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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주택의 기 성의 향상과 화학물질을 발산하는 건축자

재의 사용 등에 의한 신축과 리모델링을 한 주택에 입주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눈이 따금거리나 목이 아프

고 현기증, 구토, 두통 등의 「sick house증후군」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00년도에 국토교통성에 의하여 이

루어진 약4500가구의 실태파악 조사에 의하면 약27%의 주택

에서 포름알데히드 농도가 후생노동성의 지침치(0.08ppm)을 

초과하고 있는 결과로 나타났으며sick house문제와 관련된 

주택분쟁처리지원센터에 상담건수 등도 증가하고 있는 등

(1999년도203건 →2001년도411건), sick house문제에 긴급한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따라 일본 개정 건축기준법에 

기준한 sick house 대책으로 거실내의 화학물질 발산에 대한 

위생상의 조치에 관한 규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거실에 대한 

일정의 기술기준을 만족하도록 건축재료 또는 환기설비에 

대하여 정해진 개정건축기준법이 2003년7월1일에 시행되었

다.[1] 국내의 경우 1998년 이후부터 일부 기준치를 개정하여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리 기준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2004년 

5월부터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시행될 

예정이며, 새집증후근의 주원인 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신규

기준에 포함되어 새로 증축되는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 주택

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러한 sick house문제의 대응안으로 광촉매가 대두되

고 있다. 광촉매의 소재는 주로 이산화티탄과 같은 반도

체 물질이다. 고체 물질의 전자구조는 흔히 띠-이론

(band-theory)으로서 설명하는데 반도체의 경우에는 전자

에 의해 가득 채워진 가장 높은 에너지 띠인 공유 띠 

(valence band)와 전자가 점유하지 않아 비어있는 전도 

띠 사이에는 전자가 점유할 수 없는 금지된 에너지 띠 

간격(band gap Eg)이 존재한다. 고체는 주로 전기 전도

도에 따라 전도체, 반도체, 절연체로 분류되는데 이는 근

본적으로 보면 에너지 띠의 전자 점유 양식에 의해 점유

된 경우로 전자가 에너지 띠 내에서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다. 반도체와 절연체는 전자 점유양식은 기본적으로 같

으나 Eg의 크기가 0.3~3.5eV에 걸쳐 있으며 반도체, 그 

이상이면 절연체로 분류된다. 반도체는 띠 간격 이상의 

에너지를 갖는 광자(hv≥Eg)를 흡수하여 공유 띠에서 전

도띠로 전자 여기를 일으키고 이때 공유 띠에는 정공(hole)

이, 전도띠에는 전자가 생성된다. 이때 TiO2같이 띠 간격이 

큰 반도체(3.0~3.2eV)는 짧은 파장의 빛만을 흡수하고 태양

에너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시광을 흡수하지 못한다.[2] 

TiO2는 화학적, 광화학적으로 매우 안정하며 그 용도가 다

양하여 공업적으로 대량으로 생산되어 현재 광촉매로 가장 

널리 사용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TiO2는 자외

선을 받지 않으면 촉매로서의 활성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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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이 있다. 자외선은 태양광에는 3~4%밖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형광등에는 조금밖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실내용도로 광촉매의 효율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가시광

으로도 활성이 있는 광촉매의 실용화가 불가결하다. 현재 가

시광으로 작동하는 광촉매로서는 산소 결핍형과 금속이온 

도프형, 질소 도프형 등의 산화티탄 광촉매가 일본에서 개발

되어 이미 시판이 개시되고 있다. 이것을 이용하여 벽지 등

에 직접 적용하는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씨크하우

스 대책 등 실내용도를 중심으로 가시광 광촉매의 이용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가시광 

응답형 광촉매(Nanovis
®)를 자체 제조하고 이를 실내 공기

환경개선으로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 다. 

이와함께 앞으로 지구상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시킬 수 있는 

청정 무한한 수소에너지의 제조를 위하여 Nanovis
® 와 가시

광선을 활용한 광화학적 물분해 수소시스템 개발에 활용될 

수 있다.

2. 실험방법

 가시광 응답형 광촉매 Nanovis
®는 Titanium tetra 

chlorid (TiCl4)를 질소이온이 첨가된 수용액 중에 가수분

해-aging-정제의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제조하 다. 제조

된 Nanovis
®의 가시광선 역대에서의 광흡수율을 조사 

분석하기 위하여 UV-VIS spectrophotometer (DRS, 

U-3501, HITACHI)를 사용하 고, 결정구조는 XRD 

(Rigaku Mdel D/MAX-Ⅲ B)로 분석하 다. 표면적 및 

기공크기는 BET(ASAP 2010, Micro- metrics)로 분석하

으며 입자크기는 TEM (JEM-4010, JEOL)으로 확인하

다. 이때 가속전압 400kV이고 point resolution 0.14nm

조건으로 수행하 다.

 가시광에서의 활성은 830ppm농도의 기상 Trichloro- 

ethylene (TCE) 분해로 확인하 으며 반응물 농도의 변화는 

FT-IR spectometer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본 실험을 위하

여 in-situ 광화학반응기로 130cm
3의 cylindrical Pyrex 

glass를 사용하 다. 광화학 반응기 내부 아래쪽에는 slid 

glass plate에 샘플(1.5x2cm)을 코팅하여 장착시켰다. 

 광원으로는 10 Blue-light-emitting diodes (BLED, 

main wavelength 472nm) 또는 실내 조명용 형광등(20W

급)을 사용하 다. 형광등 사용시에는 400nm Cut-on 

optic filter (Oriel)로 방출되는 자외선을 차단하 다.

