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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가시광형 산화티탄계 광촉매와 그 제조방법 및 응용

요약

산화티탄 및/또는 그 전구체(前驅體)를, 경우에 따라 열처리한 후, 식: MXn 또는 MOXn(M=금속, X=할로겐, n=정수)으로

표시되는 금속할로겐화물을 포함하는 반응가스에 접촉시키면서 열처리하여 얻어진, 금속할로겐화물을 함유시킨 산화티탄

계 광촉매는, 가시광 조사에 의해 높은 광촉매작용을 안정적으로 발현한다. 이 광촉매는, 물과 더 접촉시키거나, 열처리하

여 안정화시켜도 좋고, 그리고/또는 헤테로폴리산 및/또는 이소 폴리산과 접촉시켜서, 산화티탄중에 금속착체(金屬錯體)

를 함유시킴으로써 고활성화하여도 좋다. 이들의 방법으로 얻어진 광촉매는, 신규한 ESR특성을 나타낸다. 본 발명은 또

한, 이들의 광촉매의 제조방법, 그 광촉매를 함유하는 광촉매 분산액과 코팅액, 및 그 광촉매를 이용한 광촉매기능부재와

그 제조방법도 제공한다.

대표도

도 4

색인어

산화티탄, 광촉매, 금속화합물, 할로겐화물, 분산액, 코팅액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자외선뿐만 아니라, 가시광의 조사에 의하여도 광촉매작용을 발휘할 수 있는 가시광형 산화티탄계 광촉매와 그

제조방법, 및 이 가시광형 광촉매를 이용한 광촉매기능부재 및 코팅액과, 해당 광촉매기능부재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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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기술

최근, 산화티탄이 나타내는 광촉매작용은, 방취, 항균, 오염방지 등 각종의 환경정화기술에 응용되고 있다. 광촉매로서 일

반적으로 사용되는 아나타제(Anatase)형 산화티탄의 밴드갭(Band Gap)은 약 3.2eV이고, 파장 약 380nm보다 단파장의

자외선을 받아 반응을 진행한다. 따라서, 그 광촉매 활성의 발현에는 자외선의 조사가 필요하게 되고, 설치환경, 용도 등이

한정된다고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광촉매의 에너지원으로서 태양광선이나 실내 광에 대부분 존재하는 가시광이 이용가능하게 되면, 반응활성이 강화되어,

여러가지 장소에서의 광촉매의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 그래서, 가시광의 조사에 의해 광촉매 활성을 발현하는 재료의 개발

이 진척되고 있다.

예컨대, 일본국 특개평9-262482호에는, 바나듐 또는 크롬을 이온주입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시광 활성을 갖는 아나타

제형 TiO2가 개시되어 있다. 일본국 특개2001-205103호 공보에는 산화티탄 결정중에 질소를 함유시키는 것으로, WO

00/10706호에는 산화티탄중에 안정한 결함을 주는 것으로서, 각각 가시광 응답성을 발현가능하게 한 산화티탄계 광촉매

가 보고되어 있다.

가시광촉매 활성이 산소결함을 갖는 산화티탄에 있어서 발현되는 것은, 일본화학회지 8, p.1084-1091, 1986 및 특개평

10-146530호에 기재되어 있다. 산소결함은, ESR(전자 스핀 공명) 스펙트럼(Spectrum)에 의해 가장 효과적으로 동정(同

定) 및 정량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일본국 특허제3252136호에는, 산소결함을 갖는 산화티탄으로서, 77K 진공중, 암흑(暗黑)조건에서 측정된 ESR

스펙트럼에 g값이 2.003∼4의 시그널(Signal)이 관측되고, 또한 이 시그널은 마찬가지로 77K 진공중, 가시광 조사하에서

측정한 경우에는 강도가 높아지게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시광 조사하에서 활성을 갖는 광촉매가 보고되어 있다.

일본국 특개2001-190953호에는, ESR 스펙트럼에 있어서 g값이 1.930∼2.030 사이에 3개 이상의 피크(Peak)를 갖고,

그들의 피크중의 최대 피크가 g값 1.990∼2.020 사이에 존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산화티탄 광촉매가 보고되어 있다.

그러나, 산화티탄중에 금속이온이나 결함을 존재시키는 것은 가시광 응답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유효하지만, 다른 쪽에

서는 전자, 정공(正孔)의 분리를 따르는 광촉매반응을 실활(失活)시키는 기점으로 되기 때문에, 광촉매 활성의 발현의 재

현성이 나빠지게 되고, 광촉매 활성 자체도 낮아지게 되는 일이 있다. 또한, 질소함유형을 포함하여서, 종래의 가시광 응답

성의 광촉매는, 그 제조에 이온주입장치나 스퍼터(Sputter)장치가 필요하여, 양산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문제점도 있다.

본 발명의 목적은, 가시광에 의해 높은 광촉매 활성을 안정적으로 발현가능한 광촉매와, 양산에 알맞은 그 제조방법, 그 광

촉매를 이용한 광촉매기능부재와 이 광촉매기능부재의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코팅액, 및 해당 광촉매기능부재의 제조방

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하기 (1)∼(4)의 발견에 근거한다:

(1)산화티탄에 금속할로겐화물 등의 금속화합물을 함유시키면, 가시광에 의해 광촉매 활성을 발현하게 된다;

(2)금속화합물을 함유시킨 산화티탄을, 물과 접촉시키거나, 그리고/또는 열처리하여, 금속화합물을 금속수산화물 또는 산

화물로 변환하여도, 실용상 충분히 높은 가시광에 의한 광촉매 활성을 유지할 수 있고, 촉매가 안정화한다;

(3)금속화합물을 함유시킨 산화티탄에 직접, 또는 그것을 물과의 접촉처리 및/또는 열처리한 후에, 헤테로 폴리산 및/또는

이소 폴리산을 접촉시켜서 다핵 금속착체를 함유시키면, 광촉매 활성이 더 높아진다;

(4)상기 재료는 신규한 ESR 스펙트럼를 나타내고, ESR 스펙트럼에 의해서도 가시광에 의한 광촉매 활성이 높은 재료를

특정할 수 있다.

본 발명은, 하기 (a)∼(d)중 어느 하나로 규정되고, 바람직하게는 하기 (e)의 성질도 갖는 산화티탄계 광촉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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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기타의 금속화합물, 바람직하게는 금속할로겐화물, 금속착체, 금속수산화물 또는 금속산화물을 함유시킨 산화티탄으로

되고, 가시광의 조사에 의해 광촉매 활성을 발현한다.

(b)금속할로겐화물, 바람직하게는 금속염화물을 함유시킨 산화티탄으로 되고, 승온탈리(昇溫脫離) 스펙트럼에 있어서

623K 이상에서 할로겐 함유물질의 분자 이온 또는 프래그먼트이온(Fragment Ion) 피크(Peak)를 갖는다.

(c)가시광의 조사에 의해 광촉매 활성을 발현하고, 적어도 5K의 온도에서, ESR 스펙트럼에 가시광 조사시에는 g값

1.950∼2.030 사이에 피크가 관측되고, 그 피크가 암흑하에서는 실질적으로 관측되지 않는다.

(d)가시광의 조사에 의해 광촉매 활성을 발현하고, 산소를 실질적으로 함유하지 않는 분위기하에, 실온에서 측정한 ESR

스펙트럼에 있어서, 가시광 조사시에 관측되는 g값 1.950∼2.030의 범위의 최대 피크가, 가시광조사 정지후에 3분 이상

의 피크강도 반감기를 갖는다.

(e)77K보다 저온에서 측정한 ESR 스펙트럼에 있어서 g값 1.986∼1.994에 위치하는 피크를 갖는다.

본 발명에 있어서, 「가시광 」이란, 파장 400nm 이상인 광을 의미한다.

상기 (a) 및 (b)에 기재한 산화티탄계 광촉매에서의 금속화합물 또는 금속할로겐화물의 존재 형태는, 현상에서는 분명하지

않지만, 금속할로겐화물이나, 금속수산화물, 금속산화물, 금속착체(金屬錯體) 등에 포함되는 중심금속 이온이나 배위(금

속)이온이 산화티탄과 어떠한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광촉매기능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산화티탄이 가시광을 흡수하는 타입(Type), 예컨대, 저차(低次)티탄 이온(Ti3+, Ti2+)을 포함한 산화티탄, 산소결함

을 포함한 산소결함형 산화티탄, 또는 이들이 혼재한 산화티탄, 더욱이, 크롬 이온, 철 이온, 바나듐 이온, 질소, 유황, 염소

등의 Ti와 산소이외의 원소 또는 이온을 산화티탄에 도입하여 새롭게 가시광 응답성을 부여한 것이면, 상기의 상호작용이

강하게 되고, 보다 고활성의 광촉매가 되므로 바람직하다.

금속화합물이 금속착체일 경우, 금속착체로서는, 헤테로 폴리산이나 이소 폴리산이라고 하는 다핵 금속착체가 바람직하

다. 그 경우, 산화티탄이 산소결함형이이면, 보다 고활성화할 수 있으므로, 매우 유리하다.

또한, 리간드(Ligand)가 할로겐인 금속착체의 할로겐 리간드가 산화티탄과 상호작용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특히, 금속

화합물이 금속할로겐화물일 경우, 적어도 그 일부가 산화티탄 표면에 화학적으로 결합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은 또한, 상술한 산화티탄계 광촉매의 제조방법도 제공한다.

제1의 방법은, 산화티탄 및/또는 그 전구체(前驅體)를, 식: MXn 또는 MOXn(M=금속, X=할로겐, n=정수)으로 표시되는 금

속할로겐화물을 함유하는 반응매체에 접촉시키는 것으로 된다. 이 방법에 의해, 상기(a)∼(c) 및 (e)중 어느 하나로 규정되

는 산화티탄계 광촉매를, 용이하게, 더욱이 재현성 좋게 제조할 수가 있다.

제2의 방법은, 제1에서의 반응매체와의 접촉처리 후에, 생성물을 물과 더 접촉시키거나, 그리고/또는 열처리하여, 후처리

를 실시하는 것으로 된다. 이 후처리에 의해, 상기 (d)에서 규정되는 산화티탄계 광촉매를 제조할 수가 있다.

제3의 방법은, 제1의 방법에서의 반응매체와의 접촉 후, 또는 제2의 방법에서의 물과의 접촉 및/또는 열처리에 의한 후처

리 후, 생성물을 헤테로 폴리산 및/또는 이소 폴리산과 더 접촉시키는 것으로 된다. 이 방법에 의해, 금속착체를 포함하는

산화티탄계 광촉매를 제조할 수가 있다.

보다 고활성의 산화티탄계 광촉매를 얻기 위해서는, 어느쪽의 방법에서도, 산화티탄 및/또는 그 전구체를, 반응매체와 접

촉시키기 전에, 전처리로서, 323∼823K에서의 열처리 또는 습식처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산화티탄계 광촉매는, 분말형상, 피막형상(박막형상을 포함), 섬유형상 등 여러가지 형태로 이용할 수 있다. 특

히, 이 광촉매를 기재(基材) 표면에 부착(예, 피막형상으로)시켜서 고정한 것은, 광촉매 활성을 갖는 광촉매기능부재(광촉

매기능부재)로서 이용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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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광촉매기능부재는, 상기 산화티탄계 광촉매와 바인더(Binder) 성분을 함유하는 피막을 기재 표면에 갖고, 그 피

막중의 산화티탄 광촉매의 함유량이 5∼95질량％이다.

본 발명은 또한, 이러한 광촉매기능부재를 제조하는데에 이용할 수 있는 광촉매분산액 및 코팅액도 제공한다.

본 발명의 광촉매기능부재는, 이 코팅액을 기재 표면에 도포하는 것을 포함하는 방법에 의해 제조할 수가 있다.

다른 방법으로서, 광촉매기능부재는, 기재 표면에 미리 산화티탄 및/또는 그 전구체를 부착시킨 후, 기재 표면을 식= MXn

또는 MOXn(M, X, n은 상기와 같은 의미)으로 표시되는 금속할로겐화물을 함유하는 반응매체와 접촉시키는 것에 의해서

도 제조할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실시예2(a)에서 조제한 본 발명에 관계하는 산화티탄계 광촉매의 승온탈리 스펙트럼(TDS)이다.

도 2는, 실시예2(b)에서 조제한 본 발명에 관계하는 다른 산화티탄계 광촉매의 승온탈리 스펙트럼(TDS)이다.

도 3은, 실시예1에서 얻어진 본 발명의 산화티탄계 광촉매의 공기중 5K에서의 ESR 스펙트럼을 도시한 것이다.

도 4은, 실시예5에서 얻어진 본 발명의 산화티탄계 광촉매의 공기중 293K 및 5K에서의 ESR 스펙트럼를 도시한 것이다.

도 5는, 가시광 활성을 갖는 알려진 산화티탄계 광촉매(비교예2)의 공기중 293K 및 5K에서의 ESR 스펙트럼를 도시한 것

이다.

도 6은, 실시예5 및 비교예2의 산화티탄 광촉매의 탈산소분위기중에서의 ESR 스펙트럼의 g값 1.950∼2.030의 범위에서

의 최대 피크강도의 광 정지후의 감쇠상황을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도 7은, 실시예에서의 광촉매 피막중의 산화티탄계 광촉매의 함유량과 가시광광촉매 활성(CO2 생성속도)과의 관계를 나

타내는 그래프이다.

도 8은, 실시예에서의 광촉매 피막의 두께와 가시광 광촉매 활성(CO2, 생성속도)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실시예

본 발명의 산화티탄계 광촉매는, 가시광에 의해 광촉매 활성을 발현한다. 여기에서, 가시광이란, 전술한 바와 같이, 파장

400nm 이상인 광이다.

