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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질소산화물(NOX)은 차량의 배기가스, 화석연료 연소 등에 의해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로, 인체에 유해하며 산성비, 오존, 미세먼지 등 2차 오염물질을

생성하는 원인 물질이다.[1] 이로 인해 생성되는 미세먼지는 초미세먼지라

일컫는 PM2.5로, NOX 뿐만 아니라 SOX, VOCs 등 대기오염물질의

광화학반응으로 생성된다.[2]

WHO(World Health Organization)는 대기오염물질 및 초미세먼지에 의한

심혈관 및 호흡기 질환 등에 의해 매년 420만 명이 조기사망 하는 것을

발표했다[3]. 선행 연구에서는 미세먼지가 영유아, 노약자 등에게

호흡기·심혈관 질환에 영향을 미치며, 사망률과 관련이 있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4][5] 세계적으로 미세먼지의 유해성이 대두됨에 따라 WHO는 Air

quality guidelines을 제시하여 미세먼지, 오존,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유해성과 기준을 제시 및 강화하였다.[6] 국내에서도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

등의 대책을 세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력을 이행하고 있다.[7]

[1] 노상환. (2019). 질소산화물 대기배출부과금제도의 평가와 개선 방향. 환경정책. 27(1),

pp. 131-150.

[2] Arnold W. (2014). EPA’s Fine Particulate Air Pollution Control Program. S.J.

Quinney College of Law research paper. 95. pp. 10996-11000.

[3] WHO 보도자료. (2018. 05. 02)

https://www.who.int/en/news-room/fact-sheets/detail/ambient-(outdoor)-air-quality-a

nd-health

[4] H.R. Anderson, R.W. Atkinson, S.A. Bremner, L. Marston. (2003). Particulate air

pollution and hospital admissions for cardiorespiratory diseases: are the elderly at

greater risk?. European Respiratory Journal. 21(40), pp.39-46.

[5] H.R. Anderson. (2009). Air pollution and mortality: A history. Atmospheric

Environment. 43(1), pp. 142-152.

[6] WHO. (2005). WHO Air quality guidelines for particulate matter, ozone, nitrogen

dioxide and sulfur dioxide. Global update 2005.

[7] 환경부(2019), ‘미세먼지법 시행’ http://www.me.go.kr/cleanair/sub01.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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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중 미세먼지(PM, Particulate Matter)는 공기중력학적

직경(aerodynamic diameter)이 10㎛ 이하의 입자상 오염물질을 의미하며,

직경이 10㎛ 이하의 먼지를 미세먼지(PM10), 2.5㎛ 이하의 먼지를

초미세먼지(PM2.5)로 분류한다.[8][9] 미세먼지는 1차 오염물질(primary

pollutants)과 2차 오염물질(secondary pollutants)로써 배출 생성된다. 1차

오염물질은 공장, 발전소, 차량의 배기가스, 비산먼지 등에 의해 직접

배출되며, 2차 오염물질은 1차 오염물질로 배출된 가스상 오염물질의

화학반응에 의해 생성된다. 가스상 오염물질은 물리적 성질 또는 물질의

연소 합성 분해 시 발생하며, 이산화탄소(CO2),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암모니아(NH3),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2차 오염물질은 화학반응으로 생성되어 PM2.5와 같은 입자상

오염물질의 전구물질(Precursor)[10]로 기인한다.[11][12][13] PM2.5 생성 과정은

Fig. 1.1과 같다.

[8] 환경부. (2016). 바로 알면 보인다. 미세먼지, 도대체 뭘까?. pp. 5.

[9] 이승하. (2011). 서울시 PM10 내의 수용성 유기탄소와 수분함량과의 상관성 분석. 이

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0] 전구물질 : 어떠한 화합물 합성 시 필요한 재료가 되는 물질을 일컬으며, 생성물보다

앞 단계의 물질을 모두 전구물질이라 할 수 있다. [화학대사전]

[11] 김용표. (2017). 초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 및 정책 방향. 한국대기환경학회

지. 33(3), pp. 191-204.

[12] 김한임, 박정준, 곽종원. (2019). 광촉매를 활용한 미세먼지 저감 기능 건설소재개발.

대한토목학회지, 67(8), pp. 87-89.

[13] 박성복. (2016). 주요 대기오염물질의 분류 및 공정특성 동향. 국가환경정보센터.



- 3 -

Fig. 1.1 초미세먼지 생성과정

대기 중 전구물질이 빛에너지(UV, ultraviolet)에 의해 광화학반응 하여

질산(HNO3), 황산(H2SO4) 등의 2차 생성물질(중간생성물)로 생성된다. 이후

NH3와 반응하여 질산암모늄(NH4NO3), 황산암모늄((NH4)2SO4) 등 2차

유기입자로 이루어진 입자상 오염물질(PM2.5)이 생성된다. PM2.5는 매우 작은

크기로 인해 폐까지 침투하거나 혈관에 흡수되어 호흡기 및 심혈관 질환

발병과 사망률 증가와 관련이 있다.[14][15][16][17]

[14] 김재관. (2018). 미세먼지 전구물질(SO2)의 자원화 기술. 전기의 세계. 67(10), pp.

17-25

[15] 서영화. (2015). 고농도 초미세먼지 현상 시 황산이온, 질산이온, 암모늄이온 농도 변

화와의 관계 분석. 환경관리학회지, 21(1), pp. 1-7.

[16] David E., Pier M., Grethe S., Andrea A., Robert D., Ken D., Francesco F.,

Massimo F.,Oscar H., Ian G, Gerard H., Barbara H., Marc F., Nino K., Nicholas M.,

Juha P., Annette P., Massimo F., Sanjay R., Robert F. (2015). Expert position paper

on air pollution and cardiovascular disease, European Heart Journal. 36, pp. 83–93.

[17] Robert D., Sanjay R., C. Arden, Jeffrey R., Aruni B., Ana V., Fernando H., Yuling

H., Russell V., Murray A., Annette P., Sidney C., Laurie W., Joel D. (2010),

Particulate Matter Air Pollution and Cardiovascular Disease An Update to the

Scientific Statement From the American Heart Association. Circulation. 1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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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2009년~2018년 연간 대기 중 미세먼지(PM10, PM2.5) 평균 농도

Fig. 1.2는 국내 PM10, PM2.5의 연간 평균 농도를 나타낸 것이며, Table

1.1은 대기 중 PM10, PM2.5 농도 기준으로 Fig. 1.2 내 ①~④에 대한 국내 및

WHO에서 권고하는 환경기준을 나타낸 것이다.

