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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광전자 촉매 시스템을 이용한 오염물질의 제거 장치 및방법

요약

본원 발명은 양극(+)의 성질을 갖는 방전판; 방전판에 평행하게 위치하는 음극(-)의 성질을 갖는 방전부; 방전판의 

방전면쪽에 코팅된 광촉매; 방전부 후면에 위치하는 자외선 램프; 전압을 공급하는 전원 및 승압부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전자 촉매 정화기 및 이를 이용하여 공기 와 같은 유체를 정화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대표도

도 1

색인어

광전자 촉매 정화기, 광촉매, 방전판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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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광전자 촉매 정화기를 도시한 구성도 이다.

도 2는 본 발명에 적용되는 광촉매의 작용원리를 설명한 개요도이다.

도 3은 본 발명 양극 방전판에서의 전자의 흐름을 나타내는 개요도이다.

도 4는 본 발명 광전기 촉매 정화기의 시간에 따른 벤젠 분해도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설명>
10: 방전판(discharge plate) 20: 방전부(discharge section)

30: 전원 및 승압부(power supply booster)

40: 자외선 램프(UV lamp) 50: 광촉매(photocatalyst)

60: 팬(fan)

70: 오염측정센서(pollution measuring sensor)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공기와 같은 유체(fluid) 중에 함유된 각종의 오염 물질, 예를 들 어 휘발성 유기물질, 담배 연기와 같은 입

자성 물질, 음식 냄새 기타 악취성 물질(stink ingredients) 등과 같은 오염물질을 광전자 촉매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

거하는 정화기에 관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광촉매 박막 필름이 코팅된 고전압 방전판을 구비한 광전자 촉매 정화기 (p

hotoelectrocatalytic purifier)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광촉매 공기 정화기는 자외선 램프 및 광촉매로 구성되어 있다. 자외선 램프로부터 적어도 밴드갭(band 

gap) 이상의 광에너지를 가진 자외선이 조사되면, 광촉매의 가전자대(valeance band)에 채워진 전자들이 여기(excit

ation)하여 전도대(conduction band)로 이동한다. 이로 인해 전도대에 자유 전자(free electrons)가 생기고 동시에 

가전자대에 양으로 하전된 정공이 생기게 되는 데, 이 때 주위에 자유 적당한 전자 수여체나 공여체가 존재하면 물질

의 환원 및 산화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

양으로 하전된 정공은 주위의 물질들을 산화시킨다. 예를 들어 휘발성 유기물질(volatile organic compound: VOC) 

및 담배연기와 같은 각종 오염물질은 전자 도너(donor)로서 가전자대에 남아있는 정공에 전자를 제공하고 자신들은 

산화 및 분해되는 데, 이러한 조작에 의하여 공기와 같은 유체에 포함된 오염 물질들이 산화 또는 제거된다. 자유 전자

는 환원 반응을 일으키는 데, 주로 산소를 활성 산소종(reactive oxygen species)으로 전환시킨다 (Fujishima, A. an

d Honda, K., Nature, 1972, Vol.37, p 238).

이와 같이, 광촉매 상에서의 반응은 주로 정공과 전자에 의해 수행되므로 전 자-정공의 재결합을 방지하여 그들의 수

명을 연장시키는 것은 곧 광촉매의 활성을 높이는 것과 같다. 광촉매 상의 이들 전자-정공의 수명은 전도대로 여기된

전자가 광촉매 표면에 흡착된 수용체(acceptor)에 전달되는 속도 및 가전자대에 형성된 정공에 도너의 전자가 전달

되는 속도에 의해 결정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공기 등의 정화에 많이 사용되어온 광반도체 시스템(photo-semiconductor system), 일명 광촉매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기된 전자들이 가전자대의 정공에 재결합하여 광촉매의 활성이 감소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전자와 정공이 재결합하면 광반도체가 오염물질을 산화 분해하는 능력이 상실되므로 결과적으로 

광촉매 시스템의 공기 정화 능력이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전자와 정공의 재결합을 방지하는 방법들이 개발되고 있

다. 미국특허 제5,126,111호는 전자-정공의 결합(electron-hole recombination)을 줄이기 위하여 전자 수용체(elec

tron acceptor)인 오존 또는 오존화된 산소(ozonized oxygen)와 하이드로겐 퍼록사이드(hydrogen peroxide) 하에

서 광촉매 반응을 수행하는 방법을 개시하고 있다.

