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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Mock-up test was conducted for the change of NOx concentration using TiO2 photocatalytic 
paint mixed with TiO2 photocatalyst as a building material.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it was confirmed that 
NO gas, which is a precursor that can reduce of fine dust, is reduced by about 10% in a room coated with TiO2 photocatalytic 
paint in a closed 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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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미세먼지의 유해성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일반적으

로 대기중의 미세먼지는 토양 등 자연에서 배출되거나 휘발성 물질의 응축, 가스에서 입자로 전환 등 인위적인 배

출로 인해 생성되는데 오염물질에서 직접 배출되는 1차 오염물질과 대기 중 전구물질과 화학반응 하여 발생되는 

2차 오염물질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전구물질과 반응하는 이온물질로는 질소산화물(NOx)과 황산화물(SOx)등이 

있는데 전구물질을 저감할 경우 미세먼지 농도 저감 효과가 있다[1][2][3][4][5]. 
최근 TiO2 광촉매 물질은 전구물질과 결합되는 이온물질인 질소산화물(NOx)과 황산화물(SOx)를 제거할 수 있어 

미세먼지까지 제거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6][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TiO2 광촉매를 건축자재인 페인트에 혼합한 TiO2 광촉매 페인트를 이용하여 전구물질인 

질소산화물(NOx) 농도 변화에 대한 Mock-up Test를 실시하였다. 이와같은 연구는 미세먼지저감을 위한 기초연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Mock-up Test

2.1 개요   

바닥면적(7.36m2), 체적(21.04m3) 크기의 Mock-up실  벽면에 TiO2 광촉매 페인트를 도포(벽면적 : 7.865m2)하
였다. 밀폐된 공간에 NO 가스를  실내농도 2ppm으로 맞추어 주입하고 UV램프(재원 : UV-A BLB)를 작동하



였다(그림 1 참조). 
Mock-up 실에는 데이터를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datalogger와 NO가스 분배기를 설치한 측정실과 TiO2 

광촉매 페인트를 도포하여 NOx 농도변화를 측정하는 실험실로 구분하였으며, 측정 간격은 1분, 실내 조건은 

온도 25℃, 습도 23%, 풍속 0.34m/s로 하였다.

그림 1. Mock-up 개요

      

구분   내용

크기
면적 7.36m2
체적 21.04m3

실험 가스 산화질소(NO) 가스 (100기압, 1000ppm)

UV  조명
UV 램프 UV-A BLB
광량 0.505mW/cm2 

측정 간격 1분
실내 조건 온도 25℃ 습도 23%  풍속 0.34m/s

표1. Mock-Up 개요

2.2 Mock-up 실험 및 결과 

실험은 TiO2 광촉매 페인트 적용 및 미적용실을 비교하였다. 특히, UV램프를 ISO 22197-1 시험법을 참조하

여 도포된 페인트에서 20cm 이격하여 설치하였다. 또한 NO가스를 실내농도 2ppm이 되도록 주입한 후 각각 

3회의 측정하여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표 2는 TiO2 광촉매 페인트 미적용 실의 NOx 농도변화로, 실험 시작과 

종료 시점의 NOx 농도 차가 1.108ppm으로 나타났다. (그림 2 참조). TiO2 광촉매 페인트를 적용한 실의  NOx 
농도 변화를 나타냈으며 실험 시작과 종료시점의 NOx 농도차가 1.239ppm으로 나타났으며 TiO2 광촉매 페인

트 적용과 미적용 실의 NOx 농도차가 0.131ppm인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3, 표 3 참조). 

그림 2. TiO2 광촉매 페인트 미적용 시 NOx 농도 변화



실내 NOx 농도
[ppm] 1차 실험 2차 실험 3차 실험 평균

시작 2.024 2.082 2.054 2.053

종료 0.955 0.928 0.952 0.945

감소량 1.069 1.154 1.102 1.108 

표 2. TiO2 광촉매 페인트 미적용 시 실내 NOx 농도

그림 3. TiO2 광촉매 페인트 적용 시 NOx 농도 변화

실내 NOx 농도
[ppm] 1차 실험 2차 실험 3차 실험 평균

시작 2.084 2.046 2.027 2.052

종료 0.830 0.790 0.819 0.813

감소량 1.254 1.256 1.208 1.239 

표 3. TiO2 광촉매 페인트 적용 시 실내 NOx 농도

3. 결  론

본 연구는 TiO2 광촉매를 건축자재인 페인트에 혼합한 TiO2 광촉매 페인트를 이용하여 질소산화물(NOx) 농도 변

화에 대한 Mock-up Test를 실시한 것으로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즉, 밀폐된 실내에서 TiO2 광촉매 페인

트가 도포된 실에서 미세먼지의 전구물질인 NO가스가 약 10%(0.131ppm)정도 저감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



라서, 이와같은 결과로 TiO2 광촉매가 혼입된 페인트를 UV 램프가 있는 실내에 적용 시에 미세먼지 전구 물질인 

NOx 물질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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