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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 고효율 태양광-수소 전환 기술 개발학술이슈

◈ 태양광-수소 전환 기술은 태양광을 통해 물을 광화학적으로 분해하는 청정

기술로 물분해에 사용되는 광촉매의 역할이 중요

◈ 최근 한-미 공동 연구진이 개발한 비스무스 바나데이트 광전극은 기존 기술

대비 태양광-수소 전환 효율이 16배 이상 높아 상용화에 한발 다가섬

- 신재생에너지 기반 수소 생산 기술에 민 관 연의 많은 관심과 상용화 노력이 필요

□ 태양광-수소 전환 기술

ㅇ 태양광-수소 전환 기술은 반도체와 광촉매 전극을 활용하여 태양광과 

물로 수소를 생산(광화학적 분해)할 수 있는 청정기술

- 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해하는 반응은 큰 자유에너지의 증가를 수반하는

반응이므로 외부로부터 에너지의 주입이 필요하며,

- 주입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물분해에 사용할 수 있는 광촉매의 역할이 중요

* 광촉매에 흡수된 에너지는 반도체의 가전자대에서 정공을, 전도대에서 광전자를 생성

→ 광전자와 정공은 광촉매의 표면으로 이동하여 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해

ㅇ 현 전극소자 기술*로는 소재의 높은 전자·정공 재결합률, 낮은 전기 전도도

등이 걸림돌이 되어 효율이 낮아(최소 10% 필요) 상용화가 어려움

* ‘72년 일본 동경대에서 이산화티타늄(TiO2) 기술이 처음 보고된 후 다양한 소재가

연구되고 있으며, 태양광선의 43%인 가시광선에 반응하는 촉매 개발이 중요

- 전극 소재의 나노구조체 제조, 도핑, 이종접합 및 전기촉매 코팅 등 

다양한 방법이 연구되어 왔으나 효율 향상이 제한적인 수준으로 아직 

연구단계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태양광-수소 전환 전극소재 개발

ㅇ 한-미 공동연구진*은 세계 최고 수준의 태양광-수소 전환효율을 갖는 

전극 소재를 개발

* (韓) 아주대 조인선 교수, (美) 스탠포드대 샤올린쳉 교수, 한현수 연구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사업 지원, Energy & Environmental

Science(학술지) 논문 게재(‘18.4.18.)

- 산화물 반도체 비스무스 바나데이트(BiVO4)
*를 레이저 증착법으로 투명

전극 위에 증착해 특정 방향으로 결정구조가 우선 배향**된 전극 소재를

성공적으로 제조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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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적인 산화물 광전극 물질 중 하나로 태양광 흡수율 (밴드갭 2.4eV)이 높고

우수한 광촉매 성질을 나타내는 반도체 물질

** 기판 상에서 결정이 성장할 때 가장 안정적인 에너지 상태를 갖도록 하기 위해, 여러

결정면(crystal plane) 중에서 표면에너지가 최소인 면이 기판의 면과 평행하게 되도록

성장하는 것

- 본 전극은 기존의 소재로 제작한 전극대비 태양광-수소 전환 효율이 

16배 이상* 향상되어 이론상 82% 효율로 세계 최고 수준

* 전하 수송 효율 12배 이상 향상 및 표면 촉매 반응 효율 3배 이상 향상에 따른 결과

ㅇ 연구진은 비스무스 바나데이트 광전극 후속 연구를 바탕으로 태양광-

수소 생산소자 상용화에 도달할 목표

-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소재의 결정 구조 제어 기술은 전극 소재뿐만

아닌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여 응용범위가 넓을 것으로 예상

* 태양전지, 배터리, 반도체 소자 등 다양한 에너지 생산 저장 기술

< 우선 배향된 비스무트 바나데이트 광전극 >

① 표면의 산소발생 반응 향상

② 전자 수송도 증가

③ 투명전극 기판으로 전자수집

⇒ 기존 무작위 배향 광전극 대비

광전류 밀도(태양광-수소 생산

효율) 16배 이상 향상

□ 시사점

ㅇ 수소는 발전, 수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청정에너지 매체로

성장 잠재력이 풍부하며 전세계적 관심에 따라 수요도 증가할 전망이나,

- 현재 생산되는 수소(국내 연 191만톤)의 96% 이상이 화석연료 기반으로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친환경 수소생산이 필요

* 현재 수소 활용방식: 소재생산(50%), 탈황 등 정유공정(45%), 에너지(1% 이하)

ㅇ 태양광-수소 전환은 주목받는 친환경 수소생산 기술로 지속가능한 수소

사회 진입을 위해 민 관 연의 많은 관심과 상용화 노력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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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신재생에너지 부문

 ㅇ 학술이슈 <고효율 태양광-수소 전환 기술 개발>
  - 세계 최고 수준의 태양광-수소 생산용 전극 소재기술 개발 (한국연구재단 보도자료, 2018.4.23.)
  - 2016 신·재생에너지 백서(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2016.10.)
  - 물 분해 수소제조용 광촉매 기술동향 보고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09.10.)
  - KEA 에너지 이슈브리핑 181호 (한국에너지공단, 2018.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