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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confirm the effect of nitrogen oxide reduction, which is a representative
precursor of Particulate Matter in paint containing TiO2 (Titanic Oxide) photocatalyst. For photochemical reaction, A
mock-up experiment using UV lamp was performed. TiO2 photocatalytic paint was applied to plaster board, which
is a typical indoor finishing material. The concentration of nitrogen oxide was confirmed by changing UV lamp ON/OFF
and UV lamp luminance.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the concentration reduction of TiO2 photocatalysts was
changed based on the amount of light by reducing the concentration of nitrogen oxides by photochemical reaction.
However, there was no proportional change in the concentration of nitrogen oxides as the amount of light incr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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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설명
⋅ ：산화반응생성 수산화 라디칼

 ：산화반응을 위한 자외선
 ：산화티타늄 적용 표면  

1.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우리나라는 삼한사미(三寒四微)라는 신조어가 생길 만큼 미세먼지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미세먼지의 

오염도는 대기실 개선에 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체현상으로 고동도 미세먼지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

이다. WHO에서 2016년도에 발표한 세계 도시 주변 대기 오염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OECD 주요 도시에 비해 1.2배~3.5배 이상 높은 상황이다. 
미세먼지는 오염원에서 직접 발생하는 1차 오염물질과 대기 중 존재하는 전구물질과의 결합을 통하여 발생

되는 2차 오염물질로 구성된다. 1차 오염물질의 경우 오염원 자체적인 저감 방안으로 공장 배기구 집진장치 등의 
방안이 마련되어 방지할 수 있으나, 2차 오염물질의 발생을 저하시킬 수 있는 방법의 부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2차 오염물질을 형성하는 주된 전구물질은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가 대표적이며, 이를 저감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산화티탄(TiO2)을 활용한 광촉매는 2차 오염물질 생성원인인 전구물질을 저감시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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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대표적인 물질로 자외선과의 광반응을 통해 유기물을 분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최근 광원 기술의 

발전, 적용 기술의 향상으로 건축 자재로 활용 가능해졌다. 건축 자재 중 페인트의 경우 다양한 원료의 혼합을 
통하여 실내와 실외의 구분 없이 마감재로 사용되는 대표 자재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세먼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전구물질의 저감을 위하여, TiO2를 혼합한 광촉매 

페인트를 적용하여 대표적 전구물질인 NOx 농도 변화를 Mock-up 실험을 통해 실시하였다. 연구의 세부내용

으로는  먼저 미세먼지 전구물질 및 TiO2 광촉매에 대한 기존 연구 동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Mock-up 
실험을 통하여 TiO2 광촉매의 공기청정 특성을 활용하고자 TiO2 광촉매 혼합 수성페인트를 Mock-up의 한쪽 

벽면에 시공 후 UV 램프 적용을 통한 NOx 농도 변화를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는 향후 미세먼지 전구물질 

저감을 위한 기초 연구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2. 문헌고찰

2.1 미세먼지 전구물질 및 산화티탄(TiO2) 광촉매 관련 연구 

미세먼지 전구물질에 대한 최근 국내의 선행 연구는 미세먼지 구성요소에 관한 연구와 실내⋅외 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공동주택의 환기장치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대표적으로 미세먼지 구성요소에 관한 연구는 실내공기질 관련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실내 공기오염물질의 

비중을 분석한 연구
(7)
와 실외에서 발생되는 1차, 2차 미세먼지의 구성요소 및 비중을 분석한 연구

(9)
를 통하여 

미세먼지 구성요소에 대한 분석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미세먼지를 구성하는 화학적 조성은 SO4, NO3 
등의 화학물질이 약 3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세먼지 현황을 실내외 미세먼지 측정 후 분석을 통해 공기청정기와 환기장치의 실내 미세먼지 

