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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photocatalysts and the trends of related technologies for the 
basic research to improve the comfort of the residents through the application of photocatalyst buildings. The photocatalyst 
is characterized by the removal of contaminants, air purification, antimicrobial action, deodorization, water purification, and 
antifouling through photodegradation with ultraviolet rays (UV). Recently, research and development related to domestic 
photocatalysts have been carried out. However, due to the property of reacting with ultraviolet rays, it is difficult to secure 
performance when applied to indoors. Therefore, it is aimed to remove the indoor and outdoor pollution sources by deriving 
and applying the application method of the photocatalyst having the function of removing the pollutants, the air purification, 
and the antibacterial function to the residential building, and finally, This study proposes a guideline for applying optimal 
site.

Key words Photocatalyst(광촉매), Indoor Air Quality(실내공기질), Indoor Air Pollutants(실내오염물질), 
Titanium dioxide(TiO2, 이산화티타늄광촉매), Residential facility(주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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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실내 공기질은 대부분의 시간을 실내에서 거주하는 현대인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건물의 기밀화에 따

라 실내오염물질이 누적되고 건축자재·생활가구 등에 의한 실내공기 오염 발생으로 실내공기질의 질적 저하

가 우려된다(1). 실내공기 정화를 위해 자연환기를 이용하나 에너지손실과 더불어 외기의 미세먼지 등으로 실

내공기 정화에 이롭지 않은 실정이다. 
국내 미세먼지 오염도는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시행 등으로 2007년부터 감소추세였으나 최근 정

체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황사, 사업장 등 각종 배출오염원으로 인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증가하

고 있어(환경부, 2018) 실내공기질 개선과 실내 거주 재실자의 건강을 위한 실내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기술 중 하나로 광촉매를 활용할 수 있으며, 광촉매에 관한 연구로 공기청정필터에 광촉매 플라즈

마를 적용(2), 광촉매기기를 이용한 새집증후군 제거(3), 터널내부 VOCs 제거를 위한 광촉매 적용(4) 등의 연구

가 진행되고 있으나 주거 및 다중이용시설에 광촉매를 이용한 건축자재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오염물질을 분해할 수 있는 촉매제인 광촉매 특징과 그 

적용방안에 대한 연구를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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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산화티타늄 광촉매(TiO2)

이산화티타늄 광촉매(Titanium dioxide, TiO2)는 태양일사의 자외선(UV)와 반응하여 광산화 분해 작용으로 

발생한다. 이러한 분해 작용을 통해 재료 표면에 친수성을 가진 층을 형성하고 강수 또는 살수 시 오염물질 

제거를 보다 손쉽게 할 수 있으며 표면의 오염방지로 인한 건축 시설물 유지관리를 용이하게 한다. 
또한, 자외선에 의해 생성되는 하이드록시기(-OH)와 슈퍼 옥사이드에 의해 공기 중 유기 화합물, 오염물질

과의 산화반응을 일으켜 새집증후군 예방 등 공기정화 뿐만 아닌 항균작용 또한 기대할 수 있다. 이산화티타

늄 광촉매의 자세한 원리는 Figure. 1과 같다.
 

Fig. 1  이산화티타늄 광촉매(TiO2) 분해 작용 원리

이산화티타늄 광촉매의 기술 개발은 일본과 이탈리아 등 국외 기관에서 이끌어 가고 있는 실정이며 국내

의 기술수준은 국외 기관들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다. 
별도의 에너지 사용 없이 가시광선을 통해 사용이 가능한 광촉매는 환경오염이 중요한 지표로 대두되어지

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매우 적절한 기술 요소이다. 광촉매의 주요 기능 요소는 Figure. 2와 같이  대표적으로 

미세먼지 등 오염 물질을 분해 할 수 있는 대기정화 기능이 있으며 그 외 항균, 탈취, 정수, 방오 등이 있다. 

Fig. 2  이산화티타늄 광촉매(TiO2) 기능

3. 광촉매 관련 기술 동향

3.2.1 국외 기술 동향

일본에서는 2007년부터 “순환사회 구축형 광촉매 산업 창성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실내에서도 광활성을 

가지는 가시광 활성 광촉매를 개발하고 이를 실용화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5)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에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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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구슬에 산화티탄을 코팅하여 바다 수면에 유출된 기름을 제거하는 환경적인 분야에서의 기술을 개발 중이

다. 
유럽은 실내 온열환경 및 실내 공기질을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한 Passive 플라스터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

를 7개국 15개 연구기관에서 진행 중이다.
국가별 Landscape를 살펴보면, 일본 특허의 경우 1990년대 중반 타 국가에 비해 가장 먼저 특허출원이 급격

히 증가하는 경향을 띄기 시작하였고, 이후 2000년대 중반까지 10여 년간 광촉매 제조 및 활용 기술에 대한 

다양한 연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던 것으로 사료되나,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특허출원이 감소세에 

들어서는 것을 볼 수 있다(6). Figure. 3은 각 국가 연도별 광촉매 관련 기술의 출원 동향이다.
 