유해한 물질을 제거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으로 광반도체 시스템 이외에도 고전압 방전 집진 시스템 (high voltage di

scharger collector system or Electrostatic precipitator)의 전기 정화방법 (electronic cleaning method)이 있다. 

이 방법은 주로 공기 중의 오염 물질의 제거에 사용되어 온 것으로, 공기 중의 먼지, 담배 연기 기타 입자가 큰 오염물

질을 제거하는 데는 우수한 효과를 보이지만, 흡착하기 어려운 휘발성 유기물질들은 제대로 분해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또한, 고전압 방전시 발생되는 O 3 은 저농도 (0.12 ppm 이하)에서는 공기 중 오염물질을 산화시키고 살균하는

기능을 갖지만 그 이상의 농도에서는 노약자, 유아 등 인간에게도 해를 줄 수 있어 밀폐된 공간에서의 장시간 운전은 

매우 위험할 수도 있다.

이에 본 발명자들은 광촉매 시스템 및 고전압 방전 집진 시스템이 갖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방전 집진판 (이하, "방전

판")의 방전면 쪽에 광촉매 박막 필름을 코팅하여 입자성 물질 뿐만이 아니라 기타 화학물질 특히 휘발성 유기 화합물

질도 분해할 수 있는 광전자 촉매 시스템을 개발하게 되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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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방전판을 기재로 하고 그 방전면에 광촉매 박막필름을 코팅한 신규한 광전자 촉매 정화기 및 이를 이용하

여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은 상기 광전자 촉매 정화기에 공기 오염정도를 측정하는 센서가 장착된 신규한 광전자 촉매 정화기를 제공한

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본 발명은 방전판을 기재로 하고 그 방전면에 광촉매 박막필름을 코팅한 신규한 광전자 촉매 정화기를 제공한다. 본 

발명의 정화기는 양극(+)의 성질을 갖는 방전판(discharge plate; Anode); 방전판과 평행하게 위치하는 음극(-)의 

성질을 갖는 방전부(discharge section; Cathode); 방전판의 방전면쪽에 코팅된 광촉매(photocatalyst); 방전부 후면

에 위치하는 자외선 램프(UV lamp); 상기 방전판과 방전부에 전압(직류전압 및 고전압)을 공급하는 전원 및 승압부(p

ower supply and booster)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의 정화기는 공기 순환용 팬(fan) 및/또는 공기오

염 정도를 측정하는 센서(sensor), 집진용 필터, 활성탄을 기본 물질로 하는 필터를 추가로 구비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정화기는 유체, 특히 공기의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데 적당하다. 오염물질로는 담배 연기나 먼지 등과 같은

입자성 물질, 알데하이드, 벤젠과 같은 휘발성 유기물질, 음식 냄새 등과 같은 방향성 화학물질을 포함한다.

먼지 집진기(dust collector electrodes), 방전선(discharging wire)으로 구성된 종래의 전기 집진 방식의 공기 정화

기는 입자성 물질을 제거할 수 있으되 휘발성 유기물질과 같은 화학 물질을 제거하지 못하고 다량의 오존을 발생한다

는 한계가 있었고, 반대로 광촉매를 이용한 공기 정화기는 입자성 물질을 잘 제거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그러

나 본원 발명의 광전자 촉매 정화기는 입자성 물질 및 휘발성 유기 물질을 모두 제거함과 동시에 발생되는 오존의 양

을 줄일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본원 발명의 방전판은 광촉매에서 여기된 전자를 흡수하여 전자-정공의 재결합을 방지함으로써 광촉매의 활성을 장

기간 유지시킬 뿐만 아니라 하전된 입자성 물질들을 포집하여 제거하고 방전 시스템에서 발생된 오존을 광산화 반응

의 산화제로 이용함으로써 정화기 밖으로 배출되는 오존의 양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방전판에 코팅된 광촉매

층에 의하여 휘발성 화학물질들이 정화됨과 동시에 전기적 집진(electrostatic precipitator)에 의한 정화가 동시에 

일어나게 된다.