통상의 산화티탄계 광촉매는, 파장 390nm 이상의 광에서는 광촉매 활성을 나타내지 않으므로, 가시광을 조사하여도 실질

적인 광촉매 활성을 나타내지 않는다. 본 발명의 산화티탄계 광촉매는, 가시광에 의해 광촉매 활성을 나타내지만, 물론 자

외광의 조사를 받은 경우도 광촉매로서 기능한다. 더욱이, 390∼400nm의 좁은 범위의 근자외광(近紫外光)을 조사한 경우

에도 광촉매 활성을 나타내지만, 이 점도, 통상의 산화티탄계 광촉매와는 다른 성질이다. 이러한 광촉매 활성은, 이하에 설

명하는 본 발명의 각종 형태의 광촉매에 공통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1측면에 있어서, 가시광에 의해 광촉매 활성을 발현하는 본 발명의 산화티탄계 광촉매는, 기타의(즉, 산화티탄이외의) 금

속화합물을 함유한다.

이 「기타의 금속화합물」은, 산화티탄 입자의 내부, 외부 또는 그 양쪽에 존재할 수 있다. 금속화합물로서는, 금속할로겐

화물, 금속수산화물, 금속산화물, 금속착체 등을 들 수 있다. 그 함유에 의해 가시광 광촉매 활성을 나타내게 되면, 이들이

외의 금속화합물로도 좋다. 금속할로겐화물이나 금속수산화물의 경우에는, 이 화합물의 적어도 일부가 산화티탄의 표면에

화학반응에 의해 결합하여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금속할로겐화물은 산화티탄 표면의 수산기와 반응하여, 탈(脫)

할로겐화 수소를 거쳐서 산화티탄 표면에 결합할 수가 있다. 다만, 일부의 금속할로겐화물이 산화티탄 표면과 결합하고,

나머지는 산화티탄 표면에 흡착되어 있는 상태라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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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산화티탄계 광촉매에서의 금속할로겐화물의 존재 형태는, 사염화 티탄과 같은 MXn(M=금속, X=할로겐, n=정

수)으로 표시되는, 금속할로겐화물 그 자체라도 좋다. 그러나, 대개는, 금속할로겐화물이 산화티탄 표면에 화학결합하고,

할로겐이 부분적으로 탈할로겐화 수소를 받아서 생성하는 -O-M-Xn(0는 산화티탄 표면본래의 산소)의 형태, 또는 잔류

하는 할로겐이 더 가수분해하는 기타의 반응을 받아서 생기는 -O-M-(L)mXn'(L은 옥소(O), 수산기, 아민(암모니아), 알

킬아민, 알킬포스핀, 페닐포스핀, 알킬, 아세테이트, 카르보닐, 또는 피리딜, 비페리딜 등의 질소함유 헤테로 고리화합물

등의 리간드, m은 정수, n'은 0 또는 정수)이다. 또한, 금속할로겐화물은, 가수분해에 의해 모든 X가 수산기로 변화한 금속

수산화물의 형태로 되어도 좋고, 더 탈수(축합)반응을 받아서 산화물 네트워크(Network)를 형성하고, 금속산화물의 형태

로 되어도 좋다.

할로겐으로서는, 불소, 염소, 브롬, 요소중 어느 쪽이든지 단독으로 좋고, 또는 2종 이상으로도 좋다. 그 중에서도, 염소가

가장 높은 광촉매 활성을 부여하므로 바람직하다.

금속화합물은, 예컨대, 금속착체라고 하는 할로겐을 포함하지 않는 화합물이라도 좋다. 금속착체의 존재 형태는, MLn(M=

금속, L=리간드, n=정수)으로 표시되는 금속착체 그 자체로도, 산화티탄 표면과 화학결합한 -O-M(L)n이라는 형태라도

좋다.

리간드 L로서는, 옥소(0) 산소, 수산기, 아민(암모니아), 알킬아민, 알킬포스핀, 페닐포스핀, 알킬, 아세테이트, 카르보닐,

및 피리딜, 비피리딜 등의 질소함유 헤테로 고리화합물 등이 예시된다. 복수의 리간드 L이 존재할 경우, 그것들은 동일이

라도 다른 것이라도 좋다.

금속화합물은, 동종 또는 이종의 복수의 금속을 함유하는 화합물, 예컨대, 복핵(複核) 금속착체라도 좋다. 또한, 2종 이상

의 다른 금속화합물을 산화티탄에 함유시킬 수도 있다. 복핵 금속착체 중에서는, 옥소산 다핵 착체인 헤테로 폴리산(음이

온)이나 이소 폴리산(음이온)이 보다 높은 가시광 광촉매 활성을 나타내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헤테로 폴리산의 예로서

PW12040
3-, SiW120 40

3-, PMo12040
3- 등이 예시되고, 이소 폴리산류의 예로서는 Mo7024

6-, W7024
6- 등이 예시된다.

카운터 양이온(Counter Cation)은 프로톤(Proton)이라도, 또는 Cs+, NH4
+ 등의 양이온이라도 좋다. 이들은, 산화티탄 표

면과 화학결합하여 있더라도, 단지 흡착시킨 상태라도 좋다.

금속화합물이 금속할로겐화물, 금속수산화물, 금속산화물, 금속착체중 어느것이라도, 금속 M으로서는, Ti, Si, Zr, A1, B,

C, P, Mg, Sc, Cr, Co, Zn, Hf, Fe, Sb, W, V, Sn, Bi, Mn, Mo, Cs, Ge, As, Ce 등이 예시된다. 이 중, P, Si, W, Mo, Cs,

Ge, As, Ce는, 금속화합물이 헤테로 폴리산 또는 이소 폴리산형의 금속착체인 경우에 바람직한 금속이다. 그 중에서도, 금

속 M이 Ti, Si, V, Sn, Sb, W, Nb, Bi, P, Mo, Cs, Ge, As 및 Ce로부터 선택되는 적어도 1종의 금속이라면, 높은 광촉매

활성을 얻을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다.

금속화합물의 함유량은, 산화티탄에 대하여 금속으로서 0.1 질량% 이상, 300 질량% 이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0.1 질

량％ 미만의 양에서는, 산화티탄에 가시광으로 발현되는 광촉매 활성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금속화합물의 함유량

이 지나치게 많으면, 금속화합물의 특성이 강하게 되어, 광촉매 활성이 저하하는 일이 있다. 금속화합물이, 후술하는 접촉

처리에 의해 도입한 금속할로겐화물 또는 그 분해(가수분해나 열분해)에서 생성한 금속수산화물 또는 산화물인 경우, 금속

화합물을 10 질량% 보다 다량으로 도입하는 일은 곤란하므로, 상한은 10 질량% 정도로 되는 일이 많지만, 가능하면, 보다

다량으로 함유시켜도 좋다. 금속화합물이, 헤테로 폴리산이나 이소 폴리산인 경우에는, 훨씬 다량의 금속화합물의 도입이

가능하지만, 300 질량％을 초과하는 양이 되면, 광촉매 활성이 현저하게 저하한다.

금속할로겐화물을 함유하는, 상술한 산화티탄계 광촉매는, 승온탈리 가스분석에서 측정한 승온탈리 스펙트럼(소위, TDS

또는 TPD 스펙트럼)에 있어서, 573K 이상의 온도역(溫度域)에 할로겐을 포함하는 물질의 분자 이온 또는 프래그먼트 이

온의 피크를 갖는다는 특징을 지닌다.

승온탈리 스펙트럼의 측정은, 시료를 충분히 건조시켜, 약 10-6∼10-9 Torr까지 탈기(脫氣)한 후, 시료를 일정속도에서 적

외선조사 등에 의해 승온시키면서, 시료로부터 탈리하여 된 가스의 스펙트럼을 질량분석기로 측정함으로써 행하여진다.

온도의 측정은, 동정(同定)이 정확하게 행하여지도록 시료표면에서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분자 이온 또는 프래그먼트

이온은 승온탈리 스펙트럼중에 복수의 피크를 갖는 것이 보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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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로겐을 함유하는 산화티탄이라도, 승온탈리 스펙트럼에 있어서 관측되는 할로겐 함유 물질의 분자 이온 또는 프래그먼

트 이온의 피크가 전부 573K보다 저온측에 존재할 경우에는, 할로겐 또는 할로겐 함유 물질과 산화티탄과의 상호작용이

약하고, 가시광 광촉매 활성은 극히 낮아지게 되므로, 가시광에서는 광촉매로서 실질적으로 기능하지 않는다. 승온탈리 스

펙트럼에 있어서 적어도 1개의 피크를 573K 이상의 온도역에 갖는 산화티탄은, 가시광에 의해 보다 높은 광촉매 활성을

기대할 수 있다. 이 피크는, 바람직하게는 623K 이상의 온도역에 있다. 그것에 의해, 가시광에 의한 광촉매 활성이 더 높아

진다.

승온탈리 스펙트럼에 있어서 573K 이상에서 분자 이온 또는 프래그먼트 이온 피크를 갖는 금속할로겐화물로서는, 할로겐

이 염소인 경우, 염화 티탄류, 티탄옥시클로라이드, 이들의 중합체 등이 예시되지만, 이들에 한정되지 않는다. 여기에 예시

한 금속할로겐화물은 어느것도 623K 이상에서 피크 온도를 갖는다.

다른 측면에 있어서, 가시광에 의해 광촉매 활성을 발현하는 본 발명의 산화티탄계 광촉매는 신규한 ESR 스펙트럼을 갖는

다.

구체적으로는, 적어도 5K의 온도에서, 가시광 조사시에는 ESR 스펙트럼의 g값 1.950∼2.030 사이에 적어도 1개의 피크

가 관측되고, 이 ESR 피크가 암흑하에서는 실질적으로 관측되지 않는다는 제1의 특징을 나타낸다. 「실질적으로 관측되

지 않는」이란, 장치의 측정한계 이하인 것을 의미한다. 본 발명에 관계하는 일부의 광촉매는, 이 제1의 특징을 5K∼실온

의 모든 온도범위에서 나타난다. 다른 광촉매는, 제1의 특징을, 5K 또는 그 근방의 저온에서만 나타나고, 실온에서는 나타

나지 않는다.

ESR 스펙트럼 측정시의 가시광의 조사는, 할로겐 램프, 크세논 램프 등을 사용하여 행할 수 있고, 조사시간은 적어도 1분

이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사하는 광에 자외선이 많이 포함되면 피크강도가 작아지므로, 필요에 따라 필터 등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400nm 이상의 가시광만을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SR의 측정분위기는 특히 제한되지 않고, 대

기중, 불활성 가스 분위기중, 진공하의 어느 것이라도, 상기 제1의 특징을 나타낸다.

암흑하에서의 ESR 스펙트럼의 측정은, 산화티탄계 광촉매를, 그 광조사의 이력의 유무에 관계하지 않고, 측정온도와 같은

온도에서 3일 이상 암흑하에 차광 보존한 후, 차광상태인 채로 행한다. 이 상태에 이어서, 가시광을 조사하여 ESR 스펙트

럼을 측정하면, 암흑하의 측정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g값 1.950∼2.030의 ESR 피크가 출현하게 된다. ESR 스펙트럼이 상

기 제1의 특징을 갖는 산화티탄계 광촉매의 일부는, 더욱이, 실질적으로 산소를 함유하지 않는 분위기중, 실온에서 측정한

ESR 스펙트럼에 있어서 가시광 조사시에 관측되는 g값 1.950∼2.030의 범위의 최대 피크가, 가시광 정지후의 3분 이상

의 피크강도 반감기를 갖는다는 제2의 특징을 나타낸다. 이 제2의 특징을 갖는 것만이라도, 가시광 활성을 갖는 광촉매임

을 알수 있다. 보다 고활성의 광촉매로 하기 위하여는, 이 반감기는 4분 이상이 바람직하다. ESR 피크강도는 활성종(活性

種)의 농도를 나타내므로, 피크강도의 반감기는, 일반적으로는 활성종의 농도가 감쇠하여 초기의 반이 되는 기간에 대응한

다.

「실질적으로 산소를 함유하지 않는」이란, 산소분압이 0.1 Torr 이하인 것을 의미한다. 이 분위기는 진공하와 고순도 불

활성 가스 분위기중 어느 것이라도 좋다. 제2의 특징은, 이러한 분위기하, 실온에서 ESR 스펙트럼를 측정한 경우에 보여진

다.

ESR 스펙트럼에서의 g값 1.950∼2.030에서의 피크는 트리플렛 시그널(Triplet Signal)이며, 촉매9(제21회 토론회예고

집) p.45-48, 196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산화티탄의 산소결함이 관여하는 활성종에 근거한다고 생각된다. 이 활성종은,

가시광 촉매반응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이 활성종은 산화티탄의 입자내부와 표면의 양쪽에 존재할 수 있지만, 어느 것이나 재결합 또는 산소 등의 물질과의 반응

에 의해 완화(소광(消光))되어, 감쇠한다. 상기의 제1의 ESR 스펙트럼의 특징은, 활성종의 감쇠가, 산소 존재하에서는 극

히 빠르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이 것으로부터, 본 발명의 광촉매는, 활성종이 산소와 반응하기 쉬운 구조, 예컨대, 대부

분의 활성종이 산화티탄 표면에 위치하는 등의 구조를 갖는다고 추측된다. 따라서, 본 발명의 광촉매를, 통상의 반응 조건

하, 즉, 산소를 함유하는 분위기하(전형적으로는 대기 분위기하)에서 기능시키면, 가시광 조사로 생성한 활성종이 바로 산

소와 반응하기 때문에, 가시광 조사에 의해 매우 높은 광촉매 활성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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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탈산소분위기, 실온하에서의 최대 피크강도의 반감기가 3분 이상이라고 하는 제2의 ESR 스펙트럼의 특징은, 가시광

광촉매반응에 있어서 중심적 역할을 하는 상기 활성종의 감쇠가 탈산소분위기하에서는 매우 완만한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 측정 조건에서는 산소와의 반응이 일어날 수 없으므로, 입자내부나 표면에 존재하는 최대 피크강도를 나타내는 활성종

이, 본질적으로 재결합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제1의 특징에 더하여 제2의 특징을 더불어 갖는 광촉매는, 산소를 함유하는 분위기하에서는, 가시광 조사에 의해

생성한 활성종이, 산화티탄 입자의 내부나 표면에서는 거의 실활(失活) 되는 일없이, 산소와 우선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후속의 광촉매반응이 효율적으로 진행하여, 가시광에 의한 광촉매 활성이 지속한다.

