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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방사선이용 수소생산 기술개발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수소는 청정에너지로서 미래에는 주 에너지원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

재, 화석연료의 증기개질법은 널리 사용되고 있는 가장 경제적인 수소생산 

방법이다. 그러나, 이 기술은 수소와 더불어 다량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

며, 연료인 화석연료는 고갈에 직면해 있으므로, 안전하고 현실적이며 경

제적인 대체 수소생산기술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감마선과 촉매를 이용한 방사촉매 반응에 의한 물로부터

의 수소생산방법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더욱이, 수소생산과 더불어 

EDTA, NTA 및 H2S와 같은 유기성폐기물의 처리는 더욱 경제적인 기술

을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개발에서는 방사촉매반응에 의한 수

소생산기술 및 수소생산과 병용한 금속-EDTA 세정폐수 처리기술을 개발

하고자 한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 방사선에 의한 수소생산

   나노크기의 TiO2를 포함한 여러 종류의 촉매들을 사용하여 감마선에 

의한 수소생산효율을 실험하 다. 촉매들의 상이한 효능은 XRD와 EPR을 

사용하여 규명하 다. 또한, EPR과 spin-trapping방법을 사용하여 수산화

라디칼과 수소원자를 측정하여 수소생산효율에 미치는 촉매의 향을 연

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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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적인 수소생산과 금속-EDTA 세정폐수 처리

   감마선에 의한 수소생산에 훌륭한 촉매효능을 보여준 나노크기의 TiO2 

(nTiO2) 촉매를 사용하여 수소도 생산함과 동시에 세정페수의 주성분인 

금속-EDTA도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연구하 다.

Ⅳ. 연구개발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된 촉매들 중에서 나노크기의 TiO2 (nTiO2)가 가장 

좋은 수소생산을 보여주었으며, 촉매효능은 재사용 할수록 증가하 다. 또

한, 이 촉매는 수소생산과 동시에 금속-EDTA 세정폐수를 성공적으로 처

리하 다.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및 건의사항

    

   본 과제에서 개발된 기술은 수소의 대량생산에 적용될 수 있다. 더욱

이, 동시적인 수소생산과 폐수처리기술은 폐수로부터 에너지의 생산이라는 

부가적인 장점 때문에 기존의 폐수처리기술들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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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Project Title

   Hydorgen production by radiation

Ⅱ. Objective and Importance of Project

   Hydrogen gas (H2), a clean burning fuel, is expected to become a 

major energy source in the future. Currently, steam reforming of 

hydrocarbons is the largest and most economical way to make H2. 

However, this technique is not desirable because it produces much 

carbon dioxide along with H2 and the hydrocarbons become faced with 

shortage. Thus, alternative safe, practical and economically competitive 

H2 technologies should be developed to meet future energy needs. 

   In this sense, the radiocatalytic H2 production from water by 

gamma rays in the presence of catalysts can be an alternative. 

Furthermore, a more economic process can be offered by the 

production of H2 with concomitant oxidative treatment of waste 

compounds such as EDTA, NTA and H2S. Thus, in this work, we 

intend to develop a technique that can be used in radiocatalytic H2 

production and further in the production of H2 with concomitant 

treatment of metal-EDTA waste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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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Scope and Contents of Project

   

● Hydrogen production by gamma rays

   Various kinds of catalysts including a nanosize TiO2 (nTiO2) were 

examined in respect to the efficiency of H2 production by gamma rays. 

The different activity of catalysts was characterized by X-ray powder 

diffraction (XRD) and electron paramagnetic resonance (EPR). A 

combination of EPR and spin-trapping method was also used to detect 

unstable radicals such as hydroxyl radicals and hydrogen atom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catalysts and additives on the efficiency of H2 

production.

● Hydrogen production with concomitant treatment of metal-EDTA 

complexes

   A nanosize TiO2 (nTiO2) catalyst that showed an excellent activity 

in the production of H2 from water by gamma rays were examined in 

respect to the efficiency of H2 production with concomitant treatment 

of metal-EDTA complexes that are main wastes of chemical cleaning 

wastewater.

Ⅳ. Result of Project

   Among the catalysts examined in this work, a nanosize TiO2 

(nTiO2) showed the most efficient H2 production and the efficiency 

increased upon reapplication. This catalyst was also successfully  used 

to produce H2 with concomitant treatment of metal-EDTA comple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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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Proposal for Applications

   The technique developed in this work can be used to produce H2 in 

a large scale. Moreover, a combination of H2 production and 

wastewater treatment can replaces current wastewater treatment 

technologies in view of the production of clean energy from wa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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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개발 필요성 및 목적

   화석에너지는 고갈이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에 있음과 동시에, 이산화탄소 

발생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유발하기 때문에 새로운 대체에너지의 개발이 시급하

다. 수소에너지는 1970년대의 에너지 위기를 겪으면서 화석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로서 그 중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하 고, 1990년대의 지구환경 위기를 

겪으면서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청정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다. 

수소는 전기나 열에너지에 비해서 저장이 용이하고, 공해가 없으며 (연소시 물 

생성), 무한한 재생이 가능하고,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쉽게 전환 가능하고, 석유

나 석탄보다 에너지 저장능력이 뛰어난 고효율의 청정에너지이며, 수소 그 자체

로 암모니아 합성이나 석유정제 등에 다량으로 사용되는 기초 화학제품으로서 

수요가 많다는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 [1]. 

