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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방법 및 목적*

미세먼지는 오염물질 배출원에서 직접 배출되는 1차 오염물

질과 대기 중 다른 전구물질과 화학반응을 통하여 발생되는 2

차 오염물질을 모두 포함할 수 있다. 더불어 2차 오염물질을 

생성하는 전구물질은 이온, 탄소, 금속, 기타로 구분할 수 있다. 

전구물질과 결합되어 발생된 미세먼지(PM10)중 대표적인 이

온물질은 황산화물(SOx)와 질소산화물(NOx)이 약 40%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해당 전구물질을 제거할 경우 미세먼지 

농도 저감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TiO2를 활용한 광촉매의 경우 공기 중 대표적 이온물질인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를 제거할 수 있는 것으로 알

려져 있으나, 실제 그 효과를 확인한 연구는 드문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실내에서 UV램프를 사용하여 TiO2 광촉

매를 혼입한 페인트에서의 질소산화물(NOx) 농도 저감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를 추후 미세먼지 저감

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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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ock-Up 실험 개요

2.1 Mock-Up 개요

본 연구에서는 TiO2 광촉매가 혼입 된 페인트의 질소산

화물(NOx) 저감 실험을 위해 Mock-Up을 구축하였다. 구

축된 Mock-Up의 개요는 아래의 표 1, 그림 1, 2 와 같다.

그림1. Mock-Up 평면

 

그림2. 광촉매 시공 벽면

2.2 Mock-Up 실험 계획

Mock-Up 실험에서 먼저 TiO2 광촉매의 활성화를 위해

서 UV-A 램프를 활용하였다. 특히, UV 램프는 I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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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a Mock-up experiment with UV lamp response by applying TiO2 photo catalyst paint indoors to check reduction of NOx, a 

typical particulate precursor. Experiments according to the on-off of the UV lamp in the room where photo catalyst paint is applied have 

confirmed that the NOx concentration is reduced by 0.133 ppm and about 6.82% compared to the non-operation state when the UV lamp is 

in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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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크기 가로 2,675mm 세로 2,750mm 높이 2,860mm
실험 가스 질소 가스(100기압, 100ppm)
적용 램프 UV-A BLB, 0.505mW/cm2

측정 간격 1분
실내 조건 온도 25.14℃ 풍속 0.34m/s 상대습도 23.09%

표1. Mock-Up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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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7-1 시험법을 참조하여 제작하였다. 

그리고 광촉매의 변화에 따른 실내 질소산화물(NOx) 농

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질소산화물(NOx) 농도를 주입하였다. 

이때 실험은 질소산화물(NOx)가스를 밀폐된 실내에 주입하

여 실내가  2ppm 도달 후 중단하여 측정하였다. 

특히, UV램프의 on/off 따라 NOx 저감 효과를 확인하고

자 하였다. Mock-Up 실험내용은 아래의 그림 3과 같다.

그림3. 광촉매 실험 모식도

3. Mock-Up 실험 결과

3.1 UV 램프 OFF

UV 램프 off 상태의 실험은 총 3회 실시하여 평균값을 

산출하였다(표2, 그림4 참조). 즉, UV램프가 off 된 상태에

서 광촉매페인트가 도포된 벽면의 실내 NOx 농도는 초기 

2.028ppm에서 3시간 후 0.959ppm으로 감소되고 있었다.

3.2 UV 램프 ON

UV 램프 on 상태의 실험도 총 3회 실시하여 평균값을 

산출하였다(표3, 그림5 참조). 즉, UV램프가 on 된 상태에

서 광촉매페인트가 도포된 벽면의 실내 NOx 농도는 초기 

2.038ppm에서 3시간 후 0.825ppm으로 감소되고 있었다. 

그림5. UV 램프 가동 시 NOx 농도 변화

3. 결론

본 연구는 2차 오염물질을 통해 미세먼지를 생성시키는 

질소산화물(NOx)의 저감을 확인하기 위하여 TiO2 광촉매 

페인트를 실내에 도포하여 UV램프의 반응에 따른 

Mock-up 실험이다.  

광촉매 페인트가 도포된 실내에서 UV램프의 on-off에 

따른 실험결과는 다음과 같다. 즉, UV 램프가 가동 상태일 

경우 비가동 상태에 비하여 NOx 농도 값이 0.133ppm, 약 

6.82% 정도 저감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 4와 그림 6 참조).

그림6. UV 램프 가동/비가동에 따른 NOx 농도 변화

참고문헌

1. 장영기, 미세먼지 오염의 현황과 문제점, 환경논총,2016

2. 김신도, 서울지역 미세먼지의 물리화학적 특성, 서울도

시연구, 제9권 제3호, 2008. 9

3. Zhang Jinhui, Li Si, Chen Lang, Pan Yi, Yang 

ShuangChun, The progress of TiO2 photocatalyst 

coating, IOSR Journal of Engineering, 2, 8, 50-53

4. Juan Zhao, Xudong Yang, Photocatalytic oxidation for 

indoor air purification, Building and Environment, 38, 

645-654, 2003

5. 송용우, 양영권, 김태원, 김민영, 박진철, 광촉매 적용 

실내공기오염물질 저감 연구, 대한건축학회 추계학술발

표대회, 2018. 10

그림4. UV 램프 비 가동 시 NOx 농도 변화

구분   1차 실험 2차 실험 3차 실험 평균
시작 NOx 농도 2.025 ppm 2.023 ppm 2.036 ppm 2.028 ppm
종료 NOx 농도 0.994 ppm 0.993 ppm 0.963 ppm 0.959 ppm

표2. UV 램프 비가동시 농도 변화 결과(시작, 종료, 평균)

구분   1차 실험 2차 실험 3차 실험 평균
시작 NOx 농도 2.043 ppm 2.045 ppm 2.027 ppm 2.038 ppm
종료 NOx 농도 0.857 ppm 0.794 ppm 0.857 ppm 0.825 ppm

표3. UV 램프 가동에 따른 농도 변화 결과(시작, 종료, 평균)

구분   UV 비가동 UV 가동 농도 차이

시작 NOx 농도 2.028 ppm 2.038 ppm 0.01 ppm

종료 NOx 농도 0.959 ppm 0.825 ppm 0.134 ppm

표4. UV 램프 가동/비가동에 따른 NOx 농도 변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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