상기 제1 또는 제2의 특징을 나타내는 산화티탄계 광촉매는, 더욱이 77K보다 저온에서 측정한 ESR 스펙트럼에 있어서, g

값 1.986∼1.994라고 하는 매우 좁은 범위에 위치하는 피크를 갖는다고 하는 제3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것에 의해 광촉매 활성이 일층 높아진다. 제3의 특징은, ESR 스펙트럼의 측정 분위기가 대기중, 진공하, 불활성 가스 분위

기중의 어느 것이라도 인정된다. 측정온도는, 77K 미만, 바람직하게는 30K 미만, 보다 바람직하게는 5K이다. 이 피크는

저온일수록 커진다.

본 발명의 산화티탄계 광촉매에서의 산화티탄의 구조는, 비정질(非晶質)에서도 결정 질의 어느 것이라도 좋고, 부분적으로

결정질이라도 좋다. 결정질을 포함할 경우, 결정은 아나타제, 루틸(Rutile), 부루카이트(vrookite)중 어느 것이라도 좋고,

또한 그들의 혼합물이라도 좋다. 가장 높은 가시광 광촉매 활성을 얻기 위하여는, 산화티탄의 주된 결정구조가 아나타제인

것이 바람직하다.

산화티탄은, 저차(低次) 티탄이온을 포함한 산화티탄, 산소결함형 산화티탄, 또는 이들이 혼재한 산화티탄으로 한, 가시광

을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특히 산소결함형이 바람직하다. 광촉매를 구성하는 산화티탄이 가시광 흡수성인 것은, 광촉

매가 착색된 것으로 알 수 있다. 산화티탄이 가시광 흡수성이라면, 태양광 또는 인공광원(형광등, 할로겐 램프 등)의 대부

분의 에너지를 유기물(오염물질이나 유해물질 등)의 분해에 이용할 수 있고, 종래의 자외광 활성형의 광촉매에 비교하여

반응 효율이 높아진다. 그 중에서도, 광촉매에 함유시킨 금속화합물이 헤테로 폴리산이나 이소 폴리산일 경우, 산소결함형

의 산화티탄이라면, 높은 가시광촉매 활성을 갖는 산화티탄계 광촉매로 된다.

저차 티탄이온을 포함한 산화티탄, 산소결함형 산화티탄, 또는 이들이 혼재한 산화티탄을, 전체로서 TiO(2-Y) 로서 표시였

을 때에, 바람직한 Y의 값은 0.5>Y>0이다. Y가 0.5보다 커지면, 금속화합물을 함유시킨 상태에서는 광촉매 활성이 거의

없어진다.

또한, 다른 기술(예, Cr, Fe 또는 V이온의 도입)에 의해 가시광 응답성을 부여한 산화티탄에 대하여, 본 발명을 적용함으로

써, 가시광 응답성을 더 높일 수 있다.

본 발명의 산화티탄계 광촉매는, 산화티탄 또는 그 전구체를, 식: MXn 또는 MOXn(M=금속, X=할로겐, n=정수, 구체적으

로는, MXn의 경우는 n=금속가수(金屬價數), MOXn의 경우는 n=금속가수 -2)으로 표시되는 금속할로겐화물을 함유하는

반응매체에 접촉시키고, 경우에 따라, 그 후에 물과 접촉시키거나, 그리고/또는 열처리를 하는 것을 포함하는 방법에 의해

제조할 수가 있다.

이 방법에 사용하는 원료는, 산화티탄, 산화티탄 전구체, 및 양자의 혼합물중 어느 것이다. 「산화티탄 전구체 」란, 가열

되면, 주 구조가 산화티탄으로 변화되는 화합물이다. 산화티탄 전구체의 구체예로서는, 수산화티탄, 수산화함유 티탄, 티

탄 옥시클로라이드, 티탄 알콕시드 부분가수분해물 등을 들 수 있다.

원료가 산화티탄일 경우, 그 형태는 비창질로도 결정질의 어느 것이라도 좋고, 이들이 혼합한 것이라도 좋다. 원료가 결정

질 산화티탄을 포함할 경우, 결정은 아나타제형, 루틸형, 또는 그들이 혼재한 것으로 좋다. 다만, 높은 광촉매 활성을 갖는

산화티탄으로 하기 위하여는, 아나타제형 산화티탄을 원료로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보다 바람직한 원료는 비정질

부분이 어느정도 남은 아나타제형 산화티탄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원료는 다른 기술에 의해 가시광 응답성을 부여한 산

화티탄이라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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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티탄 및 그 전구체는, 시판품과 합성품의 어느 것이라도 좋지만, 합성품쪽이 바람직하다. 합성품은, 예컨대, 티탄 알콕

시드, 황산티타닐, 황산티탄, 사염화 티탄 등의 티탄화합물의 수용액 또는 유기용매용액을, 물, 산 또는 염기의 존재 하에

서 가수분해 한후, 필요에 따라서 가수분해물을 소성하는 방법이나, 티탄화합물을 산소를 함유하는 분위기하에서 소성하

는 방법에 의해 조제할 수가 있다.

본 발명에 있어서는, 황산티타닐, 황산티탄 및 사염화 티탄으로부터 선택된 적어도 1종의 티탄화합물을 질소함유 염기(즉,

암모니아 또는 아민)을 사용하여 가수분해하는 공정을 거쳐서 제조한, 산화티탄 및/또는 그 전구체를 원료로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하면, 보다 고활성의 산화티탄계 광촉매를 얻을 수 있다. 원료의 티탄화합물은, 원액과 수용액의

어느쪽의 상태에서도 가수분해에 제공할 수 있지만, 취급면에서 수용액이 바람직하다.

산화티탄 및/또는 그 전구체에, 금속할로겐화물을 함유하는 반응매체를 접촉시킨다. 이 반응매체는 가스와 액체중 어느 것

이라도 좋지만, 산화티탄에 균일하게 금속할로겐화물을 함유시키기 위하여는, 가스쪽이 바람직하다. 이하에서는, 가스형

상의 반응매체(반응가스라고 칭한다)를 사용할 경우에 대하여 주로 설명한다.

산화티탄 및/또는 산화티탄 전구체와 반응가스와의 접촉은, 상온에서도 실시할 수 있지만, 바람직하게는 가열하에서 행한

다. 바람직한 접촉온도는 323K 이상, 873K 이하이며, 이 범위를 벗어나면, 산화티탄에 충분한 가시광 응답성을 부여할 수

없는 일이 있다. 보다 바람직한 온도범위는 473K 이상, 673K 이하이다.

반응가스와의 접촉시간은, 접촉온도에 따라서도 다르지만, 통상은 1분 이상, 수시간 이내이다. 공업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는 120분 이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접촉온도가 573K인 경우, 5분∼40분 정도로 충분한 성능을 갖는 광촉매

를 얻을 수 있다.

반응가스중에 함유시키는 금속할로겐화물은, 전술한 바와 같이, 식: MXn 또는 MOXn으로 표시되는 화합물이다. 식: MXn

의 금속M은, Ti, Si, Zr, A1, B, C, P, Mg, Sc, Cr, Co, Zn, Hf, Fe, Sb, W, V, Sn, Bi, Mh 등, 전술한 접촉온도 범위내에서

액체 또는 기체상의 할로겐화물을 형성하는 임의의 금속으로 좋다. 식: MOXn으로 표시되는 화합물의 예로서는 VOCl3 등

이 있다. 할로겐 X는, F, C1, Br, I중의 어느 것이라도 좋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광촉매 활성의 면으로부터는 Cl이 바람직

하다.

바람직한 금속할로겐화물은, TiC14, VOC14, SnC14, SbCl5, SiC1 4, WCl6 및 BiCl3 이다. 이들의 1종 또는 2종 이상을 포

함하는 반응가스를 사용하면, 가시광 활성이 높은 산화티탄계 광촉매를 제조할 수가 있다.

그 중에서도 TiC14가, 입수하기 쉽고, 취급하기 쉽고, 더욱이 제조후의 광촉매가 가시광에 대하여 고활성이라는 점에서,

가장 바람직하다. TiC14는 상온에서 액체이며, 증기압도 비교적 높기 때문에, 기화하기 쉽고, 반응가스도 만들기 쉽다.

금속할로겐화물은, 가열하에 산화티탄과 접촉시킨 경우, 산화티탄의 표면에 결합함과 동시에, 모체(母體)의 산화티탄을 환

원하여 산소결함을 도입하고, 산화티탄을 가시광 흡수형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특히, 반응가스의 베이스 가스(Base Gas,

희석가스)가 수소 및/또는 질소를 함유하면, 그 효과가 높고, 가시광 활성이 보다 높은 광촉매를 얻을 수 있다.

반응가스는, 일반적으로 금속할로겐화물과 베이스 가스(예, 버블링(Bubbling)에 사용하는 운반가스)와의 혼합가스이다.

베이스 가스는, 수소, 질소, 아르곤, 일산화탄소, 암모니아 등의 비산화성 가스로부터 선택된 1종 또는 2종 이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체적%로 합계 3％ 이내라면, 산소 및/또는 수증기등의 산화성 가스를 포함하고 있어도 지장이 없

다. 그러나, 그 경우에는, 비산화성 가스와 산화성 가스와의 부반응에 주의해야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베이스 가스가 수소와 질소의 적어도 한 방향을 포함하고 있으면, 보다 높은 광촉매 활성을 나타내는 광

촉매를 얻을 수 있으므로, 베이스 가스의 적어도 일부를 수소 및/또는 질소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응가스중의 금속할로겐화물의 함유량은, 분위기온도나 화합물의 증기압에 의해 제한을 받지만, 대강 10vo1％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함유량이 10체적％을 초과하여도, 제조되는 산화티탄계 광촉매의 성능에 각별한 차이는 없는 한

편, 수율이 저하되어, 비경제적으로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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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한 바와 같이, 반응매체는 액체라도 좋고, 그 경우에서도 가시광 광촉매 활성을 나타내는 산화티탄계 광촉매를 얻을

수 있다. 액체의 반응매체로서는, 금속할로겐화물을 용매에 용해시킨 용액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적당한 용매로서는, 헥

산, 헵탄, 벤젠 등의 탄화수소류, 테트라히드로푸란, 디옥산, DMF 등이 예시되지만, 이들에 한정되지 않는다. 금속할로겐

화물을 용해시킨 용액에 산화티탄 및/또는 산화티탄 전구체를 투입하고, 필요에 따라 가열하면, 금속할로겐화물을 포함하

는 본 발명의 광촉매를 얻을 수 있다. 액체의 반응매체로부터 꺼낸 산화티탄 및/또는 그 전구체를, 필요하면 가열하면서 건

조시켜서 용매를 제거한다. 그 후, 후술하는 후처리, 특히 열처리를 실시하여도 좋다. 원료가 전구체인 경우는, 열처리에

의해 산화티탄으로 변환시킨다.

원료의 산화티탄 및/또는 그 전구체를, 상기한 바와 같이 금속할로겐화물을 함유하는 반응매체, 바람직하게는 반응가스와

접촉시키기 전에, 전처리로서, 원료를 열처리하여도 좋다. 미리 원료의 산화티탄이나 전구체를 열처리하여 두면, 그 표면

의 물의 제거, 결정화, 더욱이 표면관능기(表面官能基)의 변화 등이 일어나고, 상기 접촉처리중의 할로겐화 금속과의 반응

에 좋은 영향을 준다. 그 결과, 보다 고활성의 광촉매를 얻을 수 있다.

전처리로서의 열처리 온도는, 바람직하게는 323K 이상, 823K 이하이고, 보다 바람직하게는 373K 이상, 673K 이하이다.

열처리 분위기는 특히 제한되지 않고, 진공하, 대기중, 질소나 아르곤 등의 불활성 가스 분위기중, 더욱이 암모니아중에서

열처리를 실시할 수 있다. 열처리 시간은, 온도에도 의존하지만, 보통은 30∼120분간 정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원료

가 산화티탄 전구체일 경우, 전처리로서 대기중에서 열처리를 가고, 미리 전구체를 산화티탄으로 변환시켜도 좋다.

원료의 전처리는, 열처리 대신에, 습식처리에 의해 행할 수도 있다. 습식처리는, 상압(常壓)뿐만 아니라, 오토클레브

(Autoclave)를 사용하여 고온 고압하에서 행하는(즉, 수열처리로 하는)것도 가능하다. 습식처리는, 질소를 포함하는 물질,

예컨대, 암모니아, 암모늄 염, 아민, 히드라진 등을 함유하는 수용액을 사용하여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에 의해서도

고활성의 광촉매를 얻을 수 있다. 습식처리의 처리 온도는 실온으로부터 473K 정도가 가능하지만, 바람직하게는

373∼473K의 범위다. 이 경우의 처리시간은, 보통 120분 이상이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원료의 산화티탄 및/또는 그 전구체를, 경우에 따라 상기한 바와 같이 전처리하고나서, 전술한 바와 같이 하여 금속할로겐

화물을 함유하는 반응매체와 접촉시켜서 금속할로겐화물을 반응시킴으로써, 산화티탄에 다른 금속화합물을 함유시킨 본

발명의 산화티탄계 광촉매를 얻을 수 있다. 이 광촉매는, 가시광에 의해 대단히 높은 광촉매 활성을 발현한다. 이 광촉매는

또한, 그 ESR 스펙트럼이 온도 5K에서 상기의 제1의 특징을 나타내고, 바람직하게는 상기 제3의 특징도 더 나타낸다. 또

한, 이 광촉매는, 바람직하게는 전술한 승온탈리 스펙트럼을 갖는다.

상기 방법으로 제조된 산화티탄계 광촉매를, 물과 더 접촉시키거나, 그리고/또는 열처리함으로써, 후처리하여도 좋다. 산

화티탄 및/또는 산화티탄 전구체를 금속할로겐화물을 함유하는 반응매체와 접촉시키면, 산화티탄 또는 그 전구체의 표면

반응기(예컨대, 수산기등)와 금속할로겐화물 사이에서 화학반응이 일어난다. 그 때문에, 얻을 수 있은 광촉매에는, 할로겐

을 포함하는 반응생성물이 표면에 결합하여 있고, 더욱이 부수적으로 생성된 염화수소나 미반응 할로겐화물이 흡착하여

있는 것도 있다.