   현재 상용화되어 널리 쓰이고 있는 수소생산 방법은 화석연료의 열분해법이

다 [2]. 그러나, 이 방법은 천연가스, 석유나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수

소생산과 더불어 이산화탄소를 다량으로 방출하므로 환경친화적인 생산방법이 

아니다. 또한, 화석연료는 장기적으로 볼 때 고갈이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을 시급히 개발하여야 한다. 그런 의

미에서 거의 무한한 자원인 물로부터 수소를 생산하는 방법은  좋은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물을 분해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방법들로는 전기분해법, 광화학법, 

열화학법, 생물학법 등이 있다 [3]. 전기분해법은 실용화된 고전적인 방법으로 과

거에는 중요한 수소생산 방법이었으나, 일차적으로 전기에너지를 생산해야 하므

로 전체적으로 에너지 효율이 나쁘다. 광화학법은 태양빛이나 인공빛을 사용하여 

광촉매의 존재 하에서 물을 광분해 하여 수소를 생산하며, 생물학법은 미생물이 

태양에너지를 받아서 이산화탄소를 고정하는 과정에서 hydrogenase나 

nitrogenase 등의 효소가 활성화되어 수소를 생산한다. 태양에너지는 거의 무한

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에너지 도가 낮고 변환효율이 10 % 이하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두 방법들의 상용화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열화학법은 물분해를 

단계적 반응으로 나누어 비교적 낮은 온도 (1300 K 이하)의 화학반응으로 구성

하여 전체적으로는 물을 분해하는 폐사이클을 이용하여 수소를 생산한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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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 방법은 황산 등의 유독물을 고온에서 취급해야 하므로 위험하며, 현재로

서 실용화는 기술적으로 어렵다.

   이에 반해, 감마선을 이용한 수소생산은 고에너지인 감마선에 의해서 물을 직

접 방사분해하여 수소를 생산할 수 있으므로 효율이 우수하고 대량화가 가능하

다 [4]. 또한, 적절한 촉매와 첨가제의 존재 하에서 감마선을 조사하면 수소생산 

효율을 더 높일 수 있다. 이 기술에 대한 기존 기술은 원자로나 방사성물질로부

터 방출되는 방사선을 촉매가 들어있는 순수에 조사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방법

이 있다. 촉매를 고르게 분산시키기 위하여 기계적인 교반을 하 으며, 수소생산

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질소를 주입하여 용존산소를 제거하 다. 또한, 순수에 메

탄올을 첨가하여 수소생산을 촉진하 다. 그러나, 이 방법은 고가의 촉매 (귀금속

이 담지된 반도체 물질) 및 메탄올을 필요로 하며, 촉매를 고르게 분산시키기 위

한 교반과 용존산소를 제거하기 위한 질소주입과 같은 부가적인 공정들을 포함

하고 있으므로 상용화된 방법에 비하여 훨씬 덜 경제적이다. 

   이에 본 연구개발에서는, 고가의 귀금속이 담지되어 있지 않은 우수한 성능의 

촉매를 개발하여 수소생산 효율을 증가시키며, 더 나아가 고가의 메탄올 대신 금

속-EDTA 세정폐수를 사용하여 폐수도 처리함과 동시에 수소생산도 증가시킬 

수 있는 경제적인 공정에 대한 기초연구를 하고자 한다. 특히, 금속-EDTA 세정

폐수에 촉매를 분산시킨 후 감마선을 조사하여 물의 방사분해를 촉진시킴으로서 

생성되는 수산화라디칼 (․OH)과 수소원자 (․H) 및 전자 (e
-
)에 의해 동시적으

로 EDTA를 분해제거하고 수소를 생산하며 금속을 회수하고자 한다. 이 공정을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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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chematic diagram of H2 production with 

concomitant treatment of metal-EDTA comple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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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환경친화적인 수소생산 기술들의 개요

1. 전기분해법 [3,5]

   전기분해법은 전자를 발생하는 양극, 전자를 소모하는 음극, 수산화이온을 전

달하는 알칼리 전해질과 격막으로 구성되어, 음극에서는 수소를 발생하고 양극에

서는 산소를 발생한다. 이와 같은 종래의 전기분해법의 에너지 효율은 50 - 60 

% 정도에 지니지 않기 때문에, 이 효율을 올리기 위해서 고온․고압상태에서 전

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전해액을 고온으로 하면 장치의 재료에 충격이 가해

지고 고압의 수소와 산소의 혼합에 의한 폭발의 위험성이 커진다는 문제점이 있

으므로 이에 대한 해결이 시급하다. 

   수용액전해질 대신 이온도전성인 고체고분자전해질 (Solid Polymer 

Electrolyte)을 이용한 SPE법은 높은 전류 도에서도 고효율로 전기분해가 가능

한 방법이다. 전해질로는 이온교환막을 사용하고 전극은 양극반응 및 음극반응에 

적당한 전극촉매를 막 양면에 접합시킨다. SPE법의 장점은 알칼리 등의 부식성 

용액없이 물만을 순환시키기 때문에 장치재료의 선택이 용이해서 보수 유지가 

쉬우며, 양쪽 극실이 비다공질막으로 떨어져 있으므로 차압에 견디고 장치의 고

압화가 용이하고, 발생 기체는 전극에서 급전체쪽으로 빼낼 수 있기 때문에 전극

간의 기체 저항이 없고, 고전류 도에 대해서도 저항손실을 적게 받는다는 것이

다. 그러나, 막이 강산성을 나타내므로 막에 부착시킨 전극이나 촉매재료의 부식

은 해결해야 할 큰 문제이다.

2. 생물학법 [6]

   생물학법은 미생물이 태양에너지를 받아서 고유의 광합성 작용에 의해 물을 

분해하고 공기중의 이산화탄소를 고정화하여 성장하고, 이로부터 수소를 생산하

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수소생산과 더불어 산소를 발생하고 이산화탄소를 소모

하므로 환경보존에 이로운 청정기술이다. 수소생산에 사용되는 미생물로는 세균

과 조류가 있는데, 대표적인 세균으로는 puple non-sulfur 세균인 

Rhodopseudomomas  속이 있으며 조류로는 green algae인 Scenedesmus  속 및 

blue green algae인 Anabaena 속의 조류가 있다.