국내
PM10 50 ㎍/㎥ ①

PM2.5 15 ㎍/㎥ ②

WHO
PM10 20 ㎍/㎥ ③

PM2.5 10 ㎍/㎥ ④

Table 1.1 대기 중 미세먼지(PM10, PM2.5) 농도 환경기준

대기 중 PM10 농도는 2012년 이후 약 5년간 증가 추세였으나 2016년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2011년도부터 국내 대기환경기준[18]에서 권고하는

50㎍/㎥ 미만의 농도를 만족하고 있다. PM2.5는 2015년부터 통계를 집계하여

2015~2018년도의 연간 평균 농도에 대해 나타냈으며, 점차 농도가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환경기준(15㎍/㎥)보다 약 7~11㎍/㎥ 높은

농도로, 권고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WHO에서

[18]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950호, 시행 2019.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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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한 기준 적용 시 PM10, PM2.5 모두 만족 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기 중 PM2.5 농도는 국내 및 WHO가 권고하는 환경기준을 상회하며

이와 같은 입자상 오염물질에 대한 근본적인 저감이 필요하다.

대기 중 PM2.5의 75% 이상이 NOX, SOX, VOCS와 같은 전구물질에 의해

발생하며, PM2.5를 이루는 주요 성분 중 질산염(NO3
-)의 52%는 대기 중

NOX의 산화로 생성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NOX는 입자상

오염물질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물질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19][20][21]

NOX는 도시화 및 산업화에 따라 배출량이 증가하였으며, 대기 중 NOX는

1차 오염물질인 동시에 2차 오염물질의 전구물질로 대기오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22] Fig. 1.3과 같이 NOX는 대기오염물질의 27%를 차지하며,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 중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Fig. 1.4는

Fig. 1.3의 NOX 배출량을 배출원별 비율로 나타낸 것으로,

이동오염원(도로 비도로 이동오염원)의 비율이 61%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다. 연소(에너지산업 비산업 제조업 연소)는 33%, 기타(생산공정,

폐기물처리, 생물성 연소)는 6%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23]

[19]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018)휘발성 유기 화합물(VOCS) 정화를 위한 광촉매 코팅기술

개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보고서.

[20] Jianping Huang, Chenhong Zhou, Xuhui Lee, Yunxuan Bao, Xiaoyan Zhao, Jimmy

Fung, Andreas Richter, Xiong Liu, Yiqi Zheng. (2013). The effects of rapid

urbanization on the levels in tropospheric nitrogen dioxide and ozone over East

China. Atmospheric Environment. 77, pp. 558-567.

[21] 국립환경과학원. (2019). 2018 국립환경과학원 원보.

[22] 안현진, 한지현, 이미혜, 강은하. (2015). 수원시 대기 중 오존과 질소산화물의 장기변

동 특성 (1991~2012),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Atmospheric Environment. 31(4),

pp. 378-384.

[23] 국립환경과학원.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서비스. 2016년 대기오염물질 부문별 배

출량. http://airemiss.nier.go.kr/mbshome/mbs/airemiss/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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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대기오염물질 부문별 배출량 비율 Fig. 1.4 배출원별 NOX 배출량 비율

이에 따라 입자상 오염물질 생성의 원인이자 대기오염물질인 NOX의

저감이 필요하며, NOX의 저감 시 가스상 오염물질 감소뿐만 아니라 입자상

오염물질 감소에 긍정적 효과를 줄 것으로 사료된다. NOX에 의한

대기오염을 감소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24] 및 시행규칙[25]을 통해

배출량을 규제하고 있으나, 배출된 NOX 제거를 통해 대기 중 NOX 농도를

감소시키는 방법 또한 필요하다.

NOX를 저감하는 기술은 필터 등에 의한 물리적 제거, 촉매를 활용한

화학적 제거 등이 있는데, 이 중 이산화티탄(TiO2) 촉매는 NOX 저감에

효과적이다.[26] TiO2는 광촉매로 사용되는 물질 중 대표적인 것으로,

내구성 경제성 인체 무해 등의 장점을 가진다.[27]

2009년부터 전국적으로 매년 60,000~70,000동의 건축물이 증가하는

추세[28]로, 건축분야에서 TiO2를 활용한 NOX 저감 기술 적용 시 대기 중

전구물질 중 NOX 농도 저감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나아가

[24]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 [법률 제16266호]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25]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817호] (배출시설별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

[26] Jongsik Kim, Dong Ho Kim, Dong Wook Kwon, Heon Phil Ha. (2018).

Rational selection of Fe2V4O13 over FeVO4 as a preferred active site on

Sb-promoted TiO2 for catalytic NOX reduction with NH3. Catalysis Science &

Technology. 8, pp. 4774-4787.

[27] 윤일호. (2017). 광촉매(TiO2) 블록을 이용한 대기 중 NOX 저감에 관한 연구. 서울시

립대학교, 학위논문.

[28] 국토교통부. 2019.02.07. 보도자료.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1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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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X를 저감할 경우 2차 생성물질의 농도가 감소되어 입자상 오염물질의

농도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TiO2 광촉매를 콘크리트에 혼입 시 내부의 광촉매가

대기오염물질과의 접촉이 어려워 효율성과 경제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29]

코팅제의 경우 시공이 용이하며, 광촉매 코팅제는 TiO2 함량에 따라 효율은

상이하나 내마모성이 있어 광반응 전 후 광촉매 함량 농도 변화에 큰 변화가

없음을 확인하였다.[30] 따라서 본 연구는 광촉매 활용 건축자재 중

도료(코팅제)를 선정하였으며, TiO2 광촉매 도료를 활용하여 입자상 오염물질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NOX 저감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29] 홍성재, 이승우. (2013). 광촉매 콘크리트 도로 구조물의 효율적 시공방법에 대한 실

험적 연구. 한국도로학회 논문집. 15(6), p. 1-9.

[30] M. M. Hassan., H. Dylla., L. N. Mohammad., T. Rupnow. (2010). Evaluation of

the durability of titanium dioxide photocatalyst coating for concrete pavement.

Construction and Building Materials. 24(8), pp. 1456-1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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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대기오염물질인 NOX 농도를 저감하고자 하였다. NOX 저감을

위해 TiO2 광촉매가 혼입된 도료를 활용하였으며, ISO22197-1 시험법을

참고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ISO 22197-1 시험법은 공기정화를 위해 생산된

광촉매 물질의 NO가스 제거 성능을 평가하는 시험 방법이다.

Fig.1.4는 본 연구의 방법을 흐름도로 나타낸 것이며, 연구의 상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NOX 및 TiO2 광촉매 특성 조사

NOX 및 TiO2 광촉매 특성 분석을 위해 이론고찰을 실시하였다. 국내 외

관련 연구 및 보고서를 기반으로 NOX의 정의 및 특성, 배출원 및 발생원,

생성반응, 원인에 따른 생성특징 등을 조사하고, TiO2 광촉매의 정의 및

특성, 산화반응, 적용분야, 결정구조에 따른 특징 등을 분석한다.

(2) NOX 및 TiO2 광촉매 선행 연구 및 사례분석

국내 외 기 수행 연구를 조사하여 TiO2 광촉매의 NOX 저감 성능 및

가능성, 건축분야 적용성 등을 분석한다. 또한, TiO2 광촉매가 적용된 건축물,

도로 등을 조사하여 이에 따른 NOX 저감 효과를 고찰한다.