후처리하는 것으로, 산화티탄의 표면에 결합 또는 흡착하여 있는 할로겐 함유 물질이 분해 또는 제거되어, 함유시킨 금속

화합물이 다른 금속화합물, 예컨대, 수산화물 및/또는 산화물로 되기 때문에, 광촉매가 안정화한다. 다만, 후처리에 의해,

가시광에 의한 광촉매 활성은 저하한다. 그러나, 상기 방법으로 제조된 산화티탄계 광촉매는, 후처리한 후도 또한 실용적

으로 충분한 레벨(Level)의 가시광 광촉매 활성을 유지하고 있어, 화학적으로 안정화함으로써 취급이 용이하게 되기 때문

에, 실용상은 후처리하는 쪽이 바람직하다.

반응매체중에 함유시킨 금속할로겐화물이 할로겐화 티탄일 경우, 후처리에 의해 광촉매중의 함유 금속화합물이 수산화물

이나 산화물로 되고, 할로겐을 함유하지 않게 되면, 화학조성상은 보통의 산화티탄과 구별하기 어렵다. 그러나, 반응매체

와의 접촉시의 반응에 의해 도입된 산소결함이 잔존하기 때문에, 후처리후의 생성물은 보통의 산화티탄과는 다른 ESR 스

펙트럼을 나타내게 되므로, ESR 스펙트럼에 의해 본 발명에 관계하는 광촉매인 것을 판별할 수 있다. 즉, 보통의 산화티탄

의 ESR 스펙트럼은 상기 제1∼제3의 어느쪽의 특징도 나타내지 않음에 대하여, 후처리후에 얻을 수 있은 생성물의 ESR

스펙트럼은, 상기의 제1및 제2의 특징을 나타내고, 바람직하게는 제3의 특징도 나타낸다. 또한, 제1의 특징을, 5K∼실온

의 넓은 온도범위에서 나타나게 된다.

후처리는, 물과의 접촉 및/또는 열처리에 의해 할 수 있다. 어느쪽이든지 한쪽의 처리만이라도 충분한 효과가 있지만, 양쪽

을 병용하여도 좋고, 그 경우의 순서는 어느쪽이 먼저라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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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과의 접촉처리에 의해, 광촉매의 표면에 화학결합한 할로겐 함유 물질은 가수분해를 받고, 할로겐 함유 흡착물은 세정제

거되기 때문에, 할로겐이 광촉매표면으로부터 제거된다. 물과의 접촉은, 수중에 광촉매를 가하여 정치(靜置) 또는 교반함

으로서 실시할 수가 있지만, 물을 살포하는 것으로 하는 다른 방법도 채용할 수 있다. 사용하는 물은, 순수한 물이라도, 또

는 순수한 물에 염기(예, 암모니아, 아민 등의 질소함유 염기)등의 적당한 성분을 함유시킨 것이라도 좋다. 그 후, 회수한

광촉매를 건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욱이, 후술하는 코팅액을 조제할 때에, 분산매(分散媒)로서 물을 사용하면, 광촉매와 물과의 접촉이 일어나기 때문에, 광

촉매는 필연적으로 물과의 접촉에 의한 후처리를 받는다. 그러나, 그것에 의해 할로겐 함유 물질이 코팅액중에 방출되므

로, 코팅액을 조제하기 전에, 별도의 공정으로서 후처리를 실시하는 쪽이 바람직하다.

열처리를 하면, 광촉매의 표면에 결합 또는 흡착한 할로겐 함유 물질은, 열분해 또는 증발에 의해 제거된다. 열처리는, 산

화티탄의 결정화를 진행시키고, 광촉매의 고활성화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 열처리 온도 373∼873K의 범위가 바람직하

고, 이 온도범위를 벗어나면, 상기 목적을 충분히는 달성할 수 없는 일이 있다. 보다 바람직한 열처리 온도는 473∼673K

이다. 열처리 분위기는 대기, 불활성 가스, 또는 진공에서 좋다. 열처리 시간은 제한되지 않지만, 보통은 60∼180분의 범위

가 실용적이다.

금속착체를 함유하는 본 발명의 광촉매는, 상술한 바와 같이 하여 산화티탄에 금속할로겐화물을 함유시킨 후, 또는 그것에

계속하여 전술한 물과의 접촉 및/또는 열처리에 의한 후처리를 실시한 후, 생성물에 화학반응을 일으켜서, 산화티탄에 소

망의 금속착체를 도입함으로써 제조할 수가 있다. 다만, 금속할로겐화물과의 접촉만, 또는 계속되는 후처리만이라도, 금속

착체를 포함하는 산화티탄계 광촉매가 생성되는 일이 있다.

특히, 헤테로 폴리산이나 이소 폴리산등의 금속착체를 함유시킨 본 발명의 광촉매는, 산화티탄 및/또는 전구체를 상기한

바와 같이 금속할로겐화물과 접촉시킨 후, 계속하여 헤테로 폴리산이나 이소 폴리산과 접촉시킴으로써 제조할 수가 있다.

금속할로겐화물과의 접촉후, 상기의 후처리, 즉, 물과의 접촉 또는 열처리를 하여, 표면에 존재하는 할로겐화물을 제거하

므로, 헤테로 폴리산이나 이소 폴리산과의 접촉을 행하여도 좋다.

어느쪽의 경우도, 접촉은 헤테로 폴리산이나 이소 폴리산을 용해시킨 용액을 사용하여, 함침법, 침전법, 혼련 등의 방법으

로 하면 좋다. 용액은 물, 아세톤, 알콜, THF, 피리딘 등의 극성용매가 바람직하다. 또한, 헤테로 폴리산이나 이소 폴리산

과의 접촉은 가열하에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에 대신하여서, 또는 덧붙여서, 접촉처리에 사용한 용매를 제거한 후,

373∼773K의 온도범위에서 열처리하면, 금속착체가 강고(强固)하게 산화티탄에 고정되어, 고활성의 광촉매가 되므로 바

람직하다.

이렇게 하여 헤테로 폴리산 및/또는 이소 폴리산의 금속착체를 함유시킨 본 발명의 광촉매도, 그 ESR 스펙트럼가, 5K의

온도에 있어서 상기 제1의 특징을 나타내고, 바람직하게는 상기 제3의 특징도 나타낸다.

본 발명의 광촉매는, 예컨대 실리카, 알루미늄, 활성탄, 제올라이트 등의, 광촉매작용을 갖지 않는 담체 또는 흡착제에 담

지(擔持)하는 것이 좋다. 또한, 반응의 효율향상 등을 목적으로, 백금, 루테늄, 팔라듐 등의 귀금속류로 한 보조촉매를 도프

(Dope)할 수도 있다.

광촉매의 형상은, 입자형상, 섬유형상, 피막형상(박막형상을 포함)등을 들 수 있고,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입자형상의 광촉매는, 1nm 정도의 미립자로부터 수㎜정도의 조립체(造粒體)까지 포함하고, 그 크기, 형태 등은 특히

한정되지 않는다. 피막의 경우는 기재 표면에 고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 두께 등은 특히 한정되지 않는다. 피막이나

섬유형상 등, 광촉매를 임의의 형상으로 성형할 경우에는, 본 발명의 산화티탄계 광촉매의 입자에 가하고, 바인더를 함유

하는 것이 보통이다. 바인더의 함유에 의해, 그 피막의 두께나 섬유직경을 증대하거나, 또한 막이나 섬유의 강도, 가공성

등을 증대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바인더에 대신하여, 또는 덧붙여서, 성형조제(成形助劑)를 사용하여도 좋다.

본 발명의 산화티탄계 광촉매는, 이것을 기재 표면에 부착시켜서 고정화함으로써, 광촉매기능부재로서 이용할 수가 있다.

고정화 형태는 기재의 표면 형상이나 용도 등에 따라 선택하면 좋고, 특정한 형태에 한정되지 않지만, 대표적으로는 피막

이다.

기재의 재질은 특히 한정되지 않고, 탄소강, 도금강, 크롬메트처리 강, 법랑(琺瑯), 스테인레스 강, 알루미늄, 티탄, 각종 합

금 등의 금속재료; 세라믹, 유리, 도자기, 석영 등의 무기재료; 플라스틱, 수지, 활성탄 등의 유기재료 등의 어느 것이라도

좋고, 이들이 조합된, 예컨대 도장강판 등의 복합재료라도 좋다. 다만, 전체 또는 표면이 유기재료인 기재에는, 광촉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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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력에 의해 열화 또는 분해하는 것이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광촉매를 고정화하는 기재 표면을, 광촉매로 분해하

지 않는 재료에 의해 미리 피복해 두면 좋다. 기재의 형상도 특히 제한되지 않고, 박판(薄板), 후판(厚板), 섬유형상(편직물,

부직포를 포함), 망형상, 원통형상 등 임의의 형상으로 좋다. 그 자체로 제품으로서 사용되도록 한 복잡형상의 물체, 더욱

이 기설(旣設) 또는 사용중의 물체라도 좋다. 기재의 표면은, 다공질이라도, 치밀질(緻密質)이라도 좋다.

상술한 광촉매기능부재는, 다음에 서술하는 2종류의 제조방법중 어느쪽인가 에 의하여 제조할 수가 있다.

제1의 방법은, 입자형상의 본 발명의 산화티탄계 광촉매를 용매중에 분산시킨 코팅액을 조제하고, 그 코팅액을 기재에 도

포하는 방법이다. 코팅액은, 실질적으로 광촉매와 용매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도 좋지만, 바람직하게는 바인더를 더 함유한

다.

본 발명의 산화티탄계 광촉매를 단지 용매 또는 용매 및 바인더와 충분히 혼합하여 코팅액을 조제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

러나, 상기 방법으로 제조된 산화티탄계 광촉매는, 일반적으로 평균 일차 입자경이 수nm∼백nm로 작기 때문에, 그들이 응

집한 분말의 형태를 취하고, 응집한 분말의 평균 입자경은, 예컨대 수십㎛로 크다. 단지 성분을 혼합한 것만으로 코팅액을

조제하면, 광촉매입자의 대부분은 이러한 응집 상태로 있게 된다.

본 발명의 적합한 양태에 있어서는, 산화티탄계 광촉매의 입자를 용매중에서 분산처리하고, 용매중에 광촉매입자를 분산

시킨 분산액을 조제하고, 이 분산액을 이용하여 코팅액을 조제한다. 이렇게 하면, 보다 얇고, 보다 균질한 광촉매의 피막을

형성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고, 피막특성이나 광촉매 활성이 대폭으로 향상한다.

분산액중의 광촉매의 평균 입자경은 500nm 이하인 것이 바람직하다. 광촉매의 평균 입자경이 500nm보다 크면, 피막의

분말화나 박리가 일어나기 쉽게 된다. 또한, 입자의 침강(沈降)이 일어나기 쉽고, 분산액의 보존 안정성도 저하한다. 광촉

매의 평균 입자경은, 보다 바람직하게는 300nm 이하, 더욱이 일층 바람직하게는 200nm 이하이다. 이상적으로는, 분산액

중의 광촉매입자는 일차 입자의 형태이다.

광촉매입자를 분산시킨 용매(즉, 분산매)로서는, 증류수, 이온교환수, 초순수 등의 물; 메탄올, 에탄올, 2-프로판올 등의

알콜류; 메틸에틸케톤 등의 케톤류; 벤젠, 톨루엔, 크실렌 등의 방향족탄화수소류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임의로 혼합하

여 사용하여도 좋다.

분산처리는, 광촉매를 고형분 농도가 수 질량%∼30 질량%의 범위로 되도록 용매와 혼합하여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형분 농도가 이 범위외에서는, 분산성이 저하하는 일이 있다. 필요에 따라, 분산제나 해교제(解膠劑)를 첨가하여도 좋다.

분산제로서는 카르보닐계, 술폰계 등이, 해교제로서는 염산, 황산 등이 예시된다. 또한 pH조정을 위해, 염기나 산을 첨가

하여도 좋다.

분산처리는, 본 발명의 산화티탄계 광촉매의 벌크(Bulk) 구조, 표면구조를 극력 유지하면서 충분히 응집을 해제하도록 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분산처리는, 코팅액의 조제에 관용되어 있는 페인트 쉐이커(Paint Shaker)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예

컨대, 메디아 밀(Media Mill), 회전날을 사용한 전단(剪斷), 박막선회, 초음파로 한, 보다 강력한 분산이 가능한 수단에 의

해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종 이상의 분산수단을 조합시켜서 이용하여도 좋다.

얻어진 분산액이 응집한 조대입자(粗大粒子)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그들을 여과 또는 원심분리에 의해 제거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조대입자는, 피막중에서 박리나 분말화의 기점이 되기 쉽기 때문이다. 분산처리후의 분산액에 용매를 가하고,

고형분농도를 조정할 수도 있다.

이 분산액을, 그대로 코팅액으로서 사용하고, 기재에 도포할 수도 있다. 광촉매가, 평균 입자경 500nm 이하의 미립자가 되

면, 바인더가 없어도 성막(成膜)가능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광촉매입자만으로 되는 피막을 형성할 수가 있다. 그러나, 그

자체로는 피막강도와 밀착성이 낮으므로, 그 위에 바인더 용액을 도포하고, 광촉매의 입자간에 바인더를 함침시켜도 좋다.

바람직한 코팅액은, 광촉매와 용매에 가하고, 더욱이 바인더를 함유한다. 용매는, 상기의 분산액에 대하여 서술한 것과 마

찬가지로 좋지만, 바인더가 용해 또는 유화(乳化)하도록 선택한다. 상기의 산화티탄계 광촉매를 함유하는 분산액에 바인더

를 혼합함으로써, 코팅액을 조제하면, 광촉매입자의 분산성이 뛰어 나고, 보존 안정성이 양호하여, 광촉매 활성의 높은 피

막을 형성할 수 있는 코팅액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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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인더의 양은, 생성하는 피막중의 산화티탄계 광촉매의 함유량이 5∼95 질량%로 되도록 조정한다. 광촉매의 함유량이 5

질량％ 미만의 피막은, 가시광 조사에 의한 광촉매 활성을 거의 나타내지 않는다. 이 함유량이 95 질량％을 초과하면, 바인

더 성분이 지나치게 적어서, 성막성(成膜性)이 악화하여, 피막이 박리하기 쉽게 된다. 광촉매의 함유량은 바람직하게는

30∼90 질량%이며, 광촉매 활성을 충분히 얻기 위하여는 50 질량％ 이상인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바인더 성분으로서는, 실리카, 알루미늄, 티타니아, 마그네시아, 질코니아 등의 금속산화물 졸(Sol, 피막중에서는 겔(Gel)

로 된다), 유기실란화합물, 및 실리콘 수지, 불소수지, 우레탄 수지, 아크릴수지 등의 유기수지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광

촉매의 산화력에 의해 바인더 성분의 분해가 일어날 때는, 금속산화물 졸이나 실리콘 수지 등의 난분해성(難分解性)의 것

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광촉매기능부재에 강한 가공성이나 높은 강도가 요구될 경우에는, 불소수지, 아크릴

수지, 우레탄수지 등의 유기수지를 상기 난분해성의 바인더 성분에 적정량 첨가함으로써, 요구되는 특성을 확보할 수가 있

다.