저감 성능을 알아본 연구
(6)
와 공동주택 환기장치에 공기청정 기능을 추가한 공기청정 환기시스템 제안 및 

미세먼지의 구성을 확인한 연구
(6)
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공기청정기와 환기장치의 미세먼지 저감 성능은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이를 바탕으로 실제 공동주택에 적용할 예정으로 나타났다.
국내 연구의 경우 미세먼지를 구성하는 물질에 대한 분석이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으며, 대표적인 실내 

미세먼지 저감 방안으로 공기청정기 및 환기장치의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TiO2를 이용한 미세먼지 전구물질 저감 연구의 경우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 등 TiO2 결합이 잘 이루어지는 

재료와의 혼합을 통한 연구
(13, 14)

가 진행되었으며, 실제 TiO2 광촉매가 혼입된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에서 

50~80%의 NOx 농도 저감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건축자재 중 마감재로 활용할 수 있는 페인트 

및 코팅제 등의 연구는 실험실 실험이 주를 이루고 있어 Mock-up 등을 활용한 응용연구는 아직까지 미미한 

상황이다. 
국외의 경우 TiO2 광촉매를 활성탄이 설치된 공기청정에 적용하여 실내의 공기 정화작용을 확인한 연구

(1)
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TiO2만을 혼입한 필터 보다 활성탄과 TiO2가 함께 혼입된 필터가 오염물질(NO, 톨루엔)의 

절감 효과가 더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험실에서 TiO2 도료를 이용한 질소(NO)저감 효과를 확인한 연구
(2) 

결과 특정 제품의 배합이 NO 저감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광촉매의 산화를 통해서 휘발성유기

화합물(VOC)와 포름알데히드 저감을 위한 연구
(3)
는 2016년 현재 광촉매 산화반응을 통한 기술의 평가와 향후 

전망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더불어 TiO2를 이용한 건축용 모르타르의 작용 효과 분석 연구

(4)
는 TiO2 코팅제와 모르타르의 자가세척 

능력에 대한 비교 연구 결과 코팅제가 자가세척 능력에서 더욱 우수한 성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 전구물질 및 TiO2 광촉매 관련 기존 연구를 확인한 결과 국외에서는 최근 관련 연구가 다양한 

건축자재를 활용하여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만, 국내의 경우 해당 연구의 진행이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와 

혼입된 방법이 주를 이루고 있어 기타 건축자재를 활용한 연구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내 

미세먼지 전구물질 환경에 적합한 다양한 TiO2 광촉매 혼입 건축자재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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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 Contents Representative Utilization
Antifouling Pollutant Removal (Super Hydrophilic) Automotive Coating

Air Cleaning Removal of Nitrogen Oxides and Sulfur Oxides Air Purification Artificial Plants, Building Wall Coating
Antibacteria Oxidation of Organics by OH Radicals Air Conditioning Filter

Deodorization Removal of VOCs and Odors Clothes Deodorizing Device
Water Purification Waste Water Treatment Factory Wastewater and Sewage Treatment Facility

Table 1  Characteristics of TiO2 photocatalyst

2.2 산화티탄(TiO2) 광촉매

본 연구에 활용된 TiO2 광촉매의 효과는 방오, 공기정화, 항균, 탈취, 정수로 크게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해당 분류의 상세 내용은 Table 1과 같다. 
광촉매의 5가지 특성 중 첫 번째로 방오성능이다. 방오성능은 TiO2 광촉매의 초친수 작용에 의해 기재 표면에 

부착되는 오염물질을 분해하고 제거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설물 유지관리가 용이하다. 
두 번째 특성으로 공기 중 NOx, SOx 제거효과이다. 이는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균 등의 살균과 부패 방지이다. 이를 통해 항균효과를 얻을 수 있다. 네 번째는 

암모니아, 아세트알데히드, VOCs 등 물질 및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탈취 효과이다. 다섯 번째로 오/폐수 중에 

혼합되어 있는 유해성 화합물을 분해 및 제거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본 연구는 대표적인 TiO2 광촉매의 효과인 공기정화(Air cleaning)을 활용하고자 하였으며, TiO2의 산화반응을 

통한 NOx 분해는 식(1)과 같다.