Fig. 3  각 국가 연도별 출원 동향 (개인, 법인 출원 포함)

3.2.2 국내 기술 동향

최근 국내에서 광촉매를 이용한 기술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건축분야에서 적용한 광촉매 관련 

기술의 경우 1) 자가세정 및 방오기능을 위한 광촉매 혼합 콘크리트 2) 실내외 미세먼지·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한 재료 표면 광촉매 코팅 3) 건축물의 공기조화시스템 및 필터 적용 등 다양한 부분에서 개발이 이루어지

고 있지만 실내에 적용할 경우 성능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실용화를 하지 못하는 단계에 있다.
이러한 국내의 개발 환경에 맞추기 위해 2002년 국가기술표준원이 주축이 되어 광촉매 및 연관분야의 산

학연 전문가가 참여 하는 광촉매 표준화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를 중심으로 광촉매의 표준화 활동을 수행하

고 있으며, 광촉매 관련 7건의 국가표준(KS)과 4건의 민간표준을 규정하여 성능 평가 및 인증 제도를 운영하

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광촉매 성능 평가 시험 방법은 일본에서 개발한 JIS를 차용하고 있어 국내 기준의 자립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다음의 Table 1은 최근 국내에서 추진된 광촉매 표준화 관련 연구 현황이다.

과제명 수행기간 주관기관 책임자 KS화
NO gas & VOCs 제거 성능 ‘01.07.~’03.06. 화학시험연 선일식 2005

항균 성능 ‘04.04.~’04.11. 서울대 윤제용 2005
셀프클리닝 성능 ‘04.04.~’04.11. 성균관대 박융창 2005

비효율 측정 평가법 ‘03.12.~’05.11. 에기연 주현규 2006
포름알데히드 제거성능 ‘04.10.~’06.09. 대진대 김선재 2007

광원표준화 ‘04.10.~’06.09. 세종대 2007

Table 1  국내 광촉매 표준화 관련 연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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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광촉매 연구의 필요성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군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미세먼지는 인체에 흡수되는 매우 작은 입자로 단기 및 

장기 노출 시 폐 기능을 감소시키고 호흡기 감염 및 천식 악화를 유발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세계 인구 중 

연간 약 420만 명이 사망하고 있다(7). 
우리나라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100,000명당 21~40명에 달하는 고순위 국가에 속하고 있는 실정이

기에 대기오염 절감의 효과를 갖고 있는 광촉매를 활용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하지만 세계 광촉매 시

장은 일본과 이탈리아가 독점하고 있으며, 미국과 기타 유럽 국가에서도 활발한 광촉매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반해 국내 광촉매 관련 연구 수준은 미미한 실정이므로 향후 핵심기술 개발을 통한 시장 선점이 

필요하다.

3. 결  론

본 연구는 주거용 건축물에 오염물질 제거 및 공기정화, 항균작용 기능이 있는 저비용 광촉매를 최적의 방

안을 도출하고 적용함으로써 실내외 오염원을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구의 내용은 광촉매의 특성과 

기존 광촉매 건축자재의 동향을 조사하였으며, 이를 위한 향후 연구 진행 방법을 도출하였다.
1) 건축물에서의 미세먼지의 발생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건축물의 범위를 주거 및 다중이용시설로 설정하

고 이에 따른 미세먼지 발생의 특성을 분석한다.
2) 건축 자재의 최적 적용부위 및 방안 도출을 위해 UV, 가시광선 등을 활용한 기존 광촉매의 특성을 고려

하고 주거 및 다중이용시설 등 각 요소에 적용했을 경우 문제점을 분석한다.
3) 주거 및 다중이용시설 등 건축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광촉매 건축자재의 최적 적용부위를 도출하고 

건축물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따라서, 건축물에서의 광촉매 적용을 통해 오염원을 제거함으로써 실내공기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점을 

이용하여 향후 실제 현장 적용 시 요소부위에 따른 최적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안하고자 한

다. 궁극적으로 광촉매를 건축물 적용하여 통해 거주자의 쾌적성을 증진시키는 기초의 연구가 될 것으로 기

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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