   생물학법은 원료물질이 물, 바이오매스 또는 가스 여부에 따라 구분된다. 원

료물질이 물인 경우는 직접 광분해와 간접 광분해로 구분된다. 직접 광분해는 수

소생산 미생물이 광합성 조건에서 hydrogenase에 의해 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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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다. 간접 광분해는 최종산물인 산소가 hydrogenase의 작용을 억제하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으로, 1단계에서 광합성에 의해 탄수화물을 

합성하고, 2단계에서는 이 탄수화물의 발효에 의해서 수소를 생산한다. 바이오매

스의 경우는 유기성폐기물을 혐기발효하여 수소도 생산하고 폐기물도 처리하며 

산업원료 물질로도 변환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가스의 경우는 미생물이 CO가스

를 실온에서 수소로 전환시키는 방법으로, 고온과 촉매가 필요한 화학공정을 생

물공정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광화학법 [7]

   광화학법은 광촉매와 빛으로 물을 분해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방법이다. 광촉

매로 쓰이는 반도체 성질의 물질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고유의 띠간격 에너지 

이상의 빛을 흡수하면 들뜬 상태로 여기되어 전자-정공의 전하쌍을 생성하여 물

을 수소와 산소로 광분해한다. 광촉매를 활용한 수소생산은 기초적 연구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태양광의 약 43 %를 차지하는 가시광선 역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 광촉매를 개발한다면 진정한 의미의 그린대체에너지원의 확보일 것이다.

   광화학법의 핵심기술은 광촉매 제조 및 촉매 반응메카니즘의 규명으로, 외국

에서는 새로운 광촉매 및 전자이동 규명 노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또한, 태

양광의 가시광선 역 활용, 반응 효율을 감소시키는 전자/정공 재결합 방지, 광

촉매의 물에서의 안정성(내구성) 확보 등이 주요 연구대상이다. 

4.  열화학법 [8]

   물을 직접 열분해하여 수소와 산소로 분해하는 데는 3000 
O
C 이상의 고온이 

필요하나, 이를 몇 단계의 화학반응으로 나누어 보다 낮은 온도에서 분해하도록 

한 것이 열화학법이다. 열원으로는 고온의 가스로 또는 집열된 태양광, 핵반응로 

및 제철소 용광로 폐열 등이 고려되고 있다. 열화학법은 순수 열화학사이클과 혼

성화학사이클로 분류될 수 있다. 순수 열화학사이클로는 수증기와 염소로부터 산

소를 발생시키는 Deacon equilibrium을 이용한 사이클, 수증기와 탄소 또는 일산

화탄소의 산화반응응을 이용하는 사이클, 여러 산화상태를 가지는 전이금속 산화

물을 이용하는 사이클, 할로겐화합물을 이용하는 사이클이 있다. 혼성화학사이클

을 이용하는 기술은 순수 열화학사이클을 보완 및 개선하기 위하여, 대부분 전기

분해 방법을 병용하고 있으나, 일부는 광화학방법을 이용하기도 한다.

   현재는 보다 저온에서 산화환원이 이루어지는 사이클을 찾는 것이 중요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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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장래에 태양에너지-수소생산 시스템의 실증을 거쳐 실용화가 가능할 것

으로 평가된다. 특히, 금속산화물을 이용한 열화학법은 전기분해법에 필적할 수 

있으며, 대량생산시 전기분해법보다 비용감소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대량의 수소

생산에 더 적합할 것으로 기대된다.

5. 방사화학법 [4,9]

   방사화학법의 원리는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크게 방사촉매반응과 방사

분해반응으로 나눌 수 있다. 방사촉매반응의 경우, 세정폐수에 분산되어 있는 촉

매에 감마선이 조사되면, 공유띠의 전자 (e
-
)가 전도띠로 여기하여 공유띠에는 정

공 (h
+
)이 생기고 전도띠에는 전자 (e

-
)가 생성된다. 이러한 전자-정공쌍이 재결

합을 피해 표면으로 이동하여 각각의 반응을 일으킨다. 전자는 수소이온 (H
+
)을 

환원시켜 수소가스 (H2)를 생성하고, 정공은 수산화이온 (OH
-
)을 산화시켜 수산

화라디칼 (․OH)을 생성한다. 방사분해반응의 경우, 폐수에 감마선이 조사되면, 

물이 방사분해되어 수산화라디칼 (․OH)과 수소원자 (․H)로 분해된다. 생성된 

수소원자는 촉매에 의하여 수소가스로 전환된다. 위 두 반응들로부터 생성된 수

산화라디칼은 폐수를 산화 처리하며, 이런 방법으로 수산화라디칼이 소모됨에 따

라 수소원자와의 재결합이 방해되어 수소생산은 더 증가된다.

   상기에서 물을 분해하여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방법들로 전기분해법, 광화학

법, 열화학법, 생물학법에 대해 설명하 다. 그러나, 전기분해법은 일차적으로 전

기에너지를 생산해야 하므로 전체적으로 에너지 효율이 나쁘고, 광화학법과 생물

학법은 에너지 도가 낮은 태양에너지를 사용한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들 방법들의 상용화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열화학법 또한 연구단계에 머물러 있

기에 현재로선 실용화는 기술적으로 어렵다. 이에 반해 방사화학법은 고에너지인 

감마선을 이용하여 물을 직접 방사분해하여 수소를 생산하므로 효율이 우수하고 

대량화가 가능하다. 또한, 방사촉매를 사용하면 수소생산 효율을 더 증가시킬 수 

있으며, 폐수처리와 병용하면 수소생산도 증가시킬 수 있고 폐수도 처리할 수 있

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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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연구개발 내용 및 결과

제 1 절  방사선과 촉매를 이용한 수소생산

1. TiO2 촉매를 이용한 수소생산

가. 실험 방법

   TiO2 촉매는 titanium isopropoxide (TTIT, 97 % Aldirch)를 사용하여 졸-겔

법으로 만들었다. 용액 A는 80 ml의 TTIT와 80 ml의 2-propanol (99.5 %, 

Showa)를 1시간동안 미리 섞어서 만들었다. 용액 B는 47.5 ml의 2-propanol과 

47.5 ml의 H2O를 혼합한 후 pH를 HNO3로 1로 맞춘 다음, 1시간동안 미리 섞어

서 만들었다. 용약 B를 교반중인 용액 A에 천천히 떨어뜨린 다음, 혼합용액을 

상온에서 강력하게 2시간 동안 더 교반하여 잘 분산된 titania 졸을 얻었다. 상온

에서 18시간 동안 숙성하고 rotary evaporator를 이용하여 말린 후, 500 
O
C에서 

공기분위기에서 4시간 동안 소성하 다. 

