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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방법 및 목적1)

최근 우리나라의 미세먼지(PM10) 오염도는 대기질 개선

의 정체현상 등으로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이 점차 증가

하고 있는 추세이다. 서울의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의 농

도의 경우 OECD 국가의 주요도시와 비교하여 1.2배~3.5배 

높은 수준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특히, 주거 및 다중이용

시설에 거주하는 재실자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상

황이다.  

광촉매는 빛과 반응하는 물질로 일반적으로 이산화티타

늄(TiO2)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물질로서 산화력이 높아  

살균력과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

고 있어 실내공기정화제로도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실내공간에서 광촉매를 적용하여 미

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먼저 문헌고찰을 

통하여 건물과 실내공기의 특성을 조사하였다. 또한, 촉매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고 재료에 따른 실내공기조감 효과

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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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물 및 실내공기 특성 조사

2.1 주거 및 다중이용시설의 용도별 비율 분석

본 연구는 건물내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것으로 먼저 

국내 주거 및 다중이용시설의 유형별 분포비율을 조사하

였다(표 1 참조).

표 1에서 국내의 주택유형별 비율을 살펴보면  2008년 

이후 아파트가 단독주택을 넘어서 약 50%를 나타내고 있

었다.1) 

1)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주택 총 조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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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summarized as follows. In the distribution of domestic housing types, apartments accounted for about 50%. In multi - use 
facilities, distribution ratio was higher in the order of day care center, indoor parking lot and medical facility. Therefore apartments, daycare 
centers, and indoor parking lots were identified as the major ranking of dust reduction in residential buildings. The change of indoor air 
pollutants in the photocatalyst through small chamber experiments confirmed that the concentration of pollutant decreased from 2% to 20% 
in photocatalyst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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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종류
2006년 2008년 2010년 2012년 2014년 2016년 2017년

비율(%)비율(%)비율(%)비율(%)비율(%)비율(%)비율(%)

단독주택 44.5 42.9 40.4 39.6 37.5 35.3 34.3

아파트 41.8 43.9 47.1 46.8 49.6 48.1 48.6

기타 13.8 13.2 12.4 13.6 10.9 16.5 17

표 1. 주택 유형별 비율 

구분 2014년 2015년

지하도상가, 대합실 및 역사 671(3.77%) 706(3.66%)

도서관, 박물관, 장례식장, 목욕장 1,614(9.06%) 1,664(8.62%)

대규모 점포, 영화상영관 1,532(8.60%) 1,618(8.38%)

학원, 전시시설, PC방 1,150(6.46%) 1,380(7.15%)

실내주차장 3,884(21.80%) 4,327(22.41%)

의료기관 2,409(46.51%) 2,551(13.21%)

어린이집 5,179(29.07%) 5,456(28.26%)

표 2. 다중이용시설 용도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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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에서 다중이용시설 용도별 비율 중 가장 높은 것은  

어린이집, 실내주차장, 의료시설 순으로 나타났다. 

2.2 주거 및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 오염 특성

주거 및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 오염특성은 아래의 

표 3과 같다.

3. 광촉매 특성 및 실내공기오염 저감 효과 

3.1 광촉매 종류 및 특성 

표 4에 나타난 것과 같이 광촉매는 이산화티타늄(TiO2) 

이 대표 광촉매로서 유해물질을 저감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2 광촉매의 실내공기오염물질 저감 효과 

광촉매의 실내공기오염 저감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형챔버실험을 실시하였다. 광촉매시편은 실내가구에 사

용되는 MDF 30T(160x160x30)에 촉매제품을 접착하여 제

작하였다. 광촉매 종류에 따른 시편구성은 표 5와 같다.   

 즉, 광촉매 미적용제품과 액상, 과산화물 그리고 무기질 

광촉매의 3개 제품을 제작하여 3일과 5일 경과시점에서  

소형챔버 내 공기를 채취하여 TVOC와 폼알데하이드 방출

강도를 ․분석하였다.

시료명 TVOC(방출강도) HCHO(방출강도)

No. 1

(촉매 미적용)

3일 0.3985 0.0934
5일 0.2959 0.098
평균 0.3472 0.0957

No. 2

(액상 반도체 촉매)

3일 0.3731 0.108
5일 0.2623 0.1025
평균 0.3177(8.5%) 0.1052

No. 3과산화물

(인산티타니아화합물

+산소)촉매

3일 0.3899 0.0931
5일 0.2834 0.0944
평균 0.3366(3%) 0.0937(2%)

No. 4

무기질계 촉매

3일 0.3028 0.0714
5일 0.2298 0.0722
평균 0.2663(20%) 0.0718(25%)

표 6. 광촉매의 실내공기오염물질 저감효과

 표 6의 소형챔버 실험에서 광촉매 적용제품과 미적용제품

의 실내공기오염물질 저감을 확인한 결과 광촉매제품에서 약 

2%에서 최대 20%까지 오염농도가 줄어들고 있음을 확인하였

다.  

4. 결론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국내의 주택유형별 분포에서는 아파트가 약 50%를 나

타내고 있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어린이집, 실내

주차장, 의료시설 순으로 분포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2) 현재 광촉매는 이산화티타늄(TiO2)이 대표 광촉매로서 

유해물질을 저감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광촉매적용에 따른 실내공기오염물질 변화의 소

형챔버 실험에서는 광촉매제품에서 약 2%에서 최대 20%까지 

오염농도가 줄어들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추후, 광촉매 적용에 따른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효과의 

확인도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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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원 대표 발생 오염 물질

주거

시설

인간

활동

가스 및 

연소기구

CO2, CO, 암모니아, NO, NO2, 배연, 

취기, 휘발성 유기화합물

건축

자재

내화재, 단열재, 

페인트, 접착제

HCHO, 유리섬유, 석면, 접찹제, 

라돈, 곰팡이, 진드기

외기
자동차 배기가스, 

연료의 연소

CO2, CO, NO, SO2, PAHs, 중금속, 

휘발성 유기화합물, 먼지, NO2, SO2

어린이집 영유아활동 총 부유세균, 먼지, 곰팡이

실내주차장 차량 공회전 CO2, CO, NO, SO2

표 3. 주거 및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 오염 특성

No. 광촉매종류 시편구성

No .1 미적용 -

No. 2 반도체 액상 반도체 촉매

No. 3 산소 인산티타니아화합물+산소→과산화물

No. 4 산소 무기질계 촉매제

표 5. 광촉매 종류 시편 구성

종류 특징

산화아연 - 빛 흡수 시, 촉매가 분해되어 Zn, Cd 이온을 발생

황화 카드늄 - 빛 흡수 시, 촉매가 분해되어 Zn, Cd 이온을 발생

산화 텅스텐 - 특정 물질만 효율이 높아 사용 영역이 매우 제한적

이산화티타늄
- 빛 흡수 시, 촉매의 변화 없이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

- 모든 유기물을 CO2 와 H2O 로 분해할 수 있음

표 4. 광촉매의 종류 및 특성

- 291 -
중앙대학교 | IP: 165.194.9.*** | Accessed 2019/02/01 15:02(KST)


	광촉매 적용 실내공기오염물질 저감 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