바람직한 바인더 성분은, 실리카(예, 실리카 졸), 유기실란화합물의 가수분해/축합물, 실리콘 수지 등이라고 하는 규소화합

물이다. 실리카는, 규산 에스테르(예, 에틸 실리게이트)의 가수분해와 축합에 의해 생성시킨 실리카 졸(실리카 콜로이드)

이라도 좋다. 유기실란화합물로서는, 피막형성성이 있는 가수분해성의 유기실란화합물, 예컨대, 알콕시 실란류나 실란 커

플링제를 사용할 수가 있다.

코팅액은, 상기 이외의 다른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도 좋다. 그러한 기타의 성분으로서는, 가시광 활성을 갖지 않는 산화티

탄계 광촉매(예, 종래의 산화티탄계 광촉매), 광촉매가 담지 입자일 경우의 담체(擔體)를 들 수 있다. 또한, 착색제 (바람직

하게는 무기안료)등의 소량성분도 피막중에 함유시킬 수 있다.

코팅액의 도포는, 코팅액의 성상(性狀)이나 기재의 형상에 맞춰서, 주지(周知)의 각종 방법으로부터 선택할 수가 있다. 도

포후, 필요에 따라 가열하면서 도막을 건조(경우에 따라 더 경화)시킨다. 건조(경화)온도는, 코팅액의 조성(용매나 바인더

의 종류), 기재의 내열온도 등에 맞춰서 정하면 좋다.

기재 위에 형성된 광촉매를 함유하는 피막의 두께는 0.5㎛ 이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피막이 0.5㎛ 보다 얇으면, 광

촉매의 양이 지나치게 적어서, 가시광 조사에 의한 광촉매 활성이 매우 낮아진다. 피막의 두께는, 필요로 하는 촉매성능이

나 비용에 의해 적절히 선택할 수 있지만, 촉매성능의 안정성과 촉매 활성의 면으로부터, 보다 바람직하게는 3㎛ 이상이

고, 5㎛ 이상으로 하는 것이 일층 바람직하다. 두께의 상한은 특히 규정되지 않지만, 비용이나 효과의 포화를 고려하면, 30

㎛ 이하, 바람직하게는 25㎛ 이하이다.

광촉매기능부재를 제조하는 제2의 방법은, 기재 표면에 미리 산화티탄 및/또는 그 전구체를 부착시킨 후, 기재 표면을 식:

MXn 또는 MOXn(M, X, n은 상기와 같은 의미)으로 표시되는 금속할로겐화물을 함유하는 반응매체와 접촉시키면서 열처

리하는 방법이다.

이 제2의 방법에 있어서, 기재 표면에의 산화티탄 및/또는 그 전구체의 부착은, 산화티탄 및/또는 그 전구체를 함유하는 코

팅액을 조제하고, 바로 위에 서술한 것과 마찬가지로 도포 및 건조함으로써 실시할 수 있다. 다음 공정에서, 부착시킨 산화

티탄 및/또는 그 전구체를 반응매체와 접촉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티타니아 졸이외의 바인더는 사용하지 않거나, 그 양을

적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람직한 부착방법은, 부분적으로 가수분해를 받은 티탄화합물(예, 티탄 알콕시드의 부분 가수분해물) 또는 티타니아 졸을

용매에 용해시킨 용액형의 코팅액을 조제하고, 이것을 기재 표면에 도포하고, 건조후에 실질적으로 산화티탄 전구체만으

로 이루어지는 피막을 기재 표면에 형성하는 것이다.

다른 바람직한 방법으로서, 산화티탄(또는 그 불용성 전구체)의 입자와 바인더의 티타니아 졸로부터 조제한 코팅액을 사용

하면, 실질적으로 산화티탄 및 그 전구체만으로 이루어지는 피막이 기재 표면에 형성된다.

기재 표면에 산화티탄 및/또는 그 전구체를 부착시키는 방법은, 상기의 코팅법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조작이 번잡하여

고비용으로 되지만, 주지의 CVD, PVD등의 기상성막법을 이용하여도 좋다. 기재 표면에 산화티탄 및/또는 그 전구체를 부

착시켜서, 그 피막을 형성한 후, 기재 표면(보다 정확하게는 산화티탄 및/또는 전구체의 피막)을 금속할로겐화물을 함유하

는 반응매체와 접촉시킨다. 반응매체와의 접촉은, 광촉매의 제조방법에 관하여 상술한 것과 마찬가지로 실시할 수 있다.

거기에 서술한 바와 같이, 반응매체는 액체라도 기체라도 좋지만, 바람직하게는 기체, 즉, 반응가스이다. 반응가스의 접촉

은, 기재가 견딜 수 있으면, 상술한 바와 같이 가열하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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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반응매체와 접촉시키기 전에, 산화티탄 및/또는 그 전구체를 부착시킨 기재를 열처리에 의해 전처리하여도 좋다. 더

욱이, 반응매체와 접촉시킨 후의 기재를, 물과의 접촉 및/또는 열처리에 의해 후처리하고, 기재 표면의 광촉매를 안정화시

키는 것이, 실용상은 바람직하다.

부착한 광촉매에 금속착체를 함유시킬 경우는, 광촉매의 제조방법에 대하여 설명한 바와 같이, 화학반응에 의해 원하는 리

간드로 교환할 수가 있다. 특히, 금속착체가 헤테로 폴리산 및/또는 이소 폴리산일 경우에는, 산화티탄 및/또는 그 전구체

의 피막을 형성한 기재를, 반응매체와 접촉처리한 후, 또는 계속하여 물과의 접촉처리 및/ 또는 열처리에 의해 후처리를 실

시한 후, 헤테로 폴리산 및/또는 이소 폴리산을 사용하여 접촉처리를 하고, 필요하면, 더 열처리를 하면 좋다.

또한, 제1의 방법과 같이, 바인더를 함유하지 않는 산화티탄 미립자의 분산액의 도포에 의해 산화티탄을 기재에 부착시키

고, 이어서 상기한 바와 같이 반응매체와 접촉처리한 후, 필요에 따라 바인더를 함침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이상으로 설명한 본 발명의 산화티탄계 광촉매 및 광촉매기능부재는, 자외선뿐만 아니라, 파장 400nm 이상의 가시광만을

조사함으로써도, 광촉매작용을 발현하고, 여러가지 유해물질, 부착물질등의 분해, 제거, 무해화(無害化) 등에 매우 뛰어난

효과를 발휘한다.

실제의 사용에 있어서는, 광촉매가 분해대상이 되는 물질과 접촉가능하고, 동시에 광촉매에 가시광을 조사할 수 있는 환경

하에서 사용하면 좋다. 광원은, 적어도 400nm 이상의 가시광을 포함하는 것이면 좋고, 예컨대, 태양광, 형광등, 할로겐 램

프, 블랙 라이트, 크세논 램프, 수은 램프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유해물질로서는, NOx, SOx, 프레온, 암모니아, 황화수소 등의 대기중에 포함되는 가스; 알데히드류, 아민류, 멜카푸탄류,

알콜류, BTX, 페놀류 등의 유기 화합물; 트리할로메탄, 트리클로로에틸렌, 프레온 등의 유기 할로겐화합물; 제초제, 살균

제, 살충제 등의 각종의 농약; 단백질이나 아미노산 등의 각종의 생물학적 산소요구물질; 계면활성제; 시안화합물, 유황화

합물 등의 무기화합물; 각종의 중금속 이온; 더욱이 세균, 방사균, 균류, 해초류 등의 미생물중 수중에 포함되는 것을 들 수

있다. 부착 물질은, 광촉매 또는 광촉매기능부재의 표면에 직접 부착하는 것이며, 대장균, 포도상구균, 녹농균(綠膿菌), 곰

팡이 등의 균류; 기름, 담배 댓진, 지문, 빗줄기, 진흙 등이 예시된다.

이하에 실시예를 들어서 본 발명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실시예중, 광촉매중의 금속할로겐화물의 함유량은 어느 것이나

금속으로서의 함유량(질량%)이다. 또한, 실시예중의 부(部)는, 특히 지정하지 않는 한, 모두 질량부(質量部)이다.

실시예1

산화티탄계 광촉매의 합성

자외선광촉매 활성을 나타내는 시판 아나타제형 산화티탄 분말(이시하라산업제 ST-01, 부분적으로 비정질) 0.5g을 석영

관(직경 33mm)에 넣고, 아르곤 치환한 후, 573K까지 승온하였다. 이어서, 반응가스로서, 사염화 티탄(TiC14)을 1.4

vo1％ 함유하는 수소가스를 석영관으로 흐르게 하여, 산화티탄에 접촉시키면서, 573K에서 20분간의 접촉처리를 하였다.

반응가스의 유량은 2.OL/분이었다. 그 후, 석영관내를 아르곤 가스로 치환하고, 실온까지 서냉하고, 본 발명에 관계하는

산화티탄계 광촉매를 꺼냈다.

이 광촉매는, 사염화 티탄이 산화티탄 표면의 수산기와 탈염화수소반응하여 산화티탄의 표면에 결합한 티탄 할로겐화물을

함유하고 있었다. 광촉매중에 도입된 Ti금속의 양을, 접촉처리후의 중량증가분과 광촉매중의 할로겐 양으로써 산출하였

다.

이 광촉매에 대하여, 하기의 요령에서 ESR 스펙트럼의 측정과 광촉매 활성의 측정(아세트알데히드의 분해시험)을 하였다.

또한, 이 재료의 흡광 스펙트럼를 측정하였던 바, 파장 400nm 이상의 가시광영역에 흡수성을 갖고 있었다.

ESR 측정

대기중에서 ESR용 테플론 (R)튜브에 넣어서 봉입한 시료에, 실온에서 200W 할로겐 램프를 사용하여 가시광을 10분 이상

조사한 후, 조사를 계속하면서 ESR 측정을 하였다. 그 후 시료를 튜브마다 암흑하에 놓아두고, 가시광 조사를 하지 않고,

ESR 측정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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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R의 측정조건은 다음과 같다:

측정장치: 일본전자제 X밴드(9GHz대) 전자 스핀 공명장치(JES-RE2X)

ESR신호검출하한(조건): 1E 10개/mT

[동일 ESR신호에 부여하는 스핀(비쌍전자)이 시료중에 1E 10개]

자장주사역: 330±25mT

자장변조폭: 0.1mT

자장변조 주파수: 100kHz

주사시간: 2분

주사회수: 1회

증폭율: 500배

지연시간: 0.1초

마이크로파출력: 0.1mW

g값의 계산법은 다음과 같다:

Mn2+/MgO 마커(Marker, 장치부속)의 3개째(g=2.0303)와 4개째(g=1.981)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식에 의해 시료의

ESR 신호의 g값을 산출하였다.

g = 2.0303 - (2.0303 - 1.981) × L3 / (L3 + L4)

L3: 마커(3개째)와 시료의 ESR신호의 자장의 차이

L4 :마커(4개째)와 시료의 ESR신호의 자장의 차이

또한 ESR 피크강도에 대하여는, 검출되는 ESR 신호가 미분신호이기 때문에, 미분신호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를 ESR

신호강도로 하였다.

5K에서 측정한 ESR 스펙트럼을 도 3에 나타탠다. 이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5K의 온도에서 가시광 조사시에 관측

되는 g값 1.950∼2.030의 사이의 피크가, 암흑하에서는 관측되지 않았다(상기 제1의 특징). 또한, 그 ESR 스펙트럼에는,

산소결함에 귀속할 수 있는 트리플렛 시그널의 g값 2.002∼2.010, 2.020∼2.028, 1.982∼1.988과는 다른 g값

1.986∼1.994에 새로운 피크가 출현하였다(상기 제3의 특징).

광촉매활성의 측정(아세트알데히드의 분해시험)

시료(0.3g)를 40mm 각의 접시에 놓고, 이 접시를 석영제의 반응 셀에 넣고, 폐쇄 순환라인에 접속하고(합계내 체적 약

3.OL), 산소를 20vo1％를 함유하는 질소가스에서 아세트알데히드를 희석한 가스(아세트알데히드 농도 약 240ppm)를 계

(系)내에 도입하였다. 이 가스를 순환시키면서, 250W 고압수은등으로부터, 자외선 컷오프 필터(Cutoff Filter, 도시바제

L42)를 통과시켜서 반응 셀로의 광조사를 하였다. 이 광에는, 필터의 특성상, 파장 390nm 이상에서 400nm 까지의 근자외

선이 약간 포함되지만, 대부분(에너지 강도로 99.9％ 이상)은 400nm 이상의 가시광이었다. 반응의 추적은, 아세트알데히

드가 분해하여 생성하는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순환라인에 접속한 자동 가스크로마토그래프로 경시적으로 측정함으로서

행하였다. 촉매성능은, 이산화탄소의 생성속도로부터 평가하였다. 결과를 표 1에 정리하여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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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예1

실시예1에서 원료분말로서 사용한 것과 같은 시판의 산화티탄을, 그대로 미처리하여 광촉매로서 사용하고, 실시예1에 기

재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가시광 조사 하에서의 아세트알데히드의 분해시험을 하였다. 결과를 표 1에 나타낸다. 이 자외선

활성형의 산화티탄은 흡광스펙트럼에 있어서 가시광 파장역에 흡수피크를 나타내지 않고, 가시광 흡수성을 갖고 있지 않

다.