(3) NOX 저감 실험 및 분석

NOX를 저감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으로, ISO 22197-1 시험법을

참고한다. 본 실험에 필요한 반응기를 제작하고, TiO2 광촉매 도료의 NOX

저감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ISO 22197-1 시험법에서 제시하는 조건과 실제

대기환경을 고려한 조건에 대해 NOX 정량분석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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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연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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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고찰

2.1 개 요

본 장에서는 문헌 조사를 통해 NOX와 TiO2 광촉매의 이론적인 정의 및

특성, 선행연구에 대해 기술하였다. NOX는 대기오염물질로써, 대기 중에서

이루어지는 반응,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발생 원인에 따른 NOX 특성에 대해

기술하였다. TiO2 광촉매는 금속산화물 반도체로써, 정의 및 특성, 산화반응

원리, 적용분야, 결정구조에 따른 특성을 기술하였다. 이론적 특성을 통해

국내 외 기 수행 연구를 조사 및 분석하여 이에 따른 연구의 필요성을

고찰하였다.

2.2 질소산화물(NOX) 및 TiO2 광촉매 특성 분석

2.2.1 질소산화물(NOX) 정의 및 특성

NOX는 질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화합물 또는 혼합물을 칭하는 용어로

일산화질소(NO), 이산화질소(NO2), 아산화질소(N2O), 삼산화이질소(N2O3)

등을 말한다. 대기 중 NOx의 주요 형태가 NO와 NO2로 이루어져있어 이

둘을 합쳐 NOX로 표현한다. Table 2.1[31][32]는 NOX를 이루는 화합물과 그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31] 대한화학회. (2013). 화학물 명명법(무기화학). http://new.kcsnet.or.kr/iupacname

[32] 고정휘. (2011). 탄소폐기물촉매를 이용한 질소산화물의 선택적 촉매 환원 반응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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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자식 명명법 산화수 물성

NO
일산화질소

(nitrogen monoxide)
2 기체, 무색, 큰 반응성

NO2
이산화질소

(nitrogen dioxide)
4 기체, 적갈색, 가수분해

N2O
아산화질소

(nitrous oxide)
1 기체, 무색, 수용성

N2O3
삼산화이질소

(dinitrogen trioxide)
3 액체, 청색, 수용성

N2O4
사산화이질소

(dinitrogen tetroxide)
4 액체, 무색, 강한 독성 및 산성

N2O5
오산화이질소

(dinitrogen pentoxide)
5 고체, 백색, 흡습성

Table 2.1 NOx를 이루는 화합물 특징

NOX는 공기 중 질소가스가 분해되어 생성되며 질소가스(N2)를 이루는

질소 원자 간 결합이 강해 쉽게 분해되지 않는다. 그러나 고온의 자동차

엔진 등에 의해 공기 중 N2가 산소(O2)와 반응하여 질소산화물로 생성되고

대기 중으로 방출된다.

미국환경보호청(US EPA, 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에 따르면 대기 중 NOX는 주로 이동수단에 의한 배기가스, 발전소

등의 화석연료 연소에 의해 인위적으로 배출되며, 그 배출량은 대기 중

NOX의 약 50%를 차지한다. 토양, 미생물, 번개 등에 의해 자연적으로

배출되기도 하지만 인위적으로 배출되는 NOX에 비해 발생량이 비교적

적다.[33][34]

[33] EPA. (1999). Nitrogen Oxides (NOX) Why and How They Are Controlled.

TECHNICAL BULLENTIN.

[34] 정경열, 류길수. (2001). 질소산화물 제거기술 (Technology Trend of NOX Removal).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지. 25(1), pp. 5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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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 인위적 NOX 배출원 비율

NO(일산화질소 또는 산화질소)는 반응성이 큰 무색 무취의 기체로 대기

중 N2와 O2가 반응하여 생성된다. NO는 안구, 호흡기, 피부 질환을 야기하는

등 인체에 유해한 가스로 알려져 있었으나, 최근 연구에 따르면 혈관

확장제로써 동맥경화, 심근경색 등의 심혈관 질환의 치료제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5] 반응성이 큰 NO는 대기 중 O2 또는 오존(O3)에 의해

산화되어 이산화질소(NO2)를 생성한다.(식 1, 2) NO의 산화 시 O2와의

반응이 느려 대부분 O3과 반응하게 된다. 여기서 생성된 NO2는

hv(산화반응을 위한 자외선)에 의해 광분해 되어 NO와 산소원자(O)를

생성하고 이 때, O는 O2와 반응하여 다시 O3을 생성한다.[36][37] (식 3)

   →  ··········································식 1

   →    ·········································식 2

[35] F Virgili,& H Kobuchi,& L Packer. (1998). Procyanidins Extracted From Pinus

maritima (Pycnogenol): Scavengers of Free Radical Species and Modulators of

Nitrogen Monoxide Metabolism in Activated Murine RAW 264.7 Macrophages. Free

Radical Biology and Medicine. 24(7-8), pp. 1120-1129.

[36] 박상훈. (2018). 서울지역의 질소산화물(NO, NO2) 농도특성과 오존(O3) 생성에 미치

는 영향 연구. 석사학위논문, 군산대학교.

[37] 이광연, 곽경환, 박승부, 백종진. (2013). 도로 협곡에서 NO와 VOCS에 대한 오존의

민감도. 한국대기환경학회지. 29(3), pp. 307-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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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식 3

대기 중 NO가 O3에 의해 빠르게 산화되어 생성된 이산화질소(NO2)는

산화력 부식성 독성이 강한 적갈색의 기체로, NO2에 노출될 경우 호흡기 및

폐 질환을 야기한다.[38] NO2는 독성을 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광화학스모그,

PM2.5, 산성비(HNO3, 식 4), 오존(O3, 식 5), PAN[39] 등 광화학산화물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40][41]

   →  ········································식 4

     →    ·······································식 5

NOX는 발생과정 및 원인에 따라 고온 질소산화물(Thermal NOX), 연료

질소산화물(Fuel NOX), 즉발 질소산화물(Prompt NOX)로 분류할 수 있다.

고온 질소산화물(Thermal NOX)은 1,650℃~2,000℃의 고온에서 공기 중

질소(N2)가 산화되어 생성된다. Thermal NOX는 연소영역에 산소 농도와

온도가 높고, 연소 시 체류시간이 길수록 생성량이 증가하며 젤도비치

반응기구(Zeldovich mechanism)로 설명할 수 있다.(식 6~8) 식 6과 식 7은

공기과잉조건에서 일어나는 반응이고 식 8은 연료에 비해 산소가 적을

경우의 반응이다.[42]

[38] B. Kathleen,& G. Janneane,& T. Elizabeth,& B. Michael,& L. Brian. (2006).

Association of Indoor Nitrogen Dioxide Exposure with Respiratory Symptoms in

Children with Asthma. American Journal of Respiratory and Critical Care Medicine.

173(3), pp. 297-303.