이하, 본 발명의 일 실시예를 나타내는 도 1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광전자 촉매 정화기를 더욱 상세히 설명한다.

본 발명의 광촉매 정화기는 양극(+)의 성질을 갖는 방전판(10); 방전판에 평행하게 위치하는 음극(-)의 성질을 갖는 

방전부(20); 방전판의 방전면쪽에 코팅된 광촉매(50); 방전부 후면에 위치하는 다수의 자외선 램프(40); 상기 방전판(

10)과 방전부(20)에 전압(직류전압 및 고전압)을 공급하는 전원 및 승압부(30); 방전판의 앞쪽에 위치하는 공기 순환

용 팬(60); 및 공기오염정도를 측정하는 센서(70)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오염된 유체는 유체 흡입구로부터 

유입되며, 정화된 유체는 배출구를 통하여 배출한다.

방전판(10)은 광촉매층(50)에서 여기된 전자들을 흡수하여 광촉매의 산화 반응 활성점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역할

을 하는 것으로서 전하를 전달할 수 있는 금속성 물질, 예를 들어 알루미늄이나 구리와 같은 전도성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도 1은 평판형으로 도시하였으나, 광촉매의 표면적을 최대로 하고 유체의 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는 한 어떠한 

형태라도 무방하다. 실내공기의 흐름이 가능하도록 방전부의 뾰족한 침 부분(25)의 최소 넓이에 해당하는 면적의 구

멍을 뚫어 주면 정화기내의 배압 부하를 줄여 공기의 흐름을 돕고 팬의 효율을 높여 에너지 소모를 감소시킨다. 방전

판은 많은 양의 자외선 조사가 가능한 개방형 형태가 바람직하다.

방전부(20)는 구리 등과 같이 전기 전도성이 좋은 금속성의 물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모양은 자외선 광원으로부터

나오는 빛의 흐름을 거의 방해하지 않고 방전판에 전달할 수 있는 개방형 형태가 바람직하다.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이 방전부를 지날 때 전기 에너지를 받아 플라즈마 형태로 다소 변환되는데 이렇게 하전된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방전

판의 광촉매 표면에 닿을 때 하전 된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에너지가 광촉매의 전자를 여기 시킬 수 있어 광촉매의 활

성을 또한 증가시킬 수 있다.

광촉매(50)는 광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물질을 말하며 광촉매를 구성하는 금속 화합물(metallic co

mpound)은 반도체이다. 광촉매 물질(50)은 가전자대 E, 전도대 D, 밴드갭 G를 가진다. 밴드갭 G는 광촉매의 종류에 

따라 다른 고유값이다. 광촉매제로는 금속산화물 계통으로서 TiO 2, WO 3 , SrTiO 3 , a-Fe 2 O 3 , SnO 3 , ZnO 

등이 있고 금속 황화물 계통인 CdS, ZnS, MoS 2 등과 또한 α-Fe 2 O 3 , α-FeOOH, β-FeOOH, δ-FeOOH 등

과 같은 철화합물을 사용할 수 있다. 광촉매는 상기 다양한 광촉매를 혼합하여 사용할 수도 있고 단일 물질을 사용할 

수도 있다.

본 발명의 광촉매는 바람직하게는 이산화티탄(TiO 2 )이다. 이산화티탄의 경우 밴드갭 G는 약 3eV이며 파장으로 환

산하면 400nm이다. 따라서, 400nm보다 짧은 파장의 빛이 조사되면 가전자대의 전자가 여기 하게 된다.