    →  

   →

    →

 → (1)
  →

     →


 ※   ⋅ →  

  ⋅→

        

식(1)에 나타난 것과 같이 TiO2가 자외선(UV)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아 정공과 전자가 발생하며, 공기 중의 

H2O와 O2와 반응하여 산화력을 가진 물질(⋅OH, O2
-)을 생성시켜 이들의 산화력으로 NOx를 제거하게 된다. 

따라서 TiO2 광촉매는 자외선(UV)와의 반응으로 NOx를 제거하므로 TiO2 광촉매와 자외선(UV)의 상관관계가 

NOx의 저감 효과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3. Mock-up 실험 개요 및 방법

3.1 Mock-up 개요

본 연구는 TiO2가 혼입된 광촉매 페인트의 질소산화물 저감 성능 평가를 위한 Mock-up 실험으로 Mock-up의 
개요는 Fig. 1과 같다. Mock-up은 크기(2,675×2,750×2,860)로 구축되었으며, Fig. 1에 나타난 부분과 같이 한쪽 

벽면에 TiO2 광촉매가 혼입된 페인트를 도포하였다. Mock-up 실험 시 외부 자외선의 유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줄이고자 Mock-up에 설치되어 있는 창호부분은 암막커튼을 설치하여 외부의 빛을 차단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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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ock-up plan & picture.

Classification Contents
Test-Gas NO gas

UV Lamp UV-A lamp, 0.505 mW/cm2

Measurement Interval 1 min
Measurement Instrument Chemiluminescence Instrument

Measurement Time 3 hours after reaching 2ppm 
concentration in test room

Room Condition
Temperature 25℃

Wind velocity 0.35 m/s
Relative humidity 23%

Table 2  Mock-up summary

Fig. 2  Mock-up test plan.

특히, 본 연구에 활용 한 TiO2 광촉매 페인트는 실내 적용이 가능한 수성페인트와 TiO2 광촉매의 혼합으로 

만들었으며, 국내 페인트업체 중 하나인 D사의 페인트제품을 구입하여 적용하였다. 즉, TiO2 광촉매 페인트를 

실내 마감재 중 하나인 석고보드 위에 도포하였으며, 해당 벽면에 UV 조사를 위한 램프를 설치하였다.

3.2 Mock-up 실험 방법

TiO2 광촉매 혼입 페인트를 활용한 NOx 저감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내에 UV-A 램프를 설치하였으며, 
UV-A 램프 및 실내의 조건은 소형 챔버 실험 방법인 ISO22197-1 시험법을 참조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가스는 

NOx 측정을 위해 NO가스를 실내에 주입하였으며, 실내 NOx 농도가 2 ppm에 도달 시 가스 주입 종료 후 3시간 

동안의 질소산화물 농도 저감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시험의 기본 조건 및 측정 장비는 Fig. 2, Fig. 3 및 Table 2와 같다. Fig. 2에 나타난 것과 같이 측정 장비는 

크게 NOx 측정 장비와 실험실 실내 환경 측정을 위한 장비로 구분될 수 있다. NOx 측정 장비는 ecotech사의 

Serinus 40장비와 KIMO사의 AMI 310 다기능 환경 측정기를 활용하였다. Mock-up 실험은 UV 램프 ON/ 
OFF에 따른 NOx 농도 변화를 확인한 실험과 UV 램프의 광량 변화에 따른 NOx 농도 변화를 확인하여 그 

추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실험은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각 조건에 따라 3회씩 실시하였다. 
각 실험 사이 1시간 동안 Mock-up 내부의 환기 및 정리를 실시하여 외부 요인의 영향을 최소화 하였다.