[39] PAN(Peroxy Acetyl Nitrate) :. 질산과산화아세틸의 약칭. 질소산화물과 자외선의 광

화학반응으로 생성됨. 인체 식물 농작물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2차 대기오염물질 중

하나이다.

[40]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Air quality guidelines for particulate matter,

ozone, nitrogen dioxide and sulfur dioxide, Global update 2005, 16p

[41] 김건호. (1996). 자계 중에서 코로나 방전 플라즈마를 이용한 질소산화물(NOX)의 제

거. 석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42] 공성용, 구현정. (2002). 사업장 질소산화물 저감기술의 평가 및 비용분석. 한국환경정

책 평가연구원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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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 6

  ⇔    ···············································식 7

  ⇔   ··············································식 8

연료 질소산화물(Fuel NOX)은 연료 내 질소(N2)가 고온에서 산화되어 생성

된다. Fuel NOX는 연소 시 산소 농도 및 온도, 연료 내 포함된 질소 함량 등

에 영향을 받는다. Fuel NOX의 경우 연료 내 질소의 결합형태가 탄소 등 타

원소와의 유기결합으로 인해 Thermal NOX보다 생성속도가 높다.[43]

탄화수소 라디칼과 질소가 반응하여 생성되는 즉발 질소산화물(Prompt

NOX)는 고온의 연소영역 근방에서 급격히 발생하며, 젤도비치 반응기구보다

페니모어 반응기구(Fenimore mechanism)로 설명 가능하다.[44] Prompt

NOX는 탄화수소 라디칼, 질소 농도에 비례관계이며, 발생량은 산소 농도에

영향을 받는다.[45][46]

질소산화물 제거 기술로, 연소 시 NOX발생을 억제하는 1차적 방법인 연소

전 제어(Pre-Combustion Control), 연소제어(Combustion Control)와 NOX

생성 후 배기가스 등에 포함되어 있는 NOX를 제거하는 2차적 방법의 연소

후 제어(Post-Combustion Control)가 있다. 연소 전 제어는 Thermal NOX

억제가 난해하고 연소제어는 NOX의 제거효율이 낮다. 두 제어법은 NOX

제거량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맞추기 위해 연소

후 제거 방법이 요구된다.[47] 연소 후 제거 방법으로 선택적 촉매

환원(Selection Catalytic Reduction, SCR), 선택적 비촉매 환원(Selective

Non-Catalytic Reduction, SNCR), Hybrid SCR/SNCR system 등이 있다.

SCR의 경우 암모니아 요소 등의 환원제와 선택적으로 반응하여 질소로

[43] 김태훈. (2010). 질소산화물 제거를 위한 TiO2계 촉매의 특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강원대학교.

[44] C.P.Fenimore. (1971). Formation of Nitric Oxide in Premixed Hydrocarbon Flames.

Symposium (International) on Combustion. 13(1), pp. 373-380.

[45] 손화승, 김호영. (2002). 고온 배기가스의 산소농도가 비례혼합화염의 NOX 발생에 미

치는 영향. 대한기계학회논문집 B권. 26(6), pp. 833-841.

[46] 정대헌, 양제복, 노동순, 김원배. (1998). 고온, 희박공기 연소에 관한 실험적 연구. 한

국연소학회지. 3(1), pp. 49-57

[47] 서정원. (2002). 축열식 산소부화연소기의 질소산화물(NOX) 저감 방법에 관한 실험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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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원시키는 방법이며, SNCR은 950℃ 이상의 고온에서 NOX와 환원제와

반응하여 질소로 환원되는 원리를 이용한 방법이다. SCR은 SNCR 대비

탈질율과 환원제의 반응이 높다는 장점이 있으나 충분한 설치공간과 고가의

설치비가 필요하다. 이에 반해 SNCR은 설치비가 낮고 설치가 용이하나,

탈질율이 낮다.[48]

[48] 김영준. (2004). 생활폐기물소각시설의 질소산화물(NOX) 저감시설 변경(SCR에서

SNCR)에 따른 운영비용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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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TiO2 광촉매 정의 및 특성

광촉매(photocatalysis)란 물질이 빛에너지를 받아 화학반응 촉진 또는

촉매작용을 하여 반응속도에 영향을 주는 물질로, 이산화티탄(TiO2),

산화아연(ZnO), 황화카드뮴(CdS), 산화주석(SnO2), 산화텅스텐(WO3) 등이

있다.(Table 2.2)[49] 그 중 ZnO, CdS은 광반응 시 Zn, Cd 이온을 발생시키고

빛을 흡수하여 분해되어 영구적으로 사용이 불가하다. 또한 WO3는 특정

물질에 대해 효율이 높다는 단점을 가져 빛에너지에 분해되지 않고 산화력이

높은 TiO2가 일반적으로 사용된다.[50]

분류 물질

고체

(금속산화물, 유화물 등)

TiO2, ZnO, CdS, SnO2, V2O3, WO3,

KTaO3, Ni-K4Nb6O17, Nb2O53 등

균일용액으로 되는 화합물

(금속착체 등)
[Ru(bpy)3]

2+, Co착체, Rh착체 [Ru2+]

Table 2.2 광촉매 특성을 갖는 물질

광촉매의 광화학반응은 1972년 일본의 Kenichi Honda와 Akira

Fujishima의 연구를 기초로 하였다. 이 연구는 반도체 물질 중

이산화티탄(TiO2) 단결성 전극에 빛에너지(hv)를 조사하여 광산화반응 및

광환원반응에 의해 물(H2O)을 수소(H2)와 산소(O2)로 분해되는 것을

설명하였다(Table 2.3). TiO2 전극에 빛에 의한 자극이 가해졌을 때 물질의

표면에서 산화반응이 일어나 전자(e-)와 정공(h+)이 생성된다.(식 12) 생성된

정공은 강한 산화력에 의해 H2O를 H2와 O2로 분해하고 전반적인 반응은 식

15와 같다.[51](식 13~15) 이와 같은 광반응에서 발생한 전자가 TiO2의 표면의

[49] 한국자원정보서비스. 광물자원용어사전,

https://www.kores.net/komis/main/userMain/main.do

[50] 김경민. (2012). 실내 질소산화물(NOX)제거를 위한 광촉매 성능 평가 연구. 경북대학

교, 석사학위논문.

[51] A. FUJISHIMA., K. HONDA. (1972). Electrochemical Photolysis of Water at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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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와 반응하여 슈퍼옥사이드 음이온(O2
-)을 형성하거나, 하이드록실

라디칼(Hydroxyl Radical, OH-)을 형성한다. 여기서 생성된 OH-는

산화환원전위가 높아 유기물질을 산화시켜 공기 중의 바이러스, 박테리아,

악취물질을 H2O와 CO2로 분해할 뿐만 아니라 산화질소(NO),

질소산화물(NOX), 폼알데하이드(HCHO), 아세트알데하이드(C2H4O),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 유해물질을 분해한다. 여기서 TiO2가 NOX를

산화시켜 제거하는 반응은 Table 2.4와 같이 나타내며, 여기서 hv는

빛에너지(light, Ultraviolet radiation)이고 Site는 TiO2의 반응면이다.[52][53]

이와 같은 반응으로 광촉매는 공기 및 수질정화, 살균 및 향균, 방오(self

cleaning) 등의 특성으로 환경 및 수자원 분야에서 응용 및 적용하고 있다.