본 발명의 광촉매는 방전판의 방전면 표면에 코팅한다. 광촉매를 코팅하는 방법에 관한 문헌들은 많다 (David A. Wa

rd and Edmon I. Ko., Preparing Catalytic Materials by the Sol-Gel Method, Ind. Eng. Chem. Res. 34, 421-43

3 (1995)). 광촉매가 방전판의 표면에 잘 부착되도록 바인더(binder) 성분을 사용할 수 있다. 바인더 성분으로는 예를

들어 규소화합물 등과 같은 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 전도성 및 광촉매의 활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산화주석(SnO 2 )

과 같은 전이금속 산화물 또는 백금 등과 같은 귀금속을 광촉매 표면에 촉매의 전체 중량에 대하여 1-10 중량%의 양

으로 첨가할 수 있다.

도 2는 본 발명에 따른 광촉매의 작용원리를 도시한 것이다. 상기 광촉매(50)에 광에너지가 조사되면 광촉매 내부에 

전자 e - , 정공 h + 쌍이 생성되고, 흡착물질과 반응시키면 A(electron acceptor)는 A - 로 환원되고 알칼리 R(ele

ctron donor)은 R + 로 산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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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외선 램프(40)는 음극의 방전부(20) 배면에 구비되어 있다. 자외선 램프는 반응기의 크기에 따라 용량 및 수를 조절

할 수 있다. 자외선 램프(40), 방전부(20) 및 방전판(10)을 적층함으로써 정화의 효과를 상승시킬 수 있다. 전원 및 승

압부(30)는 전원을 공급하는 곳으로 일반 220V의 가정용 전압을 약 3000V∼20000V의 전압으로 승압시키는 회로

판이 내장되어 있다.

팬은 방전판 이후에 위치하며, 정화시킬 공기의 유량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센서는 공기 오염물질 농도를 감지하여

조절부에 전기적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한다.

본 발명은 상기 신규한 광전자 촉매 정화기를 이용하여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 전원의 양극

은 방전판(10)에 연결시키고 음극은 방 전부(20)에 연결시킨 다음 전원 및 승압부(30)에서 공급되는 직류전압을 자외

선 램프(40)에 연결시킨다. 자외선 램프에선 400nm 이하의 자외선 파장대(UV)의 광에너지가 방사된다. 상기 자외선

램프(40)에서 방사되는 400nm 이하의 자외선은 방전부를 거쳐 광촉매(50)에 조사된다.

상기 광촉매(50)에 조사된 400nm 이하의 자외선을 받아 전자들이 밴드갭 G 이상의 광에너지를 흡수하면, 광촉매(50

) 내의 가전자대 E에 채워진 전자들이 도 2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전도대 D로 이동하는 전자의 여기현상이 발생한다. 

이때, 여기된 전자 e - 가 갖는 환원력보다 정공 h + 이 갖는 산화력이 훨씬 크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전자 e - 가

여기 되면 가전자대 E에 남아있는 정공 h + 가 공기 중에 함유된 휘발성 유기물질이나 담배연기와 같은 오염물질로

부터 전자를 받아 이들 오염 물질을 산화 분해시킨다.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경우에는 아래 화학식에서와 같이 물(H 2

O)과 이산화탄소(CO 2 )로 산화되어 제거된다.

VOC (휘발성 유기화합물) → CO 2 + H 2 O

광촉매 정화기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전자와 정공을 활성 상태로 유지, 즉 서로 결합을 방지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오염 제거장치는 고전압의 양극이 방전판(10)에, 음극이 방전부(20)에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도 3에 도시한 바와 같

이 음극의 방전부(20)에서 생성된 전자가 양극의 방전판(10)으로 이동하게 되며 광촉 매 내에서 여기된 전자 e - 가 

고전압의 방전판(10)으로 유입된다. 따라서, 본 발명의 광전자 촉매 정화기는 광촉매 활성을 감소시키는 여기된 전자 

e - 와 정공 h + 의 재결합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공기정화능력이 증가된다.

또한, 본 발명 광전자 촉매 정화기의 고전압 방전은 전기 집진 효과가 있다. 이는 공기중의 먼지 입자들을 방전판(10)

에 흡착시킬 수 있으며 O 3 를 발생시키는 데 이는 강력한 산화제로 작용하여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같은 오염물질을 

산화시켜 공기를 정화한다.