   0.1 wt % 금속이 도핑된 TiO2 촉매 (금속-TiO2)는 일정양의 금속용액을 용

액 B에 첨가한 후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만들었다. TiO2/ϒ-ray와 금속-TiO2/ϒ

-ray 촉매들은 TiO2와 금속-TiO2 촉매들을 만들기 위한 과정 중에서 용액 A와 

B를 섞은 직후 생성된 졸 용액들을 3.7 × 10
15
 Bq의 Co-60 감마선원 (AECL 

IR-79, Canada)을 이용하여 144 kGy의 흡수선량으로 감마 조사하여 만들었다. 

금속-TiO2/IMP 촉매들은 금속용액에 상용의 TiO2 (100 % anatase, Aldrich)를 

분산시킨 후 말려서 공기조건에서 500 
O
C에서 4시간 소성하여 만들었다.

   합성한 촉매들의 X-ray diffraction (XRD) pattern은 SIEMENS D5000 

diffractometer를 이용하여 구하 으며, EPR spectra는 77 K에서 Bruker EMX 

spectrometer를 사용하여 얻었다. 물의 감마조사에 의해 생성되는 수산화라디칼

과 수소원자들은 DMPO (5,5-dimethyl-pyrroline-N-oxide)를 이용하여 스핀트랩

한후, DMPO-OH와 DMPO-H의 EPR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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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Apparatus for H2 production experiment with 

gamma rays and cataly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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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과 촉매를 이용한 수소생산 실험장치는 그림 2에 나타나 있다. 반응기

에 들어있는 500 ml의 물에 4 g의 촉매를 혼합한 후, 반응기의 빈 공간과 포집

기의 공기를 아르곤가스로 제거한 다음 포집기를 진공으로 만들었다. 조사는 상

온에서 3.7 × 10
15
 Bq의 Co-60 감마선원 (AECL IR-79, Canada)을 이용하여 157 

kGy의 흡수선량으로 하 다. 발생되는 수소 정량은 Precision Gas Mass 

Spectrometer (Finnigan MAT 271)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나. 실험 결과 및 고찰

   여러 종류의 촉매들과 감마선을 이용하여 수소를 생산하 다. 표 1에 나타나 

있듯이, 촉매를 첨가하게 되면 순수만 사용하 을 때보다 훨씬 많은 수소가 생산

되었다. 이것은 촉매가 물의 방사분해를 촉진하여 수소를 더 많이 생산한다는 것

을 보여준다. Cu-TiO2를 제외한 금속이 도핑된 TiO2들은 도핑되지 않은 TiO2보

다 더 낮은 촉매효율을 보 다. 이것은 Pt, Ru, Rh나 Au를 포함하는 촉매들은 

수소생산을 상당히 촉진한다는 기존결과와 상당히 다른 결과이다 [9,10,11]. 이 

결과는 금속을 포함하는 TiO2 촉매를 합성하는 방법의 차이에서 생겼다고 생각

한다. 

   상기의 이유로 금속-TiO2 촉매들의 합성법을 달리하여 수소생산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았으며, 결과는 표 2에 나타나 있다. Pt-TiO2 촉매들의 경우, 감마조

사하에서 숙성된 Pt-TiO2/ϒ-ray는 수소생산을 크게 증가시켰으며, 백금이 표면에 

담지된 Pt-TiO2/IMP는 백금이 도핑된 Pt-TiO2보다 더 많은 수소를 생산하 다. 

그러나, Cu-TiO2/IMP와 Cu-TiO2사이에는 특별한 촉매활성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Cu-TiO2 촉매들 중에서는 Cu-TiO2/ϒ-ray가 가장 낮은 수소생산을 보여

주었다. 위 실험조건들에서 희생시약으로 메탄올을 첨가하여 수소생산의 변화를 

관찰하 다. 메탄올은 수산화라디칼을 제거하여 수산화라디칼과 수소원자가 재결

합하는 것을 막아줌으로서 수소생산을 촉진한다 [4]. 표 2에 나타나 있듯이, 수소

생산은 촉매의 종류에 상관없이 크게 증가하 으며, 촉매 존재시 순수만 있을 때

보다 약간 더 많은 수소를 생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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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roduction of H2 by gamma rays in the presence of various TiO2 

catalysts. Absorbed dose was 157 kGy.

Catalysts a H2 evolved (μmol)

None 
b

19.55

TiO2 56.19

Pt-TiO2 26.28

Cu-TiO2 67.31

Ru-TiO2 19.82

Rh-TiO2 23.91

Au-TiO2 36.83

a
 8 g/l

b
 pure water al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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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ffect of preparation method of TiO2 catalysts on H2 production by 

gamma rays. Absorbed dose was 157 kGy.

Catalysts a
H2 evolved (μmol)

without methanol with methanol b

None c 19.55 6343.48

TiO2 56.19 6914.16

TiO2/ϒ-ray 36.50 - 
d

Pt-TiO2 26.28 6680.80

Pt-TiO2/ϒ-ray 52.51 6707.75

Pt-TiO2/IMP 81.37 6358.51

Cu-TiO2 67.31 6783.94

Cu-TiO2/ϒ-ray 29.92 5821.08

Cu-TiO2/IMP 61.60 6588.92

a
 8 g/l

b
 2.46 M

c
 pure water alone

d
 not determ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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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성방법에 따른 수소생산효율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XRD pattern과 

EPR spectra를 측정하 다. TiO2 촉매들의 XRD pattern은 그림 3에 나타나 있

다. TiO2와 Cu-TiO2 촉매들의 경우, 감마조사는 아나타제의 형성을 크게 저지하

으며, 이는 수소생산을 감소시켰다. 이 현상은 일반적으로 아나타제형이 루타

일형보다 촉매활성이 더 좋다는 사실과 부합된다. 그러나, Pt-TiO2의 감마조사는 

루타일의 형성을 촉진하 는데도 불구하구 수소생산을 증가시켰다. 이 결과는 아

나타제형이 절대적으로 우세한 가운데 루타일형이 조금 섞 을 경우에는 수소생

산에 유리하다는 것을 제시해 주고 있다. 

