하에

광촉매국제연구센터

(Photocatalysis

International

Research

Center; PIRC)를 설립하여 현재 광촉매 관련 연구를 선도하고 있다.
광촉매국제연구센터에서의 연구목표는 미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전 분야에 광
촉매 기술을 환경 및 에너지 분야로 응용하는 것에 있다. 구체적으로는 <그림 3>
에 나타낸 것처럼, 대기환경 및 수질정화, 에너지 생산 등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

<그 림 2> 도 쿄 이 과 대 학 교 광 촉 매 국 제 연 구 센 터

<그 림 3> 도 쿄 이 과 대 학 교 광 촉 매 국 제 연 구 센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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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광촉매로서 해결하고 적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광촉매국제연구센터에는

Self-cleaning

group,

Artificial

photosynthesis group, Environmental cleanup group 이렇게 세 종류의 연구
그룹으로 나뉘어 있다. 각각의 그룹에는 도쿄이과대학 뿐만이 아닌 동경공업대학
을 비롯하여 일본 국가 연구기관인 산업기술종합연구소 (National Institute of
Advanced Industrial Science and Technology; AIST)와 관련 산업체 등, 각
분야와의 산학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한국, 중국, 인도, 유럽 등의 다양
한 국가의 연구자들과의 공동연구도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다. 일본 정부에서 운
영하는 Sakura Science 프로그램을 활용함으로서, 광촉매를 연구하는 연구원 및
학생들을 광촉매국제연구센터로 초청하여, 인적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연구에도 적
극적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센터에서 발생되는 연구실적은 세계적으로도 인
정받고 있으며 광촉매 연구에 관련된 연구원들은 일본에 와서 가장 방문하고 싶
은 곳으로 도쿄이과대학교 광촉매국제연구센터를 꼽고 있다.

<그 림 4> 광 촉 매 박 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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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촉매 기술의 활용: 대기정화
광촉매 기술은 다양한 분야로의 실용화를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그
중 대표적인 분야가 대기정화로의 응용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미세먼지에 의한 대
기오염은 심각한 수준이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차량 2부제 및 다양한 정책적
인 접근을 통해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차량 및 공장에서 발생되는 질소산
화물 (Nitrogen Oxide; NOx) 역시 원인 중의 하나이며 이를 제거하기 위한 방법
으로서 광촉매 기술이 해법이 될 수 있다.
질소산화물은 광촉매 반응에 의해 질소와 산소 이온으로 분해되고 대기 중에 존
재하는 질소 이온은 지표면으로 비에 의해 흡수되어 토양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현재 일본에서는 질소산화물 제거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광촉매 기술
을 응용하고 있다. <그림 5>에 나타낸 것처럼, 도로 상의 소음벽에 광촉매 재료를
코팅하거나, 보도블럭에 광촉매 재료를 넣어 제작함으로서 해가 떠 있는 동안 발
생되는 광촉매 반응에 의해 질소산화물을 제거하고 있다. 또한 광촉매 기술은 질
소산화물뿐만이 아닌

이산화탄소도 분해할 수 있기 때문에 지구온난화를 감소시

킬 수 있는 방안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며, 일상생활에 흔히 볼 수 있는 소음벽이나
보도블럭에 광촉매 기술을 접목시켜 대기정화를 위한 해법으로 응용할 수 있다.

<그 림 5>

광 촉 매 기 술 을 활 용 한 대 기 정 화 (보 도 블 럭 및 소 음 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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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촉매 기술의 활용: 수소에너지 생산
세계적으로 에너지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기존의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의 예로서 풍력,
태양열, 바이오메스 등이 있지만, 개발 초기에는 낮은 변환 효율로 인해 기존의
화석연료의 발전량에는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고효율 태양
전지, 풍력 발전 등이 보고되었으며, EU의 경우, <그림 6>에 나타냈듯이 2017년
에는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이 화석연료의 발전량을 소폭 앞서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생산 과정에서 발생되는 발열과 손실에 의한 낮은 에너지 효율을 개
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효율이 높은 수소에너지에 대
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 림 6>