반응단계

Excitation of TiO2 by light   
 →    식 12

TiO2 electrode    → 

  

 식 13

At the platinum electrode     →  식 14

The overall reaction    → 

   식 15

Table 2.3 TiO2의 물 분자(H2O) 분해 반응

Semiconductor Electrode. Nature. 238, pp. 37-38

[52] 김문찬. (2011). Mn-TiO2 촉매의 가시광촉매 특성. 분석과학. 24(6), pp. 493-502.

[53] M.M. Ballari, M. Hunger, G. Hüsken, H.J.H. Brouwers. (2010). NOX photocatalytic

degradation employing concrete pavement containing titanium dioxide. Applied

Catalysis B: Environmental. 9(3-4), pp. 24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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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단계

Activation    → 
  

Absorption


  ⇔ 

   ⇔ 



  ⇔ 



   ⇔ 

Hole trapping 
  → ∙   

Electron trapping   
 → 



Hydroxyl attack



 ∙ → 

  ∙ →   

  ∙ → 

Superoxide attack 

 

 → 


Recombination    → 

Table 2.4 TiO2의 NOX 산화반응

광촉매로 사용하는 물질은 앞서 설명한 Table 2.2 와 같이 다양하나 그 중

이산화티탄(TiO2)을 주로 사용한다. TiO2는 광반응을 위해 필요한 밴드

갭(Band gap, 띠틈) 에너지[54]가 387.5㎚(3.2eV)로 태양광으로 충분한 반응이

가능하며, 화학적 안정성, 높은 광활성 등의 특징을 가진다.[55]

보도블록, 건축 외장재 등에 사용되었던 기존의 TiO2 광촉매 제품은

P-25로 kg 당 6만원으로, 경제성 측면에서 고가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보완하여 하 폐수 슬러지를 활용하여 TiO2를 제작할 경우 약 6배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으며, 기존 TiO2와 성능 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56][57]

[54] 밴드 갭(Band gap, 띠틈) 에너지: 전도대의 맨 아래 부분의 에너지 준위와 가전자대

맨 위 부분의 에너지 준위 간 에너지 차이로, 밴드 갭 크기에 따라 물질의 전기 전도

성 정도가 결정된다. 광촉매 물질은 Band gap 이상의 빛에너지 자극에 의해 생성된

가전자대의 정공과 전도대의 전자가 광촉매 물질의 표면에 흡착된 물질들과 반응하게

된다.

[55] 고병열, 김기일, 박창걸, 박영서, 강현무. (2002). 광촉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연

구보고서.

[56] 이인규, 김진희, 김종호, 노영숙. (2016). 재생 이산화티탄을 혼입한 모르타르의 NOX
저감률 민감도 분석. 한국건설순환자원학회 논문집. 4(4), pp. 388-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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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O2의 유해성 관련하여 식품 첨가제에 함유되어있는 TiO2가 발암의

원인이 된다는 연구가 발표되었다. 이는 경구 흡수되었을 때의 유해성으로,

TiO2 노출에 대해 발암성 흡인유해성 호흡기 및 피부 과민성 등에 관한

자료는 현재까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58][59]

TiO2 광촉매는 아나타제(Anatase), 루틸(Rutile), 브루카이트(Brookite) 등

세 가지 결정구조로 분류할 수 있다. 아나타제는 저온에서, 루틸은 고온에서

안정성을 보이며 브루카이트는 불안정하며 이 구조를 생성 시 고온을 필요로

하는 등 제조가 어렵다. 아나타제(Anatase) 구조는 루틸과 브루카이트 구조에

비해 높은 광활성을 가지기 때문에 TiO2 광촉매 중에서도 Anatase TiO2를

사용한다.[60][61] TiO2의 결정구조에 따른 특징을 Table 2.5로 정리하였다.

[57] 김종범 et al. (2012). 하수종말처리장의 인 처리시설에 티탄염 응집제 적용 및 슬러지

재활용. 한국화학공학회. 51(2), pp. 257-262.

[58] Sarah, B., & Elisa B.R., & Christel. C., Christine. C., & Eric. G., & Jacques. D., &

Nathalie. N., & Sylviane. T., & Patrick. G., & Solenn. R., & Nathalie. T., &

Matthieu. R., & Dominique. T., & Jean. P.c., & Marie. C., & Jean. N.A., & Fabrice.

H.P., & Laurence. G.P., & Eric. H. (2017). Food-grade TiO2 impairs intestinal and

systemic immune homeostasis, initiates preneoplastic lesions and promotes aberrant

crypt development in the rat colon.

[59]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 https://msds.kosha.or.kr/kcic/msdsdetailGet.do

[60] 최희주, 강희석, 이한수. (2002). 루타일 및 아나타제 상 이산화티탄의 은 이온 광환원

및 흡착 특성 비교. 대한환경공학회지. 24(6), pp. 1043-1049.

[61] 정평진, 권용석. (2016). 상온에서 고결정성 나노기공 이산화티탄 제조기술. 에너지공

학. 25(2), 6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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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아나타제

(Anatase)

루틸

(Rutile)

브루카이트

(Brookite)

결정구조

정방정계 정방정계 사방정계

밴드 갭 (eV) 3.23 3.02 -

밀도 (g/㎤) 3.8~3.9 4.2~4.3 4.1

경도 5.5–6.0 6.0–6.5 5.5–6.0

굴절율 2.53 2.62 2.58

색상
진청색, 갈색, 회색,

흑색

적갈색, 황갈색,

황색

적갈색, 황갈색,

흑색

적용분야
광촉매 재료,

백색 안료
백색 안료 공업분야 미사용

Table 2.5 TiO2 결정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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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선행연구 고찰

2.3.1 질소산화물(NOX) 연구 동향

NOX 제거를 위한 연구가 이전부터 진행되고 있으며, 촉매를 이용하여

배기가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NOX를 제거하는 선행 연구들이 다수

이루어졌다. 대부분의 연구는 SCR, SNCR 등 촉매를 활용하거나

EGR(Exhaust Gas Recirculation)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NOX를 저감하고자 하였다.

배명환(2003)[62]은 정수장 슬러지를 이용하여 NOX를 제거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BaTiO3을 사용하였을 때 NO2와 O3가 생성되어 NOX 농도가

감소되지 않은 반면, BaTiO3와 슬러지를 함께 사용한 결과 슬러지의 NO2,

O3 제거 성능으로 인해 NOX가 제거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Min Kang at. al. (2007)[63]은 MnOX 촉매가 저온 NH3계 SCR에서 높은

활성을 보이는 것을 이용하여 NOX 저감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MnOX의 촉매활성에 의해 NO가 N2와 H2O로 전환되는 속도가 증가하였으며

저온 환경에서 NOX의 감소율이 높았다.