4. Mock-up 실험 결과

4.1 UV 램프 ON/OFF에 따른 질소산화물(NOx) 농도 변화 결과

TiO2 광촉매 혼입 페인트의 NOx제거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UV 램프의 ON/OFF 상태에 따른 NOx 농도 

변화 실험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Fig. 4~Fig. 6 및 Table 3과 같다. 본 실험에 적용된 UV 광량 값은 Mock-up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7일 간의 UV 광량 조사 평균 값 인 Table 2에 나타난 0.505 mW/cm2
의 값을 램프의 거리 

설정을 통하여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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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3  (a) NOx measurement equipment, (b) Multifunction instrument.

Measurement 
Equipment Name

Serinus 40 Oxides of 
Nitrogen Analyser

Measurement 
Equipment Name AMI 310

Measurement Range 0~20 ppm Measurements Humidity, Temperature, Velocity, Etc

Measurement precision 0.4 ppb or 0.5%

Measurement
precision & limit

Velocity precision 0.1 m/s
Velocity limit 25 m/s

Sample flow rate 0.3 slpm
Temperature precision 0.1℃

Temperature limit -20℃~+80℃

Measurement limit 0.4 ppb
Humidity precision 0.1% RH

Humidity limit 3~98% RH

Table 3  Measurement equipment summary

Fig. 4는 UV OFF 상태의 그래프로 3회 실험 결과 모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일정하게 농도가 저하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Fig. 5는 UV ON 상태의 실험 그래프로 OFF 상태와 달리 농도의 변화가 3회 모두 다르게 

나타났다. 농도 저감의 속도는 다르지만, 일정시간 종료 후 모두 일정한 수준으로 감소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NOx 분자가 실내 공기 유동에 따라 시험 벽면에 접촉하는 부분에서의 차이가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 
UV ON/OFF 상태 실험의 평균 농도 변화를 나타낸 Fig. 6을 통하여 UV ON/OFF 상태에 따라 실내의 NOx 농도 

변화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Table 4에 나타난 실험 시작, 종료, 농도 차를 바탕으로 UV 
램프와 광촉매의 광반응을 통하여 NOx가 약 11.87% 저감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Fig. 4  NOx concentration change in UV lamp off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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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NOx concentration change in UV lamp on mode.

Fig. 6  NOx average concentration change according to ON/OFF state of UV lamp graph.

Classification Start NOx Concentration
(a)

End NOx Concentration
(b)

NOx Concentration Difference
(a-b)

Reduction rate
(%)

UV OFF 2.028 ppm 0.959 ppm 1.069 ppm
11.87 %

UV ON 2.038 ppm 0.825 ppm 1.213 ppm

Table 4  UV lamp on/off state NOx concentration result

Fig. 4는 UV OFF 상태의 그래프로 3회 실험 결과 모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일정하게 농도가 저하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Fig. 5는 UV ON 상태의 실험 그래프로 OFF 상태와 달리 농도의 변화가 3회 모두 다르게 

나타났다. 농도 저감의 속도는 다르지만, 일정시간 종료 후 모두 일정한 수준으로 감소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NOx 분자가 실내 공기 유동에 따라 시험 벽면에 접촉하는 부분에서의 차이가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 

UV ON/OFF 상태 실험의 평균 농도 변화를 나타낸 Fig. 6을 통하여 UV ON/OFF 상태에 따라 실내의 NOx 
농도 변화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Table 4에 나타난 실험 시작, 종료, 농도 차를 바탕으로 

UV 램프와 광촉매의 광반응을 통하여 NOx가 약 11.87% 저감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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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Start NOx concentration
(a)

End NOx Concentration
(b)

NOx Concentration Difference 
(a-b)

Reduction rate
(%)

UV OFF 1.922 ppm 1.007 ppm 0.915 ppm -
UV ON 0.25 mW/cm2 1.983 ppm 0.887 ppm 1.096 ppm 16.51%
UV ON 0.50 mW/cm2 1.987 ppm 0.863 ppm 1.124 ppm 18.60%
UV ON 1.00 mW/cm2 1.976 ppm 0.890 ppm 1.086 ppm 15.75%
UV ON 1.50 mW/cm2 1.969 ppm 0.887 ppm 1.082 ppm 15.44%