그림 4는 77 K에서 측정한 TiO2 촉매들의 EPR spectra를 보여준다. g  값이 2

이하인 피크들은 Ti 사이트에 트랩된 전자로 인하여 형성된 Ti
3+
에 의한 것이다 

[12]. g  값들이 2.00에서 2.03사이에 있는 피크들은 산소 사이트에 트랩된 홀들에 

의해 형성된 산소라디칼 (O
-
·)에 의한 것이다 [13]. 감마조사는 TiO2 촉매의 경우 

g  = 2.005의 피크크기를 증가시켰지만, Pt-TiO2 촉매의 경우에는 감소시켰다.  

감마조사가 TiO2 촉매의 경우 수소생산을 감소시켰지만, Pt-TiO2 촉매의 경우에

는 증가시켰다는 점에서 이 피크는 수소생산과 접한 관련이 있다. 즉, 이 피크

의 증가 (TiO2 격자내의 산소라디칼의 증가)는 수소생산을 증가시킨다.

   EPR/spin-trapping을 이용하여 감마조사시 생성되는 수산화라디칼과 수소원

자를 측정하 다. 그림 5는 전형적인 DMPO-OH와 DMPO-H adduct들의 EPR 

spectra를 보여준다. DMPO-OH 신호는 메탄올이나 Cu-TiO2 촉매를 첨가하면  

감마조사만을 하 을 경우보다 훨씬 감소한 반면,  DMPO-H 신호는 거의 변하

지 않았다. 메탄올과 Cu-TiO2 촉매는 수산화라디칼을 제거함으로서 수산화라디

칼과 수소원자가 재결합하는 것을 방해한며, 이것은 다시 수소생산을 촉진시킨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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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XRD patterns of (a) TiO2, (b) TiO2/ϒ-ray, (c) Cu-TiO2, 

(d) Cu-TiO2/ϒ-ray, (e) Pt-TiO2 and (f) Pt-TiO2/ϒ-ray.

Anatase

Rutile

2 θ

a

b

c

d

e

f



- 14 -

Figure 4. EPR spectra of (a) TiO2, (b) TiO2/ϒ-ray, 

(c) Pt-TiO2 and (d) Pt-TiO2/ϒ-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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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EPR spectra of DMPO-OH (OH) and DMPO-H (H) adducts of 

(a) gamma irradiation alone, (b) gamma irradiation in the presence of 

methanol (5 × 10
-2
 M) and (c) gamma irradiation in the presence of 

Cu-TiO2 (10 g/l). The concentration of DMPO was 0.17 M and 

the absorbed dose was 20 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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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양한 종류의 촉매를 이용한 수소생산

가. 실험 방법

   자연촉매로서 갯벌은 여수지역에서 채취한 후 산처리하여 건조된 시료를 이

용하 고, 합성촉매로 쓰인 MCM-41과 나노입자의 TiO2 (nTiO2)는 기존의 발표

된 문헌을 참조하여 제조하 다 [14,15]. 상용화된 제품으로 anatase와 bentonite

는 Aldrich사를 통해 구입하 고, P25 (anatase 78%, rutile 22%)는 Degussa사로

부터 구입하여, 이들의 표면에 CuSO4․5H2O (Showa, 99%)를 이용하여 

impregnation 방법으로 구리를 입혔다. 이때 Cu의 양은 시료 20g당 0.005 mol이 

되게끔 하 다. 방사선과 촉매를 이용한 수소생산 실험장치는 그림 2에 나타나 

있으며, 방사선에 의한 수소기체 발생실험은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하 다.

나 실험 결과 및 고찰

   높은 비표면적을 갖도록 합성된 다공성 MCM-41과 산처리한 갯벌, 그리고 

졸겔법으로 합성한 나노입자의 산화티탄늄 (nTiO2)을 이용하여 수소생산 실험을 

하 으며, 그 결과는 표 3에 나타나 있다. 비표면적이 월등히 넓은 MCM-41은 

가장 저조한 수소생산을 보여주었으며, nTiO2는 가장 좋은 수소생산 효율을 보

다. 이는 nTiO2가 MCM-41이나 갯벌보다 더 좋은 광전기화학적 성질을 나타

냄을 알 수 있다. 또한, nTiO2는 수소와 더불어 산소도 생산하 으며, H2/O2의 

몰비는 4.0 이었다.

   표 4는 여러 촉매에 impregnation 방법으로 활성물질 Cu를 입힌 촉매를 사용

하여 수소를 생산한 결과이다. 발생된 수소량은 anatase > bentonite > P25 순

으로 차이를 나타내었다. 촉매 담체로 쓰인 두 종류의 TiO2 (anatase와 P25)의 

생성된 수소생산결과를 보면 약 1.8배의 차이를 나타낸다. 이는 P25내에 78 % 

만이 광전기화학적 특성이 강한 anatase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다.그리고 bentonite의 생성된 수소량이 광전기화학적특성이 있는 P25보다 높은 

이유는 활성물질로 쓰인 Cu가 bentonite 표면의 Na 이온과 교환하여 TiO2의 Cu

보다 좀더 고르게 분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유추된다. 구리를 impregnation한 

촉매들의 생성된 산소량은 H2/O2 몰비를 고려할 때, nTiO2보다 더 많았다. 이는 

nTiO2가 산소는 적게 생산함과 동시에 수소를 많이 생산한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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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production of H2 and O2 from water by gamma irradiation with 

various catalysts. Absorbed dose was 157 kGy.