이성규 et. al.(2007)[64]은 촉매를 개발하여 질산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NOX를 저감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촉매활성물질로 Fe와 Pd를 제시하였고

합성제올라이트에 Fe Pd를 함침시킨 촉매(Fe-Pd-MOR)를 현장에 적용하여

NOX가 저감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함성원(2012)[65]은 기존의 V2O5-WO3/TiO2계 SCR 사용 시, NOX 제거로

인한 환원물인 NH3 발생 감소를 위해 Cl(염소) 성분이 함유된

[62] 배명환. (2003). 디젤기관의 질소산화 물 및 매연 배출물에 대한 동시저감용의 플라즈

마 EGR 조합시스 템 개발. 한국과학재단 연구보고서.

[63] Min Kang, Eun Duck Park, Ji Man Kim, Jae Eui Yie. (2007). Manganese oxide

catalysts for NOX reduction with NH3 at low temperatures. Applied Catalysis A:

General. 327(2), pp. 261-269.

[64] 이성규 et. al. (2007). 질산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총질소산화물제거 촉매공정기술개

발. 한국환경기술진흥원 연구보고서.

[65] 함성원. (2012). SCR 공정에서 수은/질소산화물 동시 제거를 위한 SCR 촉매 개발.

한국연구재단,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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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금속염화물에 담지하여 NOX 뿐만 아니라 환원물도 제거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SCR 촉매를 RuCl3을 담지시켜 NOX와 수은을 동시에

제거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앞서 서술한 연구 외에도 차량에서 발생하는 CO2 NOX 배출량을 산정하여

대기오염물질을 산정에 대한 연구[66], 소형 자동차의 실제 도로주행 실험을

통한 질소산화물 배출 특성 분석[67], 초음속 연소기 내 난류 유동 특징과 체

류시간에 따른 NOX 생성에 대한 연구[68] 등 NOX의 배출량에 대한 분석 연

구도 다수 진행되었다. 이와 같이 연료의 연소, 폐기물의 소각 등에 의해 발

생하는 NOX를 저감하고자 하는 연구는 다수 이루어졌으나, 건축재료와 같이

건축분야에서 NOX를 저감하고자 하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66] 김영국, 우승국, 박상조, 김민지, 한대호. (2011). 도로 네트워크의 온실가스 및 대기오

염물질 산정방법론 연구 -차량에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와 질소산화물 배출량 산정을

중심으로-. 한국교통연구원 연구보고서.

[67] 이태우, 이종태, 김정수. (2012). 이동식 배출가스 측정장비를 이용한 소형 경유 자동

차의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특성 분석. 한국대기환경학회지. 28(1), pp. 94-104.

[68] 최정열. (2012). 성층권내 극초음속 추진기관의 질소산화물 배출특성 연구. 한국연구

재단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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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TiO2 광촉매 연구 동향

TiO2 광촉매는 국내 외에서 오염물질 제거 관련 연구가 수행중이며,

다양한 분야에서 TiO2의 특성을 분석하고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C.T. Chekem et. al.(2019)[69]은 AC-TiO2 촉매를 이용하여 수질오염

개선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실험 수행 전 TiO2의 조직 및 구조적 특성

분석을 통해 AC-TiO2의 미세 기공을 통해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페놀 등의 오염물질 제거에 TiO2 내부 미세 기공이 기여하는

것을 언급하였다.

Dalia S.R. et. al.(2018)[70]은 Sol-gel 방법으로 제조한 BiOCl-TiO2

광촉매를 이용하여 오염물질 중 페놀을 제거하고자 하였다.

현미경 적외선 분광법 분석을 통해 광촉매의 활성을 확인하였고 광촉매의

페놀 분해를 설명하였다.

Th. Maggos et. al.(2007)[71]은 차량의 배기가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및

NOX 제거를 위해 실제 주차장에 TiO2 광촉매 페인트를 적용한 후 현장실험

및 측정을 수행하였다. 동일 재료의 성능 확인을 위해 주차장과 유사한

챔버를 구축하였으며 NOX 농도 저감을 확인하였다.

최영준 et. al.(2002)[72]는 시멘트 모르타르에 TiO2 광촉매 분말을 혼입하여

NOX 제거 성능을 확인하였다. 광촉매 치환율을 0, 1, 3, 6, 9, 12%로 하였을

때 NOX가 저감되었으며, 치환율이 3% 이상일 때 시멘트 모르타르의

[69] C. T. Chekem, V. Goetz, Y. Richardson, G. Plantard, J. Blin. (2019). Modelling of

adsorption/photodegradation phenomena on AC-TiO2 composite catalysts for water

treatment detoxification. Catalysis Today. 328, pp. 183-188

[70] Dalia. S.R., María. M., Hynd. R., Vladimir. E.B. (2018). Photocatalytic properties

of BiOCl-TiO2 composites for phenol photodegradation. Journal of Environmental

Chemical Engineering. 6(2), pp. 1601-1612.

[71] Th. Maggos, J.G. Bartzis, M. Liakou, C. Gobin. (2007). Photocatalytic degradation

of NOX gases using TiO2-containing paint: A real scale study. Journal of

Hazardous Materials. 146(3), pp. 668-673.

[72] 최영준, 박준영, 이승조, 허노일, 김화중. (2002). 이산화티탄 (TiO2) 분말을 광촉매로

사용한 시멘트 모르타르의 질소산화물 (NOX) 제거 특성에 관한 기초 연구 ( A

Fundamental Study on the Properties of NOX Removal on Cement Mortar With

TiO2 Powder as Photocatalyst).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구조계. 18(8), pp. 43-50.



- 24 -

강도저하가 일어나지만 3% 이하의 치환율에서 NOX 농도 저감 성능이

확보되어 3% 이하의 광촉매 치환율을 제시하였다.

안영기(2007)[73]는 고로슬래그 광촉매담체, 점토 광촉매담체를 이용하여

NOX를 제거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위의 담체를 활용하여 도료를 제작한

후 대기유해인자인 NOX, 톨루엔, 아세트알데하이드, 폼알데하이드의

제거성능 확인하였으며 실내 외 도료에 적용 시 유해인자 제거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관호, 박우진(2010)[74]은 광촉매의 도로포장면 적용 가능성 제시를 위해

밀폐식 NOX 실험장치를 제작하여 분말형과 액상형 광촉매의 NOX 농도

저감 연구를 수행하였고 분말형과 액상형 광촉매의 NOX 농도 저감 성능이

유사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국외의 경우 앞서 설명한 연구뿐만 아니라 TiO2의 구조적 해석 및 분석을

실시하여 광촉매 및 광전지 적용성에 관한 연구[75], TiO2의 아나타제 구조와

루틸 구조의 전자 및 구조적 특성을 분석하여 TiO2의 NO, O2 흡착 성능에

관한 연구[76] 등과 같이 TiO2 표면을 분광법으로 분석한 후 TiO2의 반응을

증명하였다. 또한 대기오염물질 제거 보다 수질오염물질 제거에 관한 연구가

다수 수행되었다.