본 발명 광촉매 정화기의 성능은 팬(60)의 강약 및 전압의 세기에 따라 조절된다. 팬의 강약 및 전압의 세기는 공기오

염도 측정센서(70)를 설치하여 자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전원을 절약할 수 있다.

하기 실시예는 본 발명 정화기의 정화 능력을 시험한 것이다.

광촉매로는 시료 등급의 이산화티탄(TiO 2 ) (anatase) 분말 (Aldrich Chemical Co.)을 사용하였다. 자외선 램프는 

GLK8CQ(UV-C) (Aankyodenki Co.)를 사용하였다. 10L의 폐쇄된 반응기 안에 벤젠을 1 Vol %의 농도가 되도록 충

진하고 본 발명의 광전자 촉매 정화기, 자외선 램프만 사용한 정화기 및 고전압 방전 정화기의 벤젠 분해 효과를 비교

하였다. 반응기 안의 벤젠은 반응 시간 별로 가스 크로마토그라피 (HP-6890)에 의해 조성을 분석하였다. GC Detect

or는 FID 방식이고, 온도는 유입구에서 200℃, 오븐에서 50 - 150 ℃ (승온 속도: 5℃/min), Detector에서 250℃ 이

었다. 가스 크로마토그라피 컬럼은 HP-5를 사용하였다. 캐리어 기 체는 He이고 유속은 20 ml/min이었다.

그 결과를 도 4에 도시하였다. 고전압 방전 정화기를 사용한 경우보다는 자외선 램프 정화기를 사용한 경우 벤젠 분해

효과가 약간 더 우수하였다. 그러나, 본 발명 광전자 촉매 정화기를 사용한 경우에는 자외선 램프 정화기를 사용한 경

우보다 약 50% 이상의 높은 정화율을 나타내었다. 50% 정도의 정화율 상승을 위하여 소모된 추가 전력은 10% 미만

에 불과하였다.

발명의 효과

본 발명 고전압 방전판을 이용한 광촉매 정화기는 공기중의 휘발성 유기물질 및 담배연기와 같은 입자성 오염물질의 

정화뿐만 아니라 김치 냄새의 제거 등에도 사용될 수 있다. 나아가 본 발명의 광전자 촉매 정화기는 도심에서 발생되

는 오존 처리에도 활용될 수 있으며, 차세대 대체 에너지원인 수소를 광촉매 물 분해 반응으로부터 얻을 수 있으므로 

청정 에너지 개발에도 기여하는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양극(+)의 성질을 갖는 방전판; 방전판에 평행하게 위치하는 음극(-)의 성질을 갖는 방전부; 방전판의 방전면쪽에 코

팅된 광촉매; 방전부 후면에 위치하는 자외선 램프; 상기 방전판 및 방전부에 연결설치되어 상기 방전판 및 방전부에 

전압을 공급하는 전원 및 승압부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전자 촉매 정화기.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공기 순환용 팬, 공기오염정도를 측정하는 센서, 집진용 필터 또는 활성탄을 기본 물질로 하는 필터 

중에서 선택된 어느 하나 또는 둘 이상을 추가로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전자 촉매 정화기.

청구항 3.
제 1항 또는 제 2항에 있어서, 방전판은 알루미늄 또는 구리 중에서 선택된 금속으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

전자 촉매 정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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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광촉매는 TiO 2, WO 3 , SrTiO 3 , a-Fe 2 O 3 , SnO 3 , ZnO, CdS, ZnS, MoS 2, α-Fe 2 O 3

, α-FeOOH, β-FeOOH, δ-FeOOH 중에서 선택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혼합물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전자 촉매

정화기.

청구항 5.
제 1항 또는 제 2항에 있어서, 광촉매는 TiO 2 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전자 촉매 정화기.

청구항 6.
제 1항 또는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광촉매에 전이금속 산화물 또는 귀금속이 첨가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전자 촉매

정화기.

청구항 7.
제1항 또는 제 2항의 정화기를 이용하여 유체를 정화하는 방법.

도면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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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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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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