실시예2

(a)촉매실험 핸드북(강담사 사이엔틱 발행)에 기재한 합성법에 준거하여 산화티탄을 조제하였다. 즉, TiC14의 수용액(Ti

분농도 16.5％) 200cc를 빙냉(氷冷)하고, 교반하면서 암모니아 수용액(28％)을 pH가 알카리성으로 될때 까지 적하하여,

수용액을 중화하였다. 석출한 고형물을 여취(濾取)하고, 잘 수세한 후, 353K에서 진공건조하여, 산화티탄 분말을 합성하

였다.

얻어진 산화티탄의 결정부분의 결정형은 아나타제형이었다. 이 산화티탄 분말을, 실시예1과 같은 방법에 의해, 수소중에

TiC14를 1.4vo1％ 함유하는 반응가스를 사용하여 접촉처리하고, 본 발명에 관계하는 산화티탄계 광촉매를 조제하였다.

(b)상기 (a)에서 얻은 산화티탄계 광촉매에, 더욱이 아르곤 분위기하에서 573K에서 20분간의 열처리를 실시하여 후처리

하였다. 이 아르곤 분위기하에서의 열처리에 의해, 상기 반응가스와의 열처리에 의해 산화티탄중에 도입된 금속할로겐화

물의 상당한 부분이 제거되었다.

상기의 실시예 (a) 및 (b)에서 얻은 산화티탄계 광촉매에 대하여, 상기 방법에서, 금속할로겐화물(금속화합물)의 Ti(금속)

의 정량과 가시광 조사하에서의 아세트알데히드의 분해시험을 하였다. 결과를 표 1에 함께 나타낸다.

ESR 스펙트럼에 있어서, 상기 (a)와 (b)의 어느쪽의 생성물도, 실시예1의 생성물과 마찬가지로, 상기 제1 및 제3의 특징을

나타냈다. 또한, (b)의 생성물은, 상기 제2의 특징도 나타냈다.

[표 1]

번 호
금속함유량

(질량%)1

CO2 생성속도

(μmol/h)

실시예1 1.2 11.3

비교예1 0 〈0.1

실시예2(a) 1.3 39.0

실시예2(b) 0.156 0.7

1 염화티탄으로서 함유되는 Ti양

실시예1∼2와 비교예1과의 대비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금속할로겐화물(사염화 티탄)을 함유시키는 처리를 한 본

발명의 산화티탄계 광촉매는, 가시광의 조사에 의해 충분한 광촉매 활성을 나타내는 것이 확인되었다. 한편, 이 처리를 하

지 않은 시판의 산화티탄(비교예1)에서는, 가시광의 조사에서는 실질적인 광촉매 활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실시예2의 (a)와 (b)을 비교하면, 금속할로겐화물의 함유량이 많으면, 광촉매 활성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시예1

과 실시예2(a)의 광촉매는, 금속할로겐화물의 함유량은 그것 만큼 다르지 않지만, 광촉매 활성은 실시예2(a)쪽이 현저하

게 높아졌다. 이것은, 산화티탄의 결정화도, 입자경으로 한 상태의 차이에 의해, 가시광에 의한 활성발현을 가능하게 하는

금속할로겐화물을 함유하는 구조·부위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실시예2(a) 및 (b)에서 얻은 산화티탄계 광촉매에 대하여, 하기의 요령으로 승온탈리 스펙트럼(TDS)의 측정을 하였다. 결

과를 각각 도 1 및 도 2에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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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온탈리 스펙트럼의 측정

승온탈리 스펙트럼의 측정은, 고정밀도 승온탈리 가스분석장치(전자과학제 EMD-WA1000S형)을 사용하여 행하였다. 시

료를 백금의 용기에 놓아 두고, 10-6 Torr 의 진공으로 배기한 후, 1K/초의 승온속도로 시료를 승온하면서, 탈리한 가스성

분을 질량분석기로 분석하였다.

도 1및 도 2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반응가스와의 접촉처리에 의해 산화티탄에 1.3 질량%의 금속할로겐화물을 도입

한 실시예2(a)의 광촉매(도 1)와, 이 광촉매를 아르곤 가스 분위기에서 더 열처리하여 금속할로겐화물의 함유량을 0.156

질량％로 저감시킨 실시예2(b)의 광촉매(도 2)의 어느 것이나, 할로겐을 포함하는 물질의 분자 이온 또는 그 프래그먼트

이온으로서 TiCl2(M/Z=118), TiCl3(K/Z=154), TiC14(M/Z=189), HC1(M/Z=36) 등이 검출되고, 그중 최초의 3종류의

티탄 염화물의 이온은, 피크온도 623K 이상의 온도영역에 검출되었다. 따라서, 이들의 광촉매는 어느 것이나, 승온탈리 스

펙트럼에 있어서 623K 이상에서 할로겐 함유 물질의 분자 이온 또는 프래그먼트 이온의 피크를 갖고 있다.

실시예3

TiC14를 1.4vo1％ 함유하는 수소가스에 대신하여, VOC13, SnC14, SbCl5, SiC14, WC16, BiCl6, FeC13, ZrCl4 또는

TiC14을 약 1vo1％ 함유하는 아르곤 가스를 반응가스로서 사용한 것을 제외하고, 실시예1에 기재한 것과 같은 방법에 의

해, 본 발명의 산화티탄계 광촉매를 조제하였다. 이들의 광촉매를 사용하여, 상기 방법으로 가시광 조사하에서의 아세트알

데히드의 분해시험을 한 결과를 표 2에 나타낸다.

[표 2]

시험

No.

할로겐화

금속

CO2 생성속도

(μmol/h)

1 VOCl3 0.4

2 SnCl4 1.1

3 SbCl5 0.3

4 SiCl4 0.7

5 WCl6 2.4

6 BiCl3 7.7

7 FeCl3 0.1

8 ZrCl4 0.1

9 TiCl4 11.3

어떤 금속할로겐화물을 사용하여도, 가시광에 의한 광촉매작용을 나타내는 산화티탄계 광촉매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분명

하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TiCl4, BiCl6, WC16등이, 높은 광촉매 활성을 줄 수 있었다.

실시예4

TiCl4 를 1.4vo1％ 함유하는 수소가스로 되는 반응가스의 접촉조건(온도 및 시간)을 표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변경한 점을

제외하고, 실시예1에 기재한 것과 같은 방법에 의해, 본 발명의 산화티탄계 광촉매를 조제하였다. 이들의 광촉매를 사용하

여 상기 방법으로 가시광 조사하에서의 아세트알데히드 분해시험을 하였다.시험결과를 열처리 조건과 함께 표 3에 나타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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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시험

No.

접촉처리조건

(온도×시간)

CO2 생성속도

(μmol/h)

1 323K ×20분 0.1

2 373K ×20분 0.4

3 373K ×120분 0.5

4 423K ×20분 0.6

5 473K ×20분 3.5

6 523K ×20분 8.8

7 573K ×20분 11.3

8 623K ×20분 4.8

9 673K ×20분 2.5

10 773K ×5분 4.2

11 773K ×20분 0.1

12 873K ×20분 0.1

323K 이상의 온도에서 접촉처리를 함으로써, 가시광에 의한 광촉매 활성을 나타내는 산화티탄계 광촉매를 얻을 수 있었

지만, 광촉매 활성이 높아지는 접촉온도는 373∼773K의 범위이며, 그 중에서도 473∼773K의 범위에서 보다 좋은 결과

를 얻을 수 있었다. 저온처리의 경우는 처리시간을 길게 하고, 고온처리의 경우는 처리시간을 짧게 함으로써, 보다 고활성

의 광촉매를 얻을 수 있었다.

실시예5

실시예2에 기재한 것과 마찬가지로, TiCl4의 수용액을 암모니아 수용액에서 중화함으로써, 원료 산화티탄 분말을 합성하

였다. 다만, TiC14수용액의 농도는 실시예2의 절반, 즉, Ti 분말농도로 8.25％이었다.

이 산화티탄 분말 1.0g을, 실시예1에 기재한 것과 같은 방법에 의해, 수소중에 TiC14를 1.4vo1％ 함유하는 반응가스를

사용하여 접촉처리하였다. 계속하여, 얻어진 처리물 1.0g을 10g의 수중(水中)에서 교반하여 여과하는, 물과의 접촉공정을

3회 반복하여 후처리하였다. 그 후, 처리물을 323K에서 24시간 이상 건조하고, 본 발명에 관계하는 산화티탄계 광촉매를

조제하였다.

X선회절의 결과, 이 오렌지색의 산화티탄계 광촉매의 주된 결정형은 아나타제이었지만, 극히 근소하게 부루카이트의 존재

도 확인되었다.

이 본 발명의 광촉매에 대하여, 실시예1에 기재한 바와 같이 하여 공기중에서의 ESR 스펙트럼의 측정(온도 5K와 293K)

과 가시광 광촉매 활성의 측정(아세트알데히드의 분해시험)을 하였다. 측정결과를 도 4와 표 4에 나타낸다. 이 광촉매는

가시광 흡수성을 갖고 있었다.

본 실시예에서는, 다음과 같이 하여 탈산소 분위기중에서의 ESR 스펙트럼도 측정하였다. 시료를 ESR용 석영관에 넣고, 로

터리형 진공펌프를 사용하여 진공봉관(眞空封管)하였다(약 10-3 Torr). 크라이오스탓(Cryostat)을 사용하여 5∼293K(실

온)의 범위에서 임의 온도로 하고, 가시광을 10분 이상 조사한 후, 조사를 계속하면서 ESR 측정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크

강도의 반감기를 조사할 경우는, 가시광 조사를 정지한 후, 소정시간에 ESR 측정을 하고, 피크강도의 감쇠를 추적하였다.

그 결과를 도 6에 나타낸다.

비교예2

이미 알려진 가시광 활성형의 산화티탄 광촉매분말을 사용하고, 실시예5와 같이 공기중과 탈산소 분위기중에서의 ESR 스

펙트럼의 측정과 가시광 조사하에서의 아세트알데히드의 분해시험을 하였다. 결과를 도 5, 6과 표 4에 나타낸다. 이 광촉

매는 착색하여 있고, 가시광 흡수성을 갖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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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측 정 항 목 실시예5 비교예2

ESR(293K, 5K): g값 1.950

∼2.030의 피크의 유무

가시광 조사시 있음 있음

암흑시 없음 있음

진공중 상기 g값의 최대 피크의 반감기 4.8분 1.7분

ESR(5K): g값 1.986∼1.994의 피크 유무 있음 없음

CO2 생성속도(μmol/h) 3.5 2.5

표4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산화티탄계 광촉매는, 물과의 접촉처리에 의해 안정화한 후라도, 이미 알려진 가시광

활성형 광촉매보다 높은 활성을 나타낸다. 따라서, 후처리에 의해 광촉매 활성이 저하하더라도, 더욱이 실용 레벨에 충분

한 가시광 광촉매 활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광촉매의 ESR 스펙트럼에서는, g값 1.950∼2.030의 범위에, 산소결함에 의해 포착된

비쌍전자에 근거하는 트리플렛 시그널이 관측되었다(가장 저자장측의 피크는 망간 마카와 겹치고 있다). 이것으로부터, 이

산화티탄은 산소결함을 갖는 가시광 흡수형임을 알 수 있다.

더욱이, 293K(실온)과 5k의 어느쪽의 온도에서도, 가시광 조사시에 관측되는 g값 1.950∼2.030 사이의 피크가, 암흑하에

서는 관측되지 않았다(상기 제1의 특징). 한편, 비교예2에서는, 가시광 조사하에서 관측되는 피크가, 암흑하에서도 관측되

고, 특히 암흑하 5K에서는 지극히 큰 피크가 관측되었다(도 5).

또한, 도 4의 5K에서의 측정결과로부터, 본 발명의 광촉매에서는, g값 1.986∼1.994(1.99 근방)에, 실온측정에서는 보여

지지 않은 새로운 피크가 출현하였다(상기 제3의 특징). 한편, 도 5의 비교예2의 광촉매에서는, 5K의 측정결과에 이러한

피크는 전혀 관측되지 않았다.

도 6에 나타난, 탈산소 분위기하에서 측정한 최대 피크(g=2.005)의 강도변화, 즉, 활성종의 농도변화의 추적결과에 의하

면, 본 발명의 광촉매에서는 그 감쇠는 완만하고, 반감기는 4.8분이었다(상기 제2의 특징). 한편, 비교예에서는 감쇠는 신

속하게 일어나고, 반감기는 1.7분이었다.

이상의 ESR 스펙트럼의 결과로부터, 본 발명의 광촉매와 비교예의 광촉매에서는, 산화물로서의 구조가 크게 다르다는 것

이 시사된다. ESR 스펙트럼이 본 발명에서 규정하는 어느쪽인가의 적어도 하나의 특징을 갖으면, 뛰어난 가시광촉매 활성

을 갖는 산화티탄계 광촉매를 얻을 수 있다.

실시예6

합성한 원료 산화티탄 분말에 대신하여, 실시예1에서 사용한 것과 같은 시판 산화티탄 분말(ST-01)을 원료로 하는 것 이

외는, 실시예5에 기재한 방법을 따라, 본 발명의 산화티탄계 광촉매를 얻었다.

이 광촉매에 대하여 실시예1과 같은 방법에서 가시광 조사하에서의 아세트알데히드의 분해시험을 하였다. 그 결과, CO2

의 생성속도는 1.2μmol/h이었다.

더욱이, 비교예1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원료 산화티탄 분말의 가시광 광촉매 활성은, CO2의 생성속도에서 0.1μmol/h미만

이고, 활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본 발명의 제조방법을 사용하면, 시판의 산화티탄으로부터, 가시광 촉매 활성을 갖고, 취급

도 용이한 본 발명의 산화티탄계 광촉매를 제조할 수 있다.