국내 TiO2 관련 연구는 앞서 기술한 연구 외 광촉매의 산화-활성탄 공정을

활용한 실내공기 오염물질(폼알데하이드, 벤젠, 톨루엔) 제거 연구[77],

광촉매를 활용한 수질오염물질 처리 시 문제점 개선을 위한 연구[78] 등

[73] 안영기. (2007). 폐자재를 활용한 대기 정화와 항균 성능을 갖는 친환경도료개발과 도

로시설의 오염물질[질소산화물(NOX), 유해유기화합물(VOC)] 제거 기술 개발. 한국건설

교통기술평가원 연구보고서.

[74] 이관호, 박우진. (2010). 광촉매(TiO2)와 UV의 광학반응을 이용한 질소산화물(NOX)

제거특성.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9), pp. 3578-3582.

[75] Slimane Haffad, Kiptiemoi Korir Kiprono. (2019). Interfacial structure and

electronic properties of TiO2/ZnO/TiO2 for photocatalytic and photovoltaic

applications: A theoretical study. Surface Science, 686 pp. 10-16.

[76] Fei Li, Wen-Hao Huang, Xue-Qing Gong. (2018). Unique adsorption behaviors of

NO and O2 at hydrogenated anatase TiO2(101). Chinese Chemical Letters. 29(6), pp.

765-768.

[77] 전보경, 최금찬, 서정민. (2006). 광촉매/광산화를 이용한 VOCS 처리장치 개발. 한국

환경과학회지, 15(9), pp. 855-864.

[78] 오주현, 안호상, 장대규, 안창혁, 이새로미, 주진철. (2013). Nano-ZnO/Laponite/PVA

광촉매 흡착볼의 메틸렌블루 제거효율 평가. 대한환경공학회지. 35(9), pp. 636-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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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외 공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제거에 관한 연구가 다수 수행되었다.

선행연구를 통해 TiO2 광촉매의 오염물질 제거 가능성이 제시되었으나,

공기 및 수질오염물질 개선에 관한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고 건축 분야에서

TiO2 광촉매의 NOX 저감 관련 연구는 미비하다.

2.3.3 TiO2 광촉매 적용사례

NOX와 TiO2 광촉매 선행연구를 통해 건축분야에서의 관련 연구가

부족하여 국내 외 TiO2 광촉매 건축물 적용사례를 조사하였다.

국내의 경우, 강릉의 C 호텔이 TiO2 광촉매가 배합된 콘크리트 패널을

외장재로 사용하였으나, 광촉매 건축재료 적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개선 및

NOX 저감에 관련한 연구가 수행되지 않았다.

일본은 오사카, 지바 현, 치가사키 시, 사이타마 현의 신토신 지역 등

50,000㎡의 도로를 광촉매 콘크리트 블록 포장을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15%의 NOX가 저감되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79]

이탈리아의 경우, italcementi 社는 광촉매 시멘트 및 콘크리트를 개발하여

건축물, 도로 및 터널 등에 적용하였다. 도로표면에 광촉매 적용 시 약 30%,

터널 적용 시 약 23%의 NOX 저감 효과를 제시하였으나, 건축물 적용을 통한

NOX 저감 효과를 언급하지 않았다.[80]

벨기에의 Antwerp 지역은 TiO2 광촉매 보도 설치를 통해 1년 동안 20%의

공기정화 효과를 확인하였다고 밝혔으나, NOX 농도 저감에 대한 성능을

언급하지 않았다.[81]

이와 같은 사례를 통해 TiO2 광촉매의 공기정화 및 NOX 감소에 대한

효과는 제시되었으나, 건축물 적용을 통한 명확한 수치 및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또한 콘크리트 블록, 시멘트 등 한정적인 범위의 건축재료를 활용한

결과로, 건축재료 TiO2 광촉매의 NOX 저감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79]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15).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광촉매 콘크리트 제조 및 실용화

기술 개발. 연구보고서.

[80] Italcementi Group. The Photocatalytic Active Principle. TECHNICAL REPORT.

[81] Anne BEELDENS. (2006). An environmental friendly solution for air purification

and self-cleaning effect : the application of TIO2 as photocatalyst in concr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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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소결

본 장에서는 질소산화물(NOX)과 이산화티탄(TiO2) 광촉매에 관한 정의와

특성,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국내·외 관련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으며,

건축분야에서의 관련 연구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장에서 수행한

연구의 요약은 다음과 같다.

(1) 질소산화물(NOX)은 질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혼합물을 지칭하는

용어이며, 대기 중 NOX의 주 형태는 일산화질소(NO)와

이산화질소(NO2)로 이루어져있다. 대기 중 NOX의 50%는 배기가스,

연소 등의 배출원에 의해 인위적으로 배출된다. NO는 반응성이 큰

성질을 가져 대기 중 O2, O3에 의해 산화되어 NO2를 생성한다. 여기서

생성된 NO2는 인체에 유해하며, 광화학산화물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NOX는 발생과정 및 원인에 따라 고온 질소산화물(Thermal

NOX), 연료 질소산화물(Fuel NOX), 즉발 질소산화물(Thermal NOX)로

분류한다.

(2) 광촉매는 빛에너지에 의해 반응속도에 영향을 주는 물질로 정의한다.

광촉매의 광화학반응으로 생성되는 하이드록실 라디칼(OH-)은

산화력이 크기 때문에 유기물질 악취물질 유해물질을 분해하여

공기 수질정화, 살균 향균, 방오작용의 특징을 가진다. 광촉매 특성을

가지는 물질 중 산화력이 크고 비교적 내구성이 높은

이산화티탄(TiO2) 광촉매가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이산화티탄(TiO2)

광촉매는 결정구조에 따라 아나타제(Anatase), 루틸(Rutile),

브루카이트(Brookite)로 구분한다.

(3) 대기 중 질소산화물 제거를 위해 촉매를 활용한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다. SCR(선택적 촉매 환원), SNCR(선택적 비촉매 환원)을

이용한 연구, NOX의 배출원·배출량을 산정하는 연구 등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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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소각 등에 의한 NOX 저감을 위한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으나,

건축분야에서의 NOX 저감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TiO2 광촉매를 활용하여 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연구는 TiO2 광촉매의

구조적 해석·분석을 통해 오염물질 제거 가능성을 제시하였고,

수질오염 개선을 위한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다.

(4) TiO2 광촉매 적용 사례로, 국내에 비해 국외에서 광촉매 적용 사례가

다수 조사되었다. 국내의 경우 외장재 적용 사례만 있었으며,

대기오염물질 저감 또는 NOX 저감 관련 연구가 수행되지 않았다.

