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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반응
그라나에서 엽록소가 빛에너지를 흡수하여 화학 에너
지로 전환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빛이 있어야 진행된
다.H2O이 분해되어 O2가 방출된다. NADPH와 ATP를 
생성하여 암반응에 공급한다.

암반응
스트로마에서 NADPH와 ATP를 이용하여 이산화 탄소
를 환원시켜 포도당을 합성하는 과정으로, 빛과 상관없
이 진행된다.

암반응

What is artificial photosynthesis (AP)?

명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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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Hydrogenase 이용
② 전기화학적 촉매 사용

수소 연료전지의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수소 얻기.

hydrogenase를 사용한 수소 
생성의 경우 효율이 떨어진다.

촉매를 사용하여 수소연료전지
의 주 원료인 수소를 생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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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drogen catalyst



Description01

Hydrogen catalyst

02& Mechanism

Hydrogen 
Catalyst

생체 내에서 발견되는 hydrogenase를 이용한 방
법

전기화학적 무기촉매를 사용하는 방식

Hydrogenase 이용

전기화학적 촉매 사용

Mechanism



Hydrogen catalyst

Pros / Cons03 04&

단점:효율성

현재 연구 현황

Hydrogenase

전기화학적 무기촉매

Applications

약산성 조건에서 촉매의 효율이 떨어짐.

TiO2 전도띠로 인한 과전압.



태양광-연료 생산을 위해서는 
물 분해 반응이 필수적으로 수
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2 
V 정도의 전압이 필요하게 된다. 
단일 반도체 물질로 이루어진 
광전극을 통해 이정도의 전압을 
발생하는 것은 매우 힘들기 때
문에 또 다른 반도체간 접합을 
이용하여 필요 전압을 충당하는 
디바이스 구조가 제안되었다. 

실리콘 반도체를 기반으로 한
wireless 광전기화학전지

TiO2와 같은 산화물 반도체는 
band-gap이 태양광의 많은 부
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시광영역
의 빛을 흡수하기에는 너무 크
기 때문에 태양광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약점이 있다. 

광합성시스템은 크게 PSII 및 
PSI계로 구별되는 reaction 
center (RC)를 중심으로 구성
되며 각 계는 여러 개의 빛을 화
학에너지로 변환하는 
chlorophyll, 전자전달계, 물산
화반응 착화합물 및 reaction 
center들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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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01

Water-oxidizing catalysts

02& Mechanism

Description 2 H2O → O2 + 4 H+ + 4e−

Mechanism

염료감응형 태양전지를 WO3막이 형성된 전도성 기판 반대면에 제조하여 
충분한 전압 발생을 가능하게 함.

안정성이 뛰어난 산화물 반도체 광전극과 염료감응형 태양전지 기술을 
접목한 광전기화학전지가



Water-oxidizing catalysts

Pros / Cons03 04& Applications

태양광 효율성
광전극 물질이 가시광 흡수를 만족해야함.

광전극을 이루는 물질의 산화, 환원 에너지 준위가 물의 산화, 환원 또는 
이산화탄소의 환원 에너지 준위를 포함하고 있어야 함.

활용
태양전지로는 무정형 실리콘을 이용한 삼중접합 탠덤 태양전지를 사용하였으며 
촉매로는 Co-Pi라고 불리는 Co 촉매를 산화전극촉매로, NiMoZn를 환원전극 
촉매로 이용하였다. 사진과 같은 디바이스 형태를 구현하여 wireless의 경우 
2.5%, wired의 경우 4.7%의 광-수소 전환효율을 보고하였다.



흡수된 광자는 감광제를 더 높
은 에너지 상태가 되도록 한다. 
들뜬 감광제가 내부적인 반응을 
일으키는데, 이는 기질의 화학
적 변화를 초래한다. 이는 2종
류의 반응 중 1가지를 통해 일
어난다.

PDT: 광역학적요법

① 반응이 쉽고 경제적.
②목표 대상의 감광성에 대한 
선택성이 떨어지는 경우 독성에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① 광화학 과정에서 다른 분자
의 화학변화를 일으키는 분
자.

② 고분자 화학 반응에 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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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01

Photosensitizers

02& Mechanism

감광제

광화학 과정에서 다른 분자의 화학변화를 일으키는 분자.

고분자 화학 반응에 쓰임(광중합, 광교차결합, 광분해)

Mechanism
흡수된 광자는 감광제를 더 높은 에너지 상태가 되도록 한다. 들뜬 감광제가 
내부적인 반응을 일으키는데, 이는 기질의 화학적 변화를 초래한다. 이는 
2종류의 반응 중 1가지를 통해 일어난다.



Photosensitizers

Pros / Cons03 04& Applications

다른 물질에 비해 반응이 쉽고 경제적.

목표 대상의 감광성에 대한 선택성이 떨어지는 경
우 독성에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광역학적요법(PDT,암치료): 
singlet oxygen이 종양을 파괴.

장단점

활용



① 흡착된 화학종.
② Cu/ZnO/Al2O3와 Ni-Ga
    catalyst

①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과의 
연동

② 탄소수가 더 많은 탄수화물

① 낮은 압력에서도 CO2를 환.
원시켜 메탄올을 합성할 수
있음

② 경제적.
③ 선택성(selectivity)과 안정성
    (stability)을 동시에 갖춤.
④ 안정성과 오염과의 저항성
    (resistance) 개선.
⑤ 공기에서 효율적으로 
CO2를 

분리.

① 자연계에서는 CO2를 환원시
키기 위해서 캘빈 회로를 
이용한다.

② 경제적인 촉매인 Ni-Ga
     catalyst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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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01

Carbon dioxide reduction catalysts

02& Mechanism

Description

자연계에서의 carbon dioxide reduction

Ni-Ga catalyst

Mechanism CO2 환원식



Carbon dioxide reduction catalysts

Pros / Cons03 04& Applications

낮은 압력에서도 CO2를 환원시켜 메탄올을 합성할 수 있음.

경제적.

선택성(selectivity)과 안정성(stability)을 동시에 갖춤.

장점

단점
안정성과 오염과의 저항성(resistance) 개선 필요.

위 과정에서 공기에서 효율적으로 CO2 분리 필요.

활용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과의 연동

탄소수가 더 많은 탄수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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