Catalysts a 
BET  

(m2/g)

H2 evolved O2 evolved Mole 

ratio

(H2/O2)ml mmol ml mmol

None 
b

- 
c

0.4 0.02 - - -

MCM-41 1015.1 2.9 0.13 - - -

Tidal Clay 30.2 3.4 0.15 - - -

nTiO2 
d

176.9 58.7 2.62 14.6 0.65 4.0

a
 8 g/l

b
 pure water alone

c
 not determined

d
 nanosize TiO2 synthesized in this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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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he effect of supporting materials on the efficiency of catalysts. 

Absorbed dose was 157 kGy.

Catalysts a 
BET  

(m2/g)

H2 evolved O2 evolved Mole 

ratio

(H2/O2)ml mmol ml mmol

Cu/anatase 11.9 51.5 2.30 19.5 0.97 2.6

Cu/P25 46.7 27.9 1.25 18.8 0.46 2.7

Cu/bentonite 26.9 45.5 2.03 10.2 0.84 2.4

a
 8 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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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나노 TiO2 촉매를 이용한 수소생산

가. 실험 방법

   나노크기의 TiO2 (nTiO2) 촉매들은 titanium isopropoxide (TTIP, 97 % 

Aldrich), 염산 (HCl, 35.5 % Showa)과 순수 (H2O)를 이용하여 만들었다. 최적의 

TTIP: H2O: HCl의 비는 1: 40: 0.3이었으며, 합성법은 다음과 같다 (그림 6). 

TTIP를 H2O와  HCl이 섞여있는 용액에 1300 rpm으로 교반하면서 1시간 동안 

천천히 떨어뜨린다. 이 때 하얀 현탁액이  수화와 축합 반응들의 결과로 생성되

게 된다. 점도가 강한 투명한 용액을 얻기 위하여, 위 현탁액을 800 rpm으로 24

시간 더 교반한 후, 80 
O
C에서 4 시간 동안 가열하여 푸른색의 용액을 얻는다. 

이 용액을 rotary evaporator로 80 
O
C에서 휘발시킨 다음, 공기분위기에서 여러 

온도로 열처리 한다. 

   nTiO2의 XRD pattern들은 Rigaku diffractometer로 측정하 으며, BET 비표

면적은 77 K에서 Micromeritics ASAP 2010 instrument을 이용하여 구하 다. 

nTiO2의 모양과 크기는 EM 912 OMEGA (Carlzeiss, Germany) micrometer로 

관찰하여 구하 다. EPR spectra는 77 K에서 Bruker EMX spectrometer로 측정

하 다. 

   수소생산 실험은 상온에서 Co-60 고준위방사선원 (AECL IR-79, Canada)을 

이용하여 88 kGy의 흡수선량으로 하 다. 이 방사선원의 방사능은 약 3.7 × 10
15
 

Bq이었다. 조사물은 50 ml의 유리병에 준비하 다. 20 ml의 순수와 0.1 g의 촉매

를 이 병에 첨가한 후에 고무마개와 알류미늄 뚜껑으로 새지않게 막았다. 생성된 

수소는 samplelock gastight syringe (Hamilton)로 뽑아내서 HP 5890 gas 

chromatograph로 분석하 다.

나 실험 결과 및 고찰

   nTiO2를 포함하는 여러 종류의 촉매들의 존재하에서, 감마선을 조사하여 수

소를 생산하 다. 표 5에 나타나 있듯이, nTiO2의 촉매활성은 제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상용의 TiO2 촉매들 (아나타제형, 루타일형, P25, NT-20) 보다 훨씬 우수하

으며, 재사용할수록 수소생산은 조금씩 증가하 다. 그림 7의 TEM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nTiO2는 나노크기의 분말로 크기는 5 nm이하이고 BET 비표

면적은 134.5 m2/g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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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idified Water

Dropping TTIP  (1300 rpm, 1 hr)

H2O HCl

Mixing (800 rpm, 24 hr)

Heating (75 OC, 4 hr)

Evaporating (80 OC)

Nanosize TiO2

Acidified Water

Dropping TTIP  (1300 rpm, 1 hr)

H2O HCl

Mixing (800 rpm, 24 hr)

Heating (75 OC, 4 hr)

Evaporating (80 OC)

Nanosize TiO2

Figure 6. Flowchart for the synthesis of nanosize TiO2 used in this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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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Radiocatalytic H2 production (%) by gamma rays in the presence of 

various catalysts. Absorbed dose was 88 kGy.

Catalysts 
a BET

(m2/g)

1st run

(88 kGy)

2nd run

(88 kGy)

3rd run

(176 kGy)

none 
b

- 
c

ND 
d

- -

nTiO2 
e

134.5 5.04 6.85 16.19

nTiO2-150 
f

155.9 3.29 4.21 9.91

nTiO2-200 170.8 2.22 2.62 7.00

nTiO2-300 103.0 0.05 0.07 2.33

nTiO2-400 62.9 0.51 2.63 5.36

nTiO2-500 27.1 0.92 3.41 8.32

nTiO2-600 15.2 0.92 3.28 8.27

nTiO2-700 6.7 0.64 3.14 7.41

anatase 
g

- 0.14 - -

rutile 
h

- 0.74 - -

P25 
i

- ND - -

NT-20 
j

- - - 7.93

a
 5 g/l

b
 pure water alone

c
 not determined

d
 not detected

e
 nanosize TiO2 synthesized in this work

f
 nanosize TiO2 thermally treated at 150 

O
C

g
 anatase phase TiO2 purchased from Aldrich (USA)

h
 rutile phase TiO2 purchased from Aldrich (USA)

i
 nanosize TiO2 purchased from Degussa (Japan)

j
 nanosize TiO2 purchased from NANO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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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TiO2를 여러 온도에서 열처리한 결과, 비표면적은 200 
O
C까지는 증가하다가 

온도를 더 올리게 되면 급속히 감소하 다. 이런 비표면적의 변화는 수소생산에 

향을 주어지만, 어떤 상관관계는 없었다. 수소생산은 열처리 온도를 증가시킬

수록 크게 감소하다가 300 
O
C이상에서는 조금 증가하 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