국외의 경우, 이탈리아는 도로포장, 터널, 건축물 적용 사례가

있었으며, 벨기에와 일본은 도로포장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대기오염물질 및 NOX 저감에 대한 명확한 성능과 수치가 도출되지

않았으며 언급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 및 사례를 통해 TiO2 광촉매의 NOX 저감 가능성이

제시되었으나, 한정적인 건축 재료 적용에 따른 NOX 저감 효과만

언급되었다. 또한 명확한 NOX 저감 결과와 타 건축 재료에 대한 연구 및

사례가 부족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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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광촉매 도료 성능 실험

3.1 개요

본 연구에서는 질소산화물(NOX) 농도 저감 확인을 위해 TiO2 광촉매

도료를 이용하였다. 실험은 ISO 22197-1 시험법을 참고하여 반응기를 제작한

후 NO가스 농도 및 UV 광량 조건에 대한 실험을 실시하였다.

본 실험은 서울시 동작구에 위치한 C 대학교의 옥상 실험실에서

수행하였으며, 2019년 하절기 평일 10시간(10시~20시)동안 실시하였다. 실험

수행 시 반응기 외부온도가 실험 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실험실

내부 온도를 25℃로 유지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3.2 실험 개요

3.2.1 실험 방법

본 실험은 광촉매 재료의 개발 비교 품질 신뢰성 등의 데이터 생성을 위한

ISO 22197-1 시험법을 참고하였다.[82] ISO 22197-1은 TiO2 광촉매 합성

세라믹 제품을 이용하는 시험법으로, 공기정화를 위해 생산된 광촉매 물질에

대해 적용할 수 있다. ISO 22197-1은 자외선(UV)을 시험편에 조사하여

광촉매 물질의 공기정화 성능을 확인한다. 본 시험법은 대기오염물질 중

산화질소(NO)가스를 채택하였으며, 광촉매 물질의 광화학반응으로 기체상

NO 가스와 반응하여 NOX 농도를 감소하고 시험편 표면에 질산 또는

질산염을 형성하는 것에 대해 서술하였다. ISO 22197-1 시험법의 실험조건을

정리하여 Table 3.1로 나타냈다.

[82]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2007). ISO

22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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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22197-1

시험가스 NO 가스, 1ppm

반응기
재질 아크릴수지 또는 스테인리스 스틸

크기 폭 50㎜ 이상의 시험편 설치 가능한 크기

시험편
가로×세로 99.5㎜ ± 0.5㎜ × 49.5㎜ ± 0.5㎜

두께 5㎜ 미만

광원 및 광량 UV-A (300㎚ ~ 400㎚), 10W/㎡

기타

유량 0.2㎧ (3.0ℓ/m ± 0.15ℓ/m)

온도 25℃

습도 50%

Table 3.1 ISO 22197-1 실험 개요 및 조건

ISO 22197-1을 반영하여 본 실험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실험 개요 및

조건을 Table 3.2로 정리하였다. 실험 실시에 앞서 시험가스의 농도 안정화를

위해 반응기에 자외선 조사 전, NO가스를 반응기로 주입하여 약

30분~1시간의 농도 안정화 확인 후 실험을 진행하였다.

TiO2 광촉매 성능 실험

시험가스
종류 NO 가스

농도 1.00, 0.75, 0.50, 0.25 ppm

반응기
재질 스테인리스 스틸 (SUS)

크기 160㎜ × 80㎜ × 5㎜

시험편
가로×세로 100㎜ × 10㎜

두께 2㎜

광원 및 광량
광원 UV-A (300㎚ ~ 400㎚)

광량 10.0, 7.5, 5.0, 2.5 W/㎡

기타

유량 0.6ℓ/m

온도 25℃

습도 50%

Table 3.2 TiO2 광촉매 성능 실험 개요 및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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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실험 조건

본 연구는 ISO 22197-1에서 제시한 조건을 반영하며, 실제 대기환경에

대한 조건을 고려하였다. 실험 조건은 서울시 대기환경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1) NO가스 농도

최근 2015년~2018년 서울의 대기 중 NO 평균 농도는 0.202ppm, NOX 평균

농도는 0.268ppm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ISO 22197-1에서 제시하는 기준보다

낮은 농도로, 본 연구에서 이를 반영하여 NO 가스 농도 조건을 ISO 22197-1

시험 기준인 1.00ppm과 국내 대기 중 오염가스 농도와 근접한 조건을

적용하고자 25%, 50%, 75% 감소시킨 0.75ppm, 0.50ppm, 0.25ppm 에 대해

실험을 실시하였다.

(2) 자외선(UV) 광량

UV는 태양의 각도(태양고도)에 따라 값이 다르며, 태양고도가 높은

시간(정오)에 높은 값을 나타내는데, 이는 자외선이 대기에 흡수되어

통과거리가 짧기 때문이다.[83] 실제 UV 광량은 2018년도 서울시 기준, 최대

58.68W/㎡, 최소 0.02W/㎡, 평균 17.23W/㎡로 확인되었다. 이는 수평면에

대한 측정값이며, 수직면에 대한 UV 광량 확인을 위해 실제 정오의

수직 수평면 광량 측정 결과, 수직면의 광량이 수평면보다 낮게 나타났다.

본 시험법은 수평면의 UV 광량에 대한 조건이며, 수평면의 자외선 양보다

낮은 수직면 광량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ISO 22197-1에서 제시하는

조건보다 실제 광량이 매우 크거나 낮은 값을 나타내기 때문에 본

시험법보다 낮은 광량에서 광촉매 도료의 광화학반응 확인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실험은 자외선 조명 광량을 ISO 22197-1 시험법에서 제시한

10.0W/㎡를 기준으로 하며, 25%, 50%, 75% 감소시킨 10.0W/㎡, 7.5W/㎡,

5.0W/㎡, 2.5W/㎡을 각각 적용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83] 임만택. (2003). 개정판 건축환경계획. 보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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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외선(UV) 조명은 300~400㎚의 파장 범위를 만족하는 UV-A Lamp를

사용하였다. 자외선 광량을 조건에 맞추기 위해 자외선 조명 지지체의

높이를 조절하여 Fig. 3.1과 같이 UV 광량 확인 후 실험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조건을 고려하여 Table 3.3과 같이 실험 조건에 대한 Case를

설정하였다. UV 광량은 ① 2.5W/㎡, ② 5.0W/㎡, ③ 7.5W/㎡, ④ 10.0W/㎡로

설정하였으며, NO 농도는 ⒜ 0.25ppm, ⒝ 0.50ppm, ⒞ 0.75ppm, ⒟

1.00ppm으로 설정하였다.

Fig. 3.1 자외선(UV) 조명 지지체 높이에 따른 광량 변화

UV 광량

NO 농도
① 2.5W/㎡ ② 5.0W/㎡ ③ 7.5W/㎡ ④ 10.0W/㎡

⒜ 0.25ppm Case-①-⒜ Case-②-⒜ Case-③-⒜ Case-④-⒜

⒝ 0.50ppm Case-①-⒝ Case-②-⒝ Case-③-⒝ Case-④-⒝

⒞ 0.75ppm Case-①-⒞ Case-②-⒞ Case-③-⒞ Case-④-⒞

⒟ 1.00ppm Case-①-⒟ Case-