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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reduction effect of titanium oxide photocatalyst-containing coating agent through small chamber 

experiment to reduce nitrogen oxide, a typical particulate matter precursor. The results of the experiment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standard test standard conditions showed that the concentration of nitrogen monoxide (NO) and the concentration of nitrogen oxide (NOx) 

were reduced. It is judged that the reduction of particulate matter precursors can be possible through chemical reaction with ultraviolet rays 

when the building materials containing titanium oxide catalyst are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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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방법 및 목적*

국내 미세먼지는 2016년 세계보건기구(WHO)의 세계주

요도시 주변 대기오염 데이터베이스(DB)에 따르면, OECD 

주요 도시에 비해 1.2~3.5배 이상 높은 상황으로 나타났

다. 미세먼지는 다양한 대기 중 물질과 결합되어 생성될 

수 있으며, 미세먼지를 생성시키는 주요 물질을 전구물질

이라 한다. 특히 전구물질과 결합되어 미세먼지(PM 10)를 

발생 시키는 주요 이온 물질은 황산화물(SOx)와 질소산화

물(NOx)이며, 이를 통해 생성된 이온화 물질의 비중은 전

체 미세먼지 구성 중 약 40%로 매우 높게 차지하고 있어 

이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시급한 상황이다. 

질소산화물(NOx)과 황산화물(SOx)을 제거할 수 있는 산

화티탄(TiO2)광촉매는 다양한 건축재료와 혼합하여 사용될 

수 있으며, 실내외 모두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는 코팅제

와 혼합할 경우 미세먼지 전구물질 저감 효과를 크게 얻

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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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는 TiO2 광촉매 코팅제를 소형챔버실험

에 적용을 통해 미세먼지 전구물질 저감효과를 확인하고

자 한다. 

2. 소형챔버실험 개요

2.1 실험 개요

본 연구는 TiO2 광촉매가 혼입 된 코팅제의 질소산화물

(NOx) 저감 실험을 위해 소형 챔버를 구축하였다. 이는 

국제표준실험기준(ISO)의 22197-1을 적용하였으며, 실험 

조건 개요 및 측정 장비는 아래의 표 1 및 그림 1과 같다.

구분 내용

실험 가스 질소 가스

적용 램프 UV-A BL Lamp

적용 온도 25℃±2.5℃

적용 습도 50%

측정 장비 Oxides of Nitrogen Analyser

표 1. 소형 챔버 실험 개요 

그림 1. 소형 챔버 구축 사진 



실험은 질소 가스와 습공기를 혼합하여 사용하였으며, 

시험편은 유리시편을 사용하였다 .

시편 표면은 코팅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프라이머를 도

포한 후 코팅제 도포를 실시하였다. 시편적용을 통한 실험 

계통도는 그림 2과 같다.

그림 2 소형 챔버 실험 계통도

2.2 실험 계획

본 연구에서 활용된 소형챔버실험은 ISO 22197-1의 기

준에 맞춰 실시하였으며, 실험의 오차를 줄이고자 같은 조

건을 3회 실시하였다. 실험의 조건은 다음 표 2와 같다.

구분 내용

실험 가스 및 농도 질소 가스, 1ppm

적용 램프 및 광량 UV-A BL Lamp, 1mW/cm2

적용 온・습도 23℃, 50%

실험 횟수 및 시간 3회, 각 5시간

표 2. 소형 챔버 실험 계획 

실험은 질소 가스 농도가 1ppm으로 균일하게 유지되는 

것을 확인한 후 실험 시편에 UV광을 5시간 동안 조사하

여 질소가스 농도 변화를 통해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3. 실험 결과

산화티탄광촉매가 혼입된 코팅제의 질소산화물 저감 소

형 챔버 실험 결과는 그림 3 및 표 3과 같다.

그림 3 광촉매 코팅제 활용 소형챔버실험 결과 그래프

구분 시작 농도 종료 농도 절감율

NO 0.958 ppm 0.752 ppm 21.5 %

NO2 0.019 ppm 0.127 ppm -

NOx 0.978 ppm 0.880 ppm 10.0 %

표 3 광촉매 코팅제 활용 소형챔버실험 결과 표

ISO 기준에 따른 실험 결과 그림 3과 표 3에 나타난 것

과 같이 UV 램프 ON될 경우 NO, NOx은 농도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NO 농도는 UV 램프 ON이 되는 시작 

농도에 비해 21.5% 절감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NOx 농도의 경우 시작 농도에 비해 10%의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NO2의 경우 가스상 NO의 물질이 산화티탄 광촉매

와의 산화반응을 통한 산소와의 결합으로 0.019ppm에서 

0.127ppm으로 농도가 상승하였다. 

결과적으로 광촉매와 UV 램프 적용을 통해 질소산화물 

농도가 저감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4. 결론

본 연구는 대표적인 미세먼지 전구물질인 질소산화물의 

저감을 위해 산화티탄 광촉매가 혼입된 코팅제를 활용하

여 소형챔버실험을 통해 저감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국제표준실험규격 조건에 따른 실험 결과 일산화질소

(NO)의 농도와 질소산화물(NOx) 농도의 절감이 이루어지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산화티탄광촉매가 혼입

된 건축자재를 활용할 경우 자외선과의 화학반응을 통해 

미세먼지 전구물질의 저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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