은 촉매를 재사용하여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열처리에 의한 nTiO2의 촉매활성 변화를 규명하기 위하여, nTiO2의 XRD 

pattern과 EPR spectra를 구하 다. 그림 8은  0 
O
C에서 700 

O
C까지 열처리한 

nTiO2의 XRD pattern을 보여준다. 열처리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아나타제형이 

사라져 가고 루타일형이 생기다가, 마침내 600 
O
C이상에서는 순수한 루타일만이 

형성되었다. 표 5에 나타나있듯이, 이런 변화는 수소생산을 감소시켰다. 이것은 

아나타제형이 루타일형보다 촉매활성이 더 좋다는 것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그림 9는 77 K에서 측정한 nTiO2의 EPR spectra이다. nTiO2의 열처리는 g  = 

2.004에 위치한 산소라디칼의 피크를 크게 변화시켰다. 300 
O
C까지의 열처리에서

는, 이 피크의 크기는 열처리 온도를 증가시킬수록 증가하 다. 300 
O
C이상에서

는, 이 피크는 g  = 2.011로 변경되었고, 열처리 온도에 따른 피크변화는 미미하

다. 이것은 g  = 2.004에 위치한 피크가 수소생산과 접한 관련이 있으며, g  = 

2.011으로 이동은 수소생산을 급격히 감소시켰다는 것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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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XRD patterns of nanosize TiO2 (nTiO2) catalysts. Thermal 

treatment temperature (
O
C) is given by TiO2-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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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EPR spectra of nanosize TiO2 (nTiO2) catalysts. Thermal treatment 

temperature (
O
C) is given by nTiO2-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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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수소생산과 동시적인 금속-EDTA 세정폐수 처리

1. 실험 방법

nTiO2 촉매들은 titanium isopropoxide (TTIP, 97 % Aldrich), 염산 (HCl, 

35.5 % Showa)과 순수 (H2O)를 이용하여 앞 절과 같은 방법으로 만들었다. 실

험은 상온에서 Co-60 고준위방사선원 (AECL IR-79, Canada)을 이용하여 수행

하 다. 이 방사선원의 방사능은 약 3.7 × 10
15
 Bq이었다. 정성실험의 경우, 조사

물은 50 ml의 유리병에 준비하 다. 20 ml의 금속-EDTA 용액과 0.1 g의 촉매

를 이 병에 첨가한 후에 고무마개와 알류미늄 뚜껑으로 새지않게 막았다. 조사는 

88 kGy의 흡수선량으로 하 다. 생성된 수소는 samplelock gastight syringe 

(Hamilton)로 뽑아내서 HP 5890 gas chromatograph로 분석하 다. 정량실험의 

경우, 600 ml의 반응기에 500 ml의 금속-EDTA 용액과 1 g 또는 5 g의 촉매를 

혼합한 후, 반응기의 빈 공간과 포집기를 진공으로 만들었다. 조사는 30 kGy의 

흡수선량으로 하 다. 발생되는 수소 정량은 Precision Gas Mass Spectrometer 

(Finnigan MAT 271)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2. 실험 결과 및 고찰

   표 6은 감마선과 이산화티탄 촉매 병용에 의한 동시적인 세정폐수처리와 수

소생산에 대한 정성실험 결과를 나타낸다. 순수만을 사용하 을 경우, 수소생산

은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미미하 다. 구리와 철과 같은 금속들이나 nTiO2 촉

매, EDTA 등을 첨가하면 수소생산은 증가하 으며, 그 중에서 EDTA 첨가가 

가장 우수한 수소생산 효율을 보여주었다. 이들의 여러 조합을 이용하여 실험한 

결과, EDTA만을 첨가하 을 경우보다 대부분이 적은 수소생산을 보여주었다.

   총유기탄소 (TOC) 제거의 경우, EDTA만 단독으로 첨가하면 3.7 % 정도가 

제거되었고, 금속-EDTA 착물을 첨가하면 TOC의 제거가 증가하 다. 위 세 시

스템에 nTiO2를 더 첨가하면 TOC의 감소폭은 더 커졌다. 그러나, Cu-EDTA와 

Fe-EDTA의 혼합물에 nTiO2를 첨가하면 TOC의 제거율은 8.3 %로 감소하 다. 

금속회수의 경우, 금속-EDTA 착물만 단독으로 있으면 구리와 철은 각각 31.4 

% 와 1.9 %가 제거되었다. 그러나, 위 시스템에 nTiO2를 첨가하면 구리제거는 

약간 증가하 지만, 철 제거는 감소하 다. 혼합금속-EDTA에 촉매를 첨가하면, 

구리제거는 21.6 %로 감소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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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Qualitative experiments on radiocatalytic H2 production and 

concomitant metal-EDTA treatment by gamma rays in the presence of nTiO2. 

Absorbed dose was 88 kGy.

Additives
H2

(%)

TOC removal

(%)

Cu recovery

(%)

Fe recovery

(%)

none 
a

ND 
b

- 
c

- -

Cu d 6.79 - ND -

Fe 
e

1.28 - - 3.8

nTiO2 
f

18.12 - - -

EDTA g 61.61 3.7 - -

Cu-EDTA 15.03 19.9 31.4 -

Fe-EDTA 9.69 29.1 - 1.9

Cu + nTiO2 6.67 - 2.0 -

Fe + nTiO2 5.11 - - 11.3

EDTA + nTiO2 60.63 8.0 - -

Cu-EDTA + 

nTiO2
14.76 22.4 33.3 -

Fe-EDTA + nTiO2 10.26 31.5 - ND

Cu + Fe + nTiO2 3.48 - ND 11.3

Cu,Fe-EDTA + 

nTiO2
13.33 8.3 21.6 1.9

a
 pure water alone

b
 not detected

c
 not determined

d
 5 × 10

-2
 M Cu(NO3)2

e
 5 × 10

-2
 M Fe(NO3)3

f
 5 g/l nanosize TiO2 sysnthesized in this work

g
 0.1 M Na2ED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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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7은 감마선과 이산화티탄 촉매 병용에 의한 동시적인 세정폐수처리와 수