3. 결과 및 검토

 Figure 1은 Nanovis
®와 Degusa-P25 TiO2의 광흡수 스

펙트럼을 비교하여 나타냈다. P25는 400nm이하에서 광흡

수가 일어나는 반면 Nanovis
®는 가시광 역으로 

red-shift하여 약 550nm부터 광흡수가 일어나는 것을 확

인하 다. Nanovis®는 TiO2 격자 내에 Ⅴ,Ⅶ족 이온의 도

핑효과로 Band 구조를 modification해서 나타나는 것으로 

낮은 에너지인 가시광 이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3]

 Nanovis
®의 결정구조는 광촉매 TiO2 결정구조인 아나

타제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20~30Å의 메조포어 기공

을 가지면서 비표면적은 320m2/g으로 P25보다 약 6배 증

가하 다. 

일반적으로 광촉매 산화반응에서 활성에 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는 비표면적과 기공크기 및 부피, 결정구조 

Figure 1. Optical property of Nanovis
®
 compared with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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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결정크기, 표면수산화기의 양 등을 들 수 있다.[4]

이 중에서 촉매의 표면적과 기공크기가 활성에 주는 

향은 아직 확실히 알려져 있지 않다. 이와같은 현상에 대

한 이유는 보통의 촉매반응의 경우 표면적이 커지면 활

성이 증가되는데 반해, 광촉매 산화반응의 경우에는 빛이 

촉매의 활성점에 조사되어야 활성종인 수산화라디칼이 

생성되고, 동시에 산화반의 반응물이 촉매 표면까지 확산

되어야 반응이 진행된나, 큰 비표면적을 갖는 촉매의 기

공은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은 미세기공으로 이루어져 있

어 기공내부로의 빛의 조사와 반응물의 확산이 어렵기 

때문에 그 향을 확실히 파악할 수 없다. 

 Nanovis
®는 비표면적이 크고 메조포어를 갖는 특성을 가지

고 있어 실내 공기환경 개선으로 접목시에 초기 반응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Table 1은 Nanovis
® 
입자의 물성 데이타

를 나타낸 것이다. 또한 입자는 Figure 2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는 사선들은 TiO2입자 하나의 격자

를 나타내고 그 크기는 10nm이하로 관찰되었다.

이러하 srl본 데이터를 확보한 후 실제로 Nanovis®가 가시

광을 받아들여 VOC군의 성분이고 유독한 TCE를 분해시키

는 실험을 실시하 으며, 순수 TiO2인 P25도 동일 조건하에

서 비교실험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Figure 3에 나타냈다. 

Table 1. Physical property of Nanov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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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EM image of Nanov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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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실험에서 광원으로 사용된 BLED(Blue LED) 광의세

기를 조절하며 실험하였으며 초기 270분까지는 3.5V 

(122㎼/cm2 at 472nm)로 광화학반응을 진행시키다가 그 

이후로 5.5V(164㎼/cm2 at 472 nm)로 광의 세기를 증

가시켰다. 그 결과 Nanovis® 의 활성도는 광의 세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TCE 광화학반응 속도가 증가됨을 

관찰할 수 있다. 

 한편 자외선에 의하여 활성을 나타내는 P25의 경우에

는 광의 세기에 관계없이 가시광 하에서는 광화학반응이 

발생하지 않아서 측정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됨을 확인할 

수 있다. BLED의 광세기에 따라 반응속도가 변하는 것

은 흡착 등 다른 영향없이 순수한 광화학반응에 의해서

만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함께 가시광에서의 활성을 근거로 IAQ 향상을 위한 

내장요으로서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기존의 국내

외 상용화 되어있는 실내건축자재 시공용 광촉매 코팅제

Figure 3.  Photocatalytic decomposition of Trichloroethylene as 

funtion of irradiation time when the BLED is used as illumination 

source (λ～ 472nm, Intensity = 122-164 ㎼/c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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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류와 Nanovis®를 코팅하여 비교실험을 실시하였다. 

광원으로는 일반 가정용 20W급 형광등을 사용하여 조사 

시간에 따른 TCE분해로 평가해 본 결과 Figure 4와 같

이 Nanovis® 의 활성도와 기존의 시장에 나와있는 광촉

매들의 활성도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Figure 4에서 각각의 광촉매들의 초기흡착은 제외하고 

순수한 광화학 반응만을 확인하였으며 기존의 광촉매 코

팅용 sol은 광촉매가 순수 TiO2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Nanovis®는 TiO2 격자 내에 Ⅴ,Ⅶ족 이온의 도핑효과로 

Band 구조를 modification해서 나타나는 것으로 낮은 에

너지인 가시광 이용하여 효율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이는 본 실험에서 제조한 가시광 광촉매가 실내공

기질의 개선에 활용될 수 있는 기술적 타당성을 잘 제시

Figure 4. Comparison of the vis-activity among selected 

photocataly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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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결 론

 TiO2에 Ⅴ,Ⅶ족 이온의 도핑으로 Band 구조를 

modification해서 가시광 응답형 광촉매를 제조가 성공적

으로 달성되었다. 제조된 광촉매는 550nm이하의 가시광

에서 활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광화학적으로 활성이 증

가할 수 있는 조건의 물성을 가지고 있음을 파악하 다. 

실내의 채광 및 조명이 대부분 가시광선 역이라는 것

을 고려해 볼때 Nanovis
®는 실내공기환경개선을 위한 광

촉매로서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본 가시광 광촉매는 태양에너지를 활용하여 물로부

터 수소를 생산시키는 광화학적 물분해 수소제조 시스템

에 연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관한 연구

결과도 곧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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