화석연료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그 림 7> 기 존 의 전 기 분 해 및 빛 을 활 용 한 물 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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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물의 전기분해를 통해 쉽게 얻을 수 있지
만, 초기 단계에서는 높은 인가전압이 필요했다. 하지만 Honda-Fujishima
Effect가 발견된 이후에는, <그림 7>에 나타낸 것처럼, 빛을 조사하여 발생되는
광촉매 기술을 활용함으로서 기존보다 낮은 인가전압으로 수소에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광촉매 기술이 주목을 받고 활발한 연구를 통해서 전
기분해가 아닌 빛의 조사만을 활용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기존의 전기분해의 경우, TiO2를 박막 코팅을 하여 인가전압을 가해주는 방식이
었지만 현재는 합성한 TiO2 powder를 물 속에 넣어 그 안에 있는 각각의 재료

<그 림 8> 기 존 의 전 기 분 해 및 빛 을 활 용 한 물 분 해

<그 림 9> 태 양 빛 조 사 에 의 한 수 소 에 너 지 생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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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흡수할 수 있는 파장대의 빛을 조사함으로서 수소와 산소를 생산하고 있다.
합성한 TiO2 powder는 <그림 8>에 나타냈듯이 Rutile, Anatase, Broolite, 이렇
게 세 가지의 결정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는 Anatase 및 Rutile 결정구조가
비교적 합성하기 쉽고 물 분해에 의한 수소 생산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각각의 결정구조에 의한 수소생산 능력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응용하여
목적에 맞게 수소 생산 효율을 높이려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또한 TiO2는 3.2 eV의 밴드갭 에너지를 가지고 일반적으로 UV를 흡수하는 물
질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광촉매 반응을 기반으로 한 TiO2 powder를 이용한 기
존의 수소 생산 연구에서는 자외선만을 활용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TiO2의 밴드구조를 조절함으로서 가시광까지 흡수할 수 있는 연구가 주목되고 있
다. 가시광을 흡수함으로서 수소 생산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이온도핑,
Nano particle loading, Layered Double Hydroxide (LDH) 등이 있으며, 이러
한 방법들을 통해 자외선과 가시광을 동시에 흡수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태양빛
을 활용하여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올라왔으며, 현재는 그 효율을 높이
기 위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그 림 10> LDH 및 Nano particel laoding을 활 용 한 수 소 생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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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생산된 수소에너지는 다양한 분야로의 응용이 가능하다. 현재 수소에너지
가 사용되는 대표적인 예가 수소자동차이다. 구체적으로는 수소연료전지차라고 할
수 있는 수소 자동차는 기존의 가솔린 및 디젤 자동차에 비해 높은 에너지 효율
를 나타내며 연소 후에도 대기오염의 주범이 되는 이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등을
전혀 방출하지 않고 물만을 배출하기 때문에 친환경 에너지 자원으로서 활용이
가능하다.
일본의 경우, <그림 11>에 나타낸 것처럼 Toyota에서 Mirai라는 수소자동차를
개발하여 처음으로 시판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수소연료전
지자동차 개발에도 앞서가고 있다. 하지만 수소 공급을 위한 충전소 확보가 미비
한 실정으로 이를 위해 제도적, 장치적 개선도 필요하다. 따라서 광촉매 기술을
활용하여 수소자동차 자체적으로 수소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면 수소자동차 보
급에도 도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일본에서는 수소에너지를 활용하
여 가정용 연료전지 (온수기계)를 개발하여 현재 실용화 하고 있다.

<그 림 11> 수 소 자 동 차 (Toyota Mirai)

<그 림 12> 가 정 용 연 료 전 지 (온 수 기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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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촉매 기술의 활용: 초친수성
광촉매 기술에 의한 반응에는 초친수성도 있다. TiO2를 코팅한 박막 표면에 UV
를 조사하면, 물 분자와 반응하여 수산기를 형성하고 이로 인해 표면과 수분 간의
친화력이 높아지게 된다. 이러한 반응에 의해 어떤 물질의 표면에 물방울이 형성
되는 것이 아닌, 얇은 막으로 형성되어 흘러 내려간다. 이러한 결과도 역시 광촉매
기술을 활용한 대표적인 예로서 1997년에 Nature에 게재되었다.
<그림 13>에 TiO2를 코팅하고 UV를 조사하여 광촉매 반응이 발생된 유리창과
일반 유리창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일반 유리창의 경우, 소수성을 나타내기 때
문에 유리창 표면에 물방울이 맺혀 있지만, TiO2를 코팅하여 UV를 조사한 유리창
의 경우, 초친수성에 의해 물방울을 흘려 내려가고 투명하고 깨끗한 상태를 유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활용하여 응용할 수 있는 분야는 대표
적으로 자동차의 Side mirror이다. 비가 오는 날, Side mirror에 맺힌 빗방울은
시야 확보를 어렵게 하지만, <그림 14>에 나타냈듯이, TiO2를 코팅한 광촉매 기
술로서 비가 오는 날에도 시야확보가 용이해진다.
또한 이러한 초친수성의 특성을 응용하여 Self-cleaning effect를 발생시킬 수
있다. 말 그대로 자기정화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것 역시 광촉매 기술이 기반
이 된다. <그림 15>에 나타냈듯이 광촉매 반응에 의해 생겨난 강한 산화력과 초
친수성 특성에 의해 표면에 존재하는 오염물을 분해하여 제거시키거나 빗물에 흘
려보내서 깨끗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효과의 경우, 대표적으로 건물의
외벽이나 인테리어에 응용할 수 있으며, 일본의 경우, 이미 실제로 응용되고 있다,