소생산에 대한 정량실험 결과를 나타낸다. 1 g의 나노크기 이산화티탄 촉매를 첨

가하 을 경우에는 순수만을 사용할 경우보다 약 27배 더 많은 수소가 생산되었

으며, 촉매의 양을 5 g으로 늘리면 약 41배로 늘어났다. 또한, 촉매를 재사용 할

수록 감마선 조사에 의하여 촉매의 활성점이 증가하여 수소생산 효율이 증가함

을 알 수 있었다. 촉매와 함께 세정폐수처리에 사용되는 계면활성제인 EDTA만

을 첨가하게 되면, 수소생산은 약 94배로 증가하 다. 세정폐수의 주성분인 

Cu-EDTA 또는 Fe-EDTA를 첨가하게 되면, 나노크기의 이산화티탄 촉매의 분

산성이 감소하여 수소생산은 약간 줄어들게 되며, 그 감소는 Fe-EDTA의 경우

에 훨씬 컸다. Cu-EDTA와 Fe-EDTA 혼합물의 경우에는 각각의 경우의 중간정

도의 수소생산 효율을 보여주었으며, 촉매의 양을 증가하여도 수소생산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그러나, 순수나 촉매만을 사용하 을 경우보다는, 금속-EDTA 

세정폐수를 사용하 을 경우가 훨씬 많은 수소생산을 보여주었다.

   TOC의 제거율을 보면, EDTA만 단독으로 첨가하면 69 % 정도가 제거되었

고, 금속-EDTA 착물을 첨가하면 TOC의 제거가 감소하여 구리의 경우는 27 %

고 철의 경우는 더욱 감소하여 4 % 다. 혼합금속-EDTA를 첨가한 경우는 촉

매가 2 g/l일때는 22 % 는데, 더 많은 촉매를 첨가하면 TOC 제거율이 크게 증

가하여 51 %가 되었다. EDTA 분해제거의 경우, EDTA만 단독으로 첨가하면 

81 % 정도가 제거되었고, 금속-EDTA 착물을 첨가하면 EDTA의 제거가 약간 

감소하 다. 감소폭은 철의 경우가 더 심하 다. 혼합금속-EDTA를 첨가하면 각

각을 첨가한 경우의 중간정도의 EDTA 분해제거율을 보여주었으며, 촉매를 더 

첨가하면 제거율은 증가하 다. 금속회수의 경우, 금속-EDTA 착물이 단독으로 

있으면 구리와 철은 각각 82 % 와 85 %가 제거되었다. 그러나, 혼합금속

-EDTA를 첨가하면, 철은 거의 제거되지 않았고, 촉매를 증가시키면 14 % 정도 

제거되었지만, 구리는 약 55 % 정도가 제거되었다.

   상기의 정성 및 정량실험 결과, 금속-EDTA 세정폐수에 촉매를 분산시킨 후 

감마선을 조사하게 되면, 물의 방사분해에 의해 생성되는 수산화라디칼 (․OH)

과 수소원자 (․H) 및 전자 (e
-
)에 의해 동시적으로 EDTA를 분해제거하고 수소

를 생산하며 금속을 회수할 수 있다. 더욱이, 수소생산과 폐수처리의 병용은 시

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수소생산을 더욱 증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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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Quantitative experiments on radiocatalytic H2 production and 

concomitant metal-EDTA treatment by gamma rays in the presence of nTiO2. 

Absorbed dose was 30 kGy.

Additives
H2

(μmol)

TOC 

removal(%

)

EDTA

removal(%

)

Cu 

recovery(%)

Fe 

recovery(%)

none 
a

31 - 
b

- - -

nTiO2 
c

820 - - - -

nTiO2 
d

1274 - - - -

EDTA 
e
 + nTiO2 2902 69 81 - -

Cu-EDTA 
f
 + 

nTiO2
2775 27 63 82 -

Fe-EDTA 
g
 + 

nTiO2
2096 4 32 - 85

Cu,Fe-EDTA + 

nTiO2
2133 22 44 55 4

Cu,Fe-EDTA + 

nTiO2 
d 2183 51 59 56 14

a
 pure water alone

b
 not determined

c
 2 g/l nanosize TiO2 sysnthesized in this work 

d
 10 g/l nTiO2

e
 1 × 10

-2
 M Na2EDTA 

f
 1 × 10

-3
 M Cu(NO3)2 + 1 × 10

-2
 M Na2EDTA

g
 1 × 10

-3
 M Fe(NO3)3 + 1 × 10

-2
 M Na2ED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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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결론 및 활용계획

   본 연구개발에서는 방사선을 이용한 수소생산에 대한 기반기술을 확보하 고, 

방사선이용 수소생산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나노크기의 고효율 방사촉매를 개발

하 으며, 수소생산과 병용한 금속-EDTA 세정폐수의 처리 및 금속회수 기술도 

확립하 다. 귀금속이 담지되어 있지 않은 값싼 나노 크기의 이산화티탄 촉매를 

사용하여 분산성을 증가시켰으며, 고가의 메탄올 대신 금속-EDTA 세정폐수를 

사용하여 폐수도 처리함과 동시에 수소생산도 증가시켰다. 방사선원으로 상용화

되어 있는 Co-60 대신 원자력발전소에서 다량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용후 핵연료

나 고준위 폐기물 등을 사용한다면, 폐기물 처분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과 동시에 저렴한 비용으로 방사선원을 이용할 수 있어, 본 기술은 더욱 더 경제

적인 수소생산 기술로 발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수소생산기술은 청정에너지원인 수소의 대량생산화

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며, 폐수처리와 연계한 수소생산으로 환경보존 및 폐자

원의 재이용에도 일익을 담당할 것이다. 또한, 방사선의 평화적 이용을 통하여 

원자력의 국민적 수용성 증대시킬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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