Table 5  Change of NOx concentration according to lamp light intensity result

4.2 UV 램프 광량 변화에 따른 질소산화물(NOx) 농도 변화 결과

앞 절에서 UV 램프 사용(ON)에 따른 TiO2 광촉매 페인트의 NOx 저감 효과를 확인한 후, UV 램프 광량의 

크기변화에 따른 NOx 저감 효과를 확인하고자 다음과 같은 실험을 진행하였다. 
즉, 광촉매 페인트가 도포된 벽면에 UV 램프 광량크기를 0.25 mW/cm2(기준), 0.5 mW/cm2(2배), 1.0 mW/cm2 

(4배), 1.5 mW/cm2(6배)로 증가함에 따른 질소산화물(NOx) 농도를 측정하였다(Table 4, Table 5, Fig. 7, Fig. 8 참조).

Fig. 7  Change of NOx concentration according to lamp light intensity graph.

Fig. 8  NOx reduction and light content change result 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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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V 광량의 변화에 따라 NOx 농도 변화 측정 결과 광량의 증가에 따른 NOx 농도의 저감현상을 확인하였

으나 광량의 증가(2배, 4배, 6배)에 따라 NOx 농도저감이 비례하진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UV 램프의 광량이 

약 0.25 mW/cm2 보다 2배인 0.5 mW/cm2
에서 가장 높은 절감율(3회 평균 18.6%)을 나타났다.

실험을 위해 7주일간 측정을 통한 평균값인 0.505 mW/cm2
가장 근접한 값인 0.5 mW/cm2

에서 가장 높은 

효과가 나타나 특별한 UV 적용 방안 없이 일상에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앞 절의 실험과 마찬가지로 광촉매 페인트에서 UV 램프가동시(ON)에 램프비가동시(OFF) 보다 질소

산화물(NOx) 농도를 15.44%~18.60%까지 줄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5. 결  론

본 연구는 미세먼지의 2차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TiO2를 혼합한 광촉매 페인트와 UV 램프에 따른 NOx 
농도 변화를 Mock-up 실험을 통해 실시한 것으로 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화티탄(TiO2)을 활용한 광촉매는 자외선과의 광반응을 통하여 2차 오염물질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물질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실내인 경우 자외선 도입이 어렵고 광원도 약하여 지금까지 사용이 
쉽지 않은 형편이었다. 최근 기술의 발달로 대표적인 건축 자재 중 페인트에 광촉매를 혼합한 재료가 NOx 
농도를 감소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검증되지 않은 상황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Mock up 실험을 통하여 광촉매 페인트가 도포된 밀폐된 실내에서 UV 램프 ON/OFF에 

따른 NOx 농도 변화를 확인한 결과 UV램프 ON 상태가 OFF 상태에 비해  약 11.87%(3회 평균 값) 정도 NOx 
농도가 감소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광촉매 페인트가 도포된 벽면에 UV 램프 광량크기를 2배, 4배, 6배로 증가하면서 질소산화물(NOx) 
농도변화를 측정한 결과 광량의 증가에 따라 NOx 농도 저감이 비례하진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UV 
램프의 광량이 약 0.25 mW/cm2

보다 2배인 0.5 mW/cm2
에서 가장 높은 절감율(3회 평균 18.6%)을 나타내고 

있었다. 또한, 마찬가지로 광촉매 페인트에서 UV 램프가동시(ON)에 램프비가동시(OFF) 보다 질소산화물(NOx) 
농도는 15.44%~18.60% 저감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추후 광촉매페인트의 면적과 UV 램프 광량의 크기에 따른 질소산화물(NOx) 농도 변화에 대한 세부 후속

연구가 더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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