<그 림 13> 광 촉 매 기 술 에 의 한 초 친 수 성

<그 림 14> 초 친 수 성 을 활 용 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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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그림 16>을 보면, TiO2를 코팅한 옥외 텐트 외벽과 그렇지 않은 외벽의
차이를 통해서 분명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외벽에 TiO2를 일부 코팅한 후, 1
년 뒤에 확인했을 때, TiO2를 코팅한 부분은 원래 색 그대로, 흰색을 유지하지만,
코팅하지 않은 부분은 어두운 색으로 먼지가 많이 묻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이러한 현상은 초친수성에 의해 발생되는 Self-cleaning effect에 의한 결과
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예가 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이러한 반응을 활용하여 이
미 도쿄역과 나고야 공항에 실제로 적용하여 활용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대형 건
물뿐만이 아닌, 일반 주택에도 TiO2가 코팅된 외장재의 보급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곧 일상생활에서도 이미 실용화 단계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예로 일본의 고속열차인 신칸센이 있다. 고속 열차이기 때문에 시야확보가 중요하
며, 신칸센의 앞 유리는 TiO2가 코팅된 창문을 사용하여 안전한 운행을 위해 시야
를 확보하고 있다.

<그 림 15>

<그 림 16>

광 촉 매 기 술 을 활 용 한 Self cleaning effect

초 친 수 성 및 Self cleaning effect를 실 생 활 에 활 용 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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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촉매 기술의 활용: 기타 응용분야
광촉매 반응으로 발생되는 강한 산화력을 바탕으로 살균 및 정화 분야로의 응용
기 가능하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빛에 의해 발생되는 광촉매 반응에 의해 강한
산화력을 가지는 이온이 생성되며, 이를 활용하여 박테리아의 제거, 수질 정화에
도 활용할 수 있다.
먼저 살균작용을 살펴보면, 사람의 복통을 유발할 수 있는 대장균이 <그림 17>
에 나타나있다. 하지만 TiO2를 코팅한 표면 위에 대장균을 UV를 조사함으로서
발생되는 광촉매 반응에 의해 대장균을 제거할 수 있다. 이러한 실험결과는 병원
의 수술실의 벽면에 광촉매 물질을 코팅함으로서 수술실의 청결상태 유지에도 도
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고인 물에서 발생되는 악취와 녹조현상을 발생시키는 Cyanobacteria 역시
<그림 18>에 나타낸 것처럼 광촉매 반응에 의해 분해시키고 물을 정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유기폐수의 정화에도 응용이 가능 할 것으로 예
상되며 유기폐수의 정화 과정에서 발생되는 가스를 포집하고 다시 처리함으로서
수질 및 대기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 림 17>

초 친 수 성 및 Self cleaning effect를 실 생 활 에 활 용 한 예

<그 림 18>

초 친 수 성 및 Self cleaning effect를 실 생 활 에 활 용 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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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전망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야는 환경 및 에너지 분야로 지속가능
한 발전을 위해 친환경에너지의 개발 및 지금까지 배출된 오염 물질의 제거가 필
수적이다. 본 글에서 소개한 광촉매 기술은 대기정화 및 친환경 에너지 개발의 해
법이라고 생각되며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날로 증가할 것으로 예
상된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이미 개발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실용화까지 이르
고 있다. 우리도 앞으로의 미래를 대비하고 친환경에너지 개발을 위해서 광촉매
기술에 주목한다면 환경 및 에너지 분야의 선도적인 입장에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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