실시예7

제조조건을 표 5에 나타낸 바와 같이 변경한 점을 제외하고, 실시예5에 기재한 같은 방법으로, 본 발명의 산화티탄계 광촉

매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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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예5는 시험No.7 에 상당한다. 전처리의 열처리와 후처리는, 특히 단정짓지 않는 한 대기중에서 행하였다. 시험No.14

및 15에서는, 후처리를, 물과의 접촉처리 대신에, 표중의 조건에서의 열처리에 의해 실시하였다. 시험No.16에서는, 반응

가스로서 사염화 티탄을 (1.4체적％) 함유하는 질소를 사용하여 접촉처리를 하였다. 시험No.29에서는, 전처리를 암모니

아(2체적％)-아르곤 분위기중에서 하였다. 시험No.30에서는, 전처리를, 테플론(R)라이닝을 실시한 오토클레브중에서 염

화 암모니아(1M)-염산(1M)을 함유하는 순수한 물을 사용한 수열습식처리(조건은 표중과 같음)에 의해 실시하였다.

얻어진 광촉매를 사용하여, 상기 방법에서 가시광 조사하에서의 아세트알데히드의 분해시험을 하였다. 시험결과를 제조조

건과 함께 표 5에 나타낸다.

비교예3

실시예5에서 합성한 원료 산화티탄 분말을, 대기하 573K에서 1시간 소성하여, 광촉매를 얻었다. 이 시료를 사용하여, 상

기 방법에서 가시광 조사하에서의 아세트알데히드의 분해시험을 하였다. 시험결과를 제조조건과 함께 표 5에 나타낸다(시

험No.31 ).

[표 5]

시험

No.

전처리조건

(온도×시간)

반응가스 접촉조건

(온도×시간)

후처리조건

(K×분)1

CO2생성속도

(μmol/h)

1 (없음) 323K×20분 (물접촉처리) 1.2

2 (없음) 373K×20분 " 1.7

3 (없음) 423K×20분 " 1.8

4 (없음) 423K×120분 " 2.8

5 (없음) 473K×20분 " 1.8

6 (없음) 523K×20분 " 2.2

7 (없음) 573K×20분 " 3.5

8 (없음) 598K×20분 " 3.9

9 (없음) 623K×20분 " 3.1

10 (없음) 673K×20분 " 2.4

11 (없음) 673K×6분 " 3.0

12 (없음) 723K×20분 " 0.8

13 (없음) 773K×20분 " 0.3

14 (없음) 373K×20분 573×60 3

15 (없음) 573K×20분 573×60 3.2

16 (없음) 573K×20분(N2) (물접촉처리) 2.6

17 373K×60분 573K×20분 " 3.5

18 473K×60분 573K×20분 " 3.8

19 573K×60분 573K×20분 " 3.3

20 623K×60분 573K×20분 " 2.7

21 673K×60분 573K×20분 " 2.3

22 773K×60분 573K×20분 " 2.2

23 473K×60분 573K×10분 " 3.5

24 473K×60분 573K×20분 " 3.8

25 473K×60분 573K×30분 " 3.5

26 473K×60분 573K×40분 " 3.9

27 473K×60분 573K×60분 " 1.8

28 473K×60분 573K×120분 " 1.2

29 473K×60분/NH3-Ar 573K×20분 " 4.1

30 473K×360분/NH4Cl-HCl 573K×20분 " 4.3

311 (없음) 573K×60분/대기소성 (없음) 1

321 (없음) 573K×20분 (없음)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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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험No.31은 비교예. 동일 원료를 대기하에서 소성처리만을 실시

2 시험No.32는 실시예2(a)에 동일함

금속할로겐화물(여기에서는 사염화 티탄)을 포함하는 반응가스와 산화티탄의 접촉처리와, 이어지는 후처리에 의해, 가시

광 광촉매 활성을 나타내는 본 발명의 산화티탄계 광촉매가 얻어졌다. 광촉매 활성이 높아지는 반응가스와의 접촉온도는

373∼673K의 범위이고, 그 중에서도 523∼673K의 범위에서 보다 좋은 결과가 얻어졌다.

접촉처리가 저온이었기 때문에 충분한 활성이 얻을 수 없을 경우라도, 반응가스와의 접촉처리후에, 후처리로서 열처리를

하는 것으로 활성을 높일 수 있다. 반응가스와의 접촉시간에 대하여는, 저온처리의 경우는 접촉시간을 길게 하고, 고온처

리의 경우는 접촉시간을 짧게 하면 좋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73K에서는 접촉시간 10분에서 40분정도에서 고활성의 광촉

매가 되었다. 더욱이, 반응가스의 베이스 가스를 수소에 대신하여 질소로 하여도 가시광 활성을 갖는 광촉매를 얻을 수 있

었다.

반응가스와의 접촉 전에 행하는 열처리(전처리)에 대하여는 373∼573K의 범위에서 행하면, 보다 높은 활성을 가진 광촉

매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처리를 환원성을 갖는 암모니아 함유 분위기에서 행하거나, 또는 액중에서 습식처리로

하여도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한편, 사염화 티탄을 포함하는 반응가스와의 접촉처리를 하지 않고, 단지 대기하에서 소성(燒成)한 시험No.31(비교예3)의

광촉매는, 시험No.32(실시예2(a))의 광촉매에 비교하여 가시광 촉매 활성이 현저하게 낮았다.

실시예8

실시예5와 전부 마찬가지로, 원료의 합성 산화티탄 분말에 TiCl4 가스와의 접촉처리와, 그 후의 물과의 접촉에 의한 후처

리를 하고, 건조후에 가시광 광촉매 활성을 나타내는 산화티탄 분말을 얻었다.

이 산화티탄 분말을, H3PW12040 또는 H3SiW120 40 을 증류수에 녹인 수용액(농도 약 50％)에 함침시켰다. 4시간 후, 수용

액을 여과하여, 회수한 산화티탄 분말을 50℃에서 밤새 건조하였다. 그 후, 773K에서 2시간의 열처리에 의한 고정을 하여

서, 산화티탄 표면에 헤테로 폴리산을 함유시킨 2종류의 산화티탄계 광촉매를 제작하였다.

금속착체의 함유량은, 산화티탄의 중량에 대한 금속의 양으로, H3PW12040 함유 촉매에서는 77 질량%, H3SiW12040 함유

촉매에서는 63 질량％이었다.

이들의 광촉매를 상기 방법에서 가시광 조사하에서의 아세트알데히드의 분해시험에 제공하였다. 광촉매 활성은, CO2 생

성속도에서, H3PW12040 함유 촉매에서는 7.7μmol/hr, H3SiW12040 함유 촉매에서는 7.0μmo1/hr이었다. 후처리만의 경

우에 비교하여, 금속착체를 도입함으로써, 광촉매 활성이 현저하게 향상함을 알 수 있다. 즉, 금속착체를 도입함으로써 후

처리에서 얻어지는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광촉매 활성을 높일 수 있다.

실시예9

본 예는 본 발명의 광촉매기능부재의 제조를 예시한다.

(a)성막원료로서 TiCl4를 사용한 CVD법에 의해, 글라스 크로스(Glass Cross)상에 산화티탄의 피막을 약 100nm의 두께

로 형성하였다.

이 산화티탄 피막을 표면에 형성한 글라스 크로스에 대하여, TiCl4 1.4체적％를 함유하는 수소가스를 반응가스로 하는 접

촉처리를 실시하고, 산화티탄의 피막에 염화 티탄을 함유시켰다. 접촉처리는, 산화티탄 분말 대신에, 상기 글라스 크로스

를 사용한 것을 제외하고, 실시예1에 기재한 것과 같이 실시하였다. 이렇게 하여, 글라스 크로스의 표면에 본 발명의 산화

티탄계 광촉매의 피막을 갖는 광촉매기능부재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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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광촉매기능부재의 시료를, 실시예1에 기재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가시광 조사하에서의 아세트알데히드의 분해시험에

제공하였다. 시료의 크기는 16cm2이었다. 얻어진 CO2 생성속도는 0.35μmo1/h이었다.

(b)실시예1에서 조제한 본 발명의 산화티탄계 광촉매분말 3부(部), 종래의 광촉매인 실시예1에서 사용한 산화티탄 분말

(ST-01) 1부, 바인더의 실리카 콜로이드(일산화학제 스노 텍스 O, SiO2 20 질량%) 2부(SiO2로서)를, 알콜과 물의 혼합용

매 36부에 가하고, 페인트 쉐이커(레드 데블제)를 사용하여 잘 혼합하여, 광촉매 코팅액을 조제하였다.

미리 실리콘 수지를 주성분으로 하는 프리머층(두께 약 1μm)을 형성하여 둔 도장강판의 표면에, 이 코팅액을 바 코터(Bar

Coater)로 도포하고, 423K에서 3분간 건조하고, 기재의 도장강판의 표면에 본 발명의 산화티탄계 광촉매를 포함한 피막

을 갖는 광촉매기능부재를 얻었다. 피막(광촉매층)의 두께는 약 1μm이었다. 이 광촉매기능부재의 시료를, 상기(a)와 같이

가시광 조사하에서의 아세트알데히드의 분해시험에 제공하였다. CO2 생성속도는 0.25μmol/h이었다.

비교예4

(a)실시예9(a)에서 제작한, 산화티탄 피막을 표면에 형성한 글라스 크로스를 그대로(반응가스와의 접촉처리를 하지 않고)

시험재로서 사용하고, 실시예9와 같이 가시광 조사하에서의 아세트알데히드의 분해시험을 실시하였다. CO2 생성속도는

0.0μmol/h이었다.

(b)실시예9(b)에 기재한 코팅액을, 본 발명의 산화티탄계 광촉매분말 대신에, 종래의 산화티탄 광촉매분말 (ST-01) 3부

를 사용한(이 분말의 사용량은 합계 4부로 된다) 점을 제외하여 동일하게 조제하였다. 이 코팅액을 사용하고, 실시예9(b)

와 같이, 도장강판의 표면에 피막을 형성하였다. 이렇게 하여 얻어진 비교용의 광촉매기능부재를 가시광 조사하에서의 아

세트알데히드의 분해시험에 제공하였다. CO2 생성속도는 0.0μmol/h이었다.

실시예10

본 예는 본 발명의 광촉매기능부재의 다른 제조 예를 나타낸다.

(a)TiCl4(16.5 질량％)수용액 1부에 대하여 히드라진(Hydrazin) 3부를 가하고, 산화티탄 콜로이드 졸을 제작하였다. 이

졸을 투석튜브를 사용하여 탈이온화 처리하고, 에탄올을 적정량 가한 후, 석영기판상에 도포하고, 373K에서 건조함으로

써, 석영기판상에 산화티탄 피막을 형성하였다.

이 산화티탄 피막을, TiC14를 1.4vo1％ 함유하는 수소가스를 반응가스로서 사용하여 접촉처리하였다. 접촉처리는, 산화

티탄 분말 대신에, 상기의 산화티탄 피막을 형성한 석영기판을 사용한 것을 제외하고, 실시예1에 기재한 방법과 같이 실시

하였다. 이어서, 석영기판을 대기중 673K에서 1시간 열처리하는 후처리를 하고, 산화티탄계 광촉매의 피막을 갖는, 본 발

명에 관계하는 광촉매기능부재를 얻었다. 피막의 두께는 약 0.6㎛이었다. 이 광촉매기능부재를, 실시예9와 같은 방법에 의

해 가시광 조사하에서의 아세트알데히드 분해시험에 제공하였다. CO2 생성속도는 1.1μmol/h이었다.

(b)실시예5에서 조제한 본 발명의 산화티탄계 광촉매분말 3부, 종래의 광촉매인 산화티탄 (ST-01) 1.5부, 바인더의 실리

카 콜로이드(실시예9(b)와 같은 것) 1.5부(SiO2로서)를, 알콜과 물의 혼합용매 20부에 가하고, 페인트 쉐이커를 사용하여

잘 혼합하여, 광촉매 코팅액을 조제하였다.

이 코팅액을 사용하여, 실시예9(b)와 같이 도포 및 건조를 하고, 기재의 도장강판상에 본 발명의 산화티탄계 광촉매를 약

50 질량% 함유하는 피막을 갖는 광촉매기능부재를 얻었다. 피막의 두께는 약 0.8㎛이었다. 이 광촉매기능부재를 상기 방

법에서 아세트알데히드의 분해시험에 제공하였던 바, CO2의 생성속도는 0.45μmol/h이었다.

비교예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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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실시예10(a)에서 제작한, 산화티탄 피막을 갖는 석영기판을, TiC14를 함유하는 반응가스와의 접촉처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대기중 673K에서 1시간 열처리함으로써 시험재를 제작하였다. 이 시험재를, 실시예9와 같이 가시광 조사하에서의

아세트알데히드 분해시험에 제공하였다. CO2 생성속도는 0.19μmol/h이었다.

(b)실시예10(b)에 기재한 코팅액을, 본 발명의 산화티탄계 광촉매분말에 대신하여, 종래의 산화티탄 분말 (ST-Ol)을 3.0

부 사용한(이 분말의 사용량은 합계 4.5부) 것을 제외하고, 동일하게 조제하였다. 이 코팅액을 사용하여, 실시예10(b)와 같

이, 도장강판의 표면에 산화티탄만으로 이루어지는 광촉매를 포함하는 피막을 형성하였다. 이 비교용의 광촉매기능부재

를, 실시예9와 같이 가시광 조사하에서의 아세트알데히드 분해시험에 제공하였다. CO2 생성속도는 0.0μmol/h이었다.

실시예11

실시예5에서 조제한 본 발명의 산화티탄계 광촉매 30부를 270부의 증류수와 혼합하고, 메디아 밀을 사용하여, 지르코니

아 비즈(Zirconia Beads, 0.4㎜ 직경)와 함께 60분간의 분산처리를 하고, 고형분량 10 질량%의 광촉매분산액을 제작하였

다.

얻어진 분산액의 산화티탄계 광촉매입자의 평균 입자경을, 호리바 제작소제 입도측정장치 LA-700으로 측정하였던 바, 약

310nm이었다. 분산처리전의 광촉매의 평균 입자경은 약 34㎛이었다.

이 광촉매분산액 100부에, 실리카 콜로이드 50부(일산화학제 스노 텍스 0, SiO2 20 질량%)、메틸 트리에톡시 실란 4부,

및 메탄올 150부를 가한 후, 페인트 쉐이커를 사용하여 60분간 진탕(振蕩) 혼합함으로써, 코팅액을 제작하였다.

이 코팅액을 사용하여, 건조시간을 10분으로 하는 것 이외는 실시예9(b)와 같이 도포·건조를 하고, 기재의 도장강판상에

산화티탄계 광촉매를 포함하는 피막을 갖는 광촉매기능부재를 얻었다. 피막의 두께는 약 0.8㎛이고, 피막중의 광촉매의

함유량은 약 42 질량%이었다.

이 광촉매기능부재를, 실시예9와 같은 방법에 의해 가시광 조사하에서의 아세트알데히드 분해시험에 제공하였다. CO2 생

성속도는 0.72μmol/h이었다. 실시예10(b)와의 비교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광촉매입자를 분산처리하고나서 코팅액

을 조제함으로써, 가시광 광촉매 활성이 향상하였다.

실시예12

코팅액의 조제

실시예5에서 조제한 분말상의 산화티탄계 광촉매 0.05∼1부를 분산처리한 후, 바인더 성분의 실리카 콜로이드(일산화학

제 스노 텍스 OXS, SiO2 10 질량%、입자 경 4∼6nm) 1부(SiO2 분말로서)와 함께, 에탄올과 물과의 혼합용매(에탄올 10

부, 물30부)에 가하고, 페인트 쉐이커를 사용하여 충분히 혼합하여, 코팅액을 준비하였다.

또한, 바인더 성분의 실리카를 함유하지 않는 피막을 형성하기 위하여, 상기와 같은 산화티탄계 광촉매 1부만을 동일하게

혼합용매에 첨가하여, 혼합한 코팅액도 준비하였다.

광촉매 피막의 형성

이들의 코팅액에, 100㎜ 각(角), 두께 0.5mm의 석영판을 상온에서 침지(浸漬)한 후, 150℃에서 10분간 건조시켰다. 이 침

지와 건조를, 필요에 따라 반복하여, 석영판상의 두께 1.0±0.1㎛의 광촉매 피막을 형성하여서, 광촉매기능부재를 얻었다.

가시광 광촉매 활성의 측정(아세트알데히드의 분해시험)

광촉매 피막을 표면에 갖는 석영판(광촉매기능부재)을 40mm 각으로 절단한 시험편을 석영제의 반응 셀에 넣은 점과, 폐

쇄 순환라인의 합계내 체적이 1.OL이었던 점을 제외하고, 실시예1에 기재한 것과 같이 하여 가시광 광촉매 활성을 측정하

였다. 결과를 표 6과 도 7에 정리하여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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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피막 두께 = 1.0±0.1㎛

시험

No.

도포액중의 광촉매

질량부

피막중의 광촉매

함유량

(질량%)

CO2 생성량

(μmol/h)

1 0.05 5 0.12

2 0.5 34 1.58

3 1 50 2.42

4 100 100 3.22

(주) 광촉매 = 가시광 활성의 산화티탄계 광촉매

광촉매 피막중의 산화티탄계 광촉매의 함유량이 5 질량% 이상에서, 가시광 조사에 의해 광촉매 활성을 나타낸다. 함유량

이 100 질량％일 때의 광촉매 활성과 비교한 경우, 함유량이 30 질량%에서 광촉매 활성은 함유량 100 질량%때의 활성의

약 50％에 달하고, 함유량이 약 50질량%에서는 광촉매 활성이 함유량 100 질량%때의 활성의 약 75％에 달한다. 함유량

의 증대에 의한 가시광 광촉매 활성의 증대는, 함유량이 약 90 질량％ 근처에서 거의 한계로 된다. 따라서, 바람직한 광촉

매 함유량은 30∼90 질량%이며, 특히 50∼90 질량%이다.

산화티탄계 광촉매 100 질량%의 피막은, 가시광 광촉매 활성은 가장 높아지지만, 바인더 성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광촉매 분말의 결합이 매우 약하고, 손가락으로 문지르는 정도로, 용이하게 석영판으로부터 박리하였다.

실시예13

실시예8에서 조제한 금속착체를 함유시킨 분말상의 산화티탄계 광촉매 1부와, 바인더 성분의 콜로이들 실리카(Colloidal

Silica, 실시예12와 같은 것) 1부를 사용하여, 실시예12와 같이, 두께 약 1㎛의 광촉매 피막의 형성과 가시광 광촉매 활성

의 측정을 하였다.

광촉매 피막중의 산화티탄계 광촉매의 함유량은 50 질량%이었다. 같은 함유량의 실시예12의 광촉매 피막에 비교하여, 가

시광 광촉매 활성의 측정으로 얻어진 CO2 생성량은 약 2배로 증대하였다.

실시예14

실시예12를 반복하였지만, 코팅액중의 산화티탄계 광촉매의 양을 1부로 고정하고, 석영판의 코팅액에의 침지와 건조의 반

복회수를 변화시키고, 석영판상에 형성한 광촉매 피막의 두께를 0.5∼25.5㎛의 범위내에서 변화시킨 광촉매기능부재를

제작하였다. 피막중의 가시광 활성의 산화티탄계 광촉매의 함유량은 50 질량％에서 일정하였다. 이들의 광촉매기능부재

의 가시광 광촉매 활성을 실시예12와 같이 측정한 결과를 표 7과 도 8에 나타낸다.

[표 7]

시험

No.

도포액중의 광촉매

질량부

피막중의 광촉매

함유량

(질량%)

피막의 두께

(㎛)

CO2 생성량

(μmol/h)

1 1 50 0.5 1

2 1 50 1 2.4

3 1 50 2.5 4.5

4 1 50 6.6 8.4

5 1 50 19.6 12

6 1 50 25.5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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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촉매 피막의 두께가 0.5㎛ 이상에서 가시광 조사에 의한 광촉매 활성을 나타내게 되지만, 두께가 25.5㎛일 때의 가시광

광촉매 활성에 비교하여, 두께가 3㎛ 이상에서 50％이상의 활성이, 두께가 5㎛ 이상에서는 60％이상의 활성을 얻을 수 있

게 되어, 가시광 광촉매 활성이 충분히 높아진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

본 발명의 산화티탄계 광촉매 및 광촉매기능부재는, 효율적인 양산이 가능하고, 자외선뿐만 아니라 가시광의 조사에 의해

서도, 높은 광촉매작용을 나타낸다. 종래의 자외선형의 산화티탄 광촉매에 비교하여 광을 보다 유효하게 이용할 수 있으므

로, 광촉매 활성이 극히 강하고, 강한 환경정화작용을 기대할 수가 있다. 또한, 북향, 응달부분, 실질적으로 형광등의 광밖

에 이용할 수 없는 옥내등, 자외선광량이 낮아, 종래의 산화티탄 광촉매에서는 충분한 효과가 얻을 수 없었던 장소에서도,

새롭게 광촉매작용을 이용할 수가 있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아래 기재된 (1)∼(3) 중 적어도 한 개의 금속화합물을 함유시킨 산화티탄으로 이루어지는 가시광형 산화티탄계 광촉매:

(1)TiCl4, VOCl3, SnCl4, SbCl5, SiCl4, WCl6 및 BiCl3 로부터 선택된 금속할로겐화물,

(2)TiCl4, VOCl3, SnCl4, SbCl5, SiCl4, WCl6 및 BiCl3 로부터 선택된 금속할로겐화물의 가수분해에 의해 생성된 금속수산

화물 또는 금속산화물, 및

(3)PW12040
3-, SiW12040

3- 및 PMo12040
3- 로부터 선택된 헤테로 폴리산.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금속화합물의 금속으로서의 함유량이, 산화티탄에 대하여, 0.1 질량% 이상, 300 질량% 이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시광형 산화티탄계 광촉매.

청구항 5.

TiCl4, VOCl3, SnCl4, SbCl5, SiCl4, WCl6 및 BiCl3 로부터 선택된 금속할로겐화물을 함유시킨 산화티탄으로 이루어지고,

승온탈리(昇溫脫離) 스펙트럼에 있어서 623K 이상에서 할로겐함유 물질의 분자 이온 또는 프래그먼트 이온(Fragment

Ion) 피크(Peak)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시광형 산화티탄계 광촉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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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6.
삭제

청구항 7.
삭제

청구항 8.

적어도 5K의 온도에서, ESR 스펙트럼에 가시광 조사시에는 g값 1.950∼2.030의 사이에 피크가 관측되고, 그 피크가 암

흑하에서는 관측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시광형 산화티탄계 광촉매.

청구항 9.

산소를 함유하지 않는 분위기하, 실온에서 측정한 ESR 스펙트럼에 있어서, 가시광 조사시에 관측되는 g값 1.950∼2.030

의 범위의 최대 피크가, 가시광 조사정지후에 3분 이상의 피크강도 반감기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시광형 산화티탄

계 광촉매.

청구항 10.

제8항 또는 제9항에 있어서,

77K보다 저온에서 측정한 ESR 스펙트럼에 있어서, g값 1.986∼1.994에 위치하는 피크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시

광형 산화티탄계 광촉매.

청구항 11.
삭제

청구항 12.

제1항, 제5항, 제8항 및 제9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산화티탄이 산소결함을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시광형 산화티탄계 광촉매.

청구항 13.

제1항, 제5항, 제8항 및 제9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산화티탄의 주된 결정 구조가 아나타제(Anatase)형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시광형 산화티탄계 광촉매.

청구항 14.

산화티탄 및 그 전구체(前驅體) 중 적어도 어느 하나에, TiCl4, VOCl3, SnCl4, SbCl5, SiCl4, WCl6 및 BiCl3 로부터 선택된

금속할로겐화물을 함유하는 반응매체를 접촉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시광형 산화티탄계 광촉매의 제조방법.

청구항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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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항에 있어서,

상기 반응매체와의 접촉 후, 물과의 접촉 및 열처리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시광형 산화티탄

계 광촉매의 제조방법.

청구항 16.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반응매체와의 접촉 후, 또는 그 후의 물과의 접촉 및 열처리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행한 이후에, PW12040
3-,

SiW12040
3- 및 PMo12040

3- 로부터 선택된 헤테로 폴리산과 더 접촉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가시광형 산화티탄계 광촉

매의 제조방법.

청구항 17.

제14항 내지 제16항 중 어느 한 항에 기재한 방법에 의해 제조된 가시광형 산화티탄계 광촉매.

청구항 18.

제1항, 제5항, 제8항, 및 제9항 중 어느 한 항에 기재한 가시광형 산화티탄계 광촉매가 기재(基材) 표면에 부착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촉매기능부재.

청구항 19.

제1항, 제5항, 제8항, 및 제9항 중 어느 한 항에 기재한 가시광형 산화티탄계 광촉매와 바인더(Binder) 성분을 함유하는

피막을 기재 표면에 갖고, 피막중의 그 광촉매의 함유량이 5∼95 질량%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촉매기능부재.

청구항 20.

용매중에 제1항, 제5항, 제8항, 및 제9항 중 어느 한 항에 기재한 가시광형 산화티탄계 광촉매를 분산시킨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촉매분산액.

청구항 21.

제20항에 있어서,

광촉매의 평균 입자경이 500nm 이하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촉매분산액.

청구항 22.

용매중에 제1항, 제5항, 제8항, 및 제9항 중 어느 한 항에 기재한 가시광형 산화티탄계 광촉매를 함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촉매 코팅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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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3.

용매중에 제1항, 제5항, 제8항, 및 제9항 중 어느 한 항에 기재한 가시광형 산화티탄계 광촉매와 바인더와를 함유하고, 상

기 가시광형 산화티탄계 광촉매의 함유량이 비휘발분의 합계량에 근거하여 5∼95 질량％의 범위내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촉매 코팅액.

청구항 24.

제21항에 기재한 광촉매분산액을 사용하여 조제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촉매 코팅액.

청구항 25.

제22항에 기재한 코팅액을 기재 표면에 도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촉매기능부재의 제조방법.

청구항 26.

제20항에 기재한 광촉매분산액에 바인더를 혼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촉매 코팅액의 제조방법.

청구항 27.

기재 표면에 미리 산화티탄 및 그 전구체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부착시킨 후, 상기 산화티탄 및 그 전구체 중 적어도 어느

하나에 TiCl4, VOCl3, SnCl4, SbCl5, SiCl4, WCl6 및 BiCl3 로부터 선택된 금속할로겐화물을 함유하는 반응매체를 접촉시

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촉매기능부재의 제조방법.

청구항 28.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반응매체와의 접촉 후, 기재 표면을 물과의 접촉 및 열처리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촉매

기능부재의 제조방법.

청구항 29.

제27항에 있어서,

상기 반응매체와의 접촉 후, 또는 그 후의 물과의 접촉 및 열처리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행한 이후, 기재 표면을

PW12040
3-, SiW12040

3- 및 PMo12040
3- 로부터 선택된 헤테로 폴리산과 접촉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촉매기능부재

의 제조방법.

청구항 30.

제15항 또는 제28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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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처리를 373∼873K의 온도범위에서 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촉매기능부재의 제조방법.

청구항 31.
삭제

청구항 32.

제14항 또는 제27항에 있어서,

금속할로겐화물이 TiC14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촉매기능부재의 제조방법.

청구항 33.

제14항 또는 제27항에 있어서,

반응매체와 접촉시키기 전에, 산화티탄 및 그 전구체 중 적어도 어느 하나 또는 기재에, 323∼823K의 온도범위에서의 열

처리 또는 습식 처리를 실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촉매기능부재의 제조방법.

청구항 34.

제14항 또는 제27항에 있어서,

반응매체와의 접촉을 323∼873K의 온도범위에서 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촉매기능부재의 제조방법.

청구항 35.

제14항 또는 제27항에 있어서,

반응매체가 가스이고, 그 베이스 가스(Base Gas)가 비산화성 가스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촉매기능부재의 제조방법.

청구항 36.

제35항에 있어서,

베이스 가스가 수소 및 질소 중 적어도 어느 하나를 함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촉매기능부재의 제조방법.

청구항 37.

제14항 또는 제27항에 있어서,

산화티탄 및 그 전구체 중 적어도 어느 하나가, 사염화 티탄, 황산 티탄 및 황산티타닐로부터 선택된 적어도 1종의 화합물

을 질소함유 염기로 중화하는 공정을 거쳐서 제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촉매기능부재의 제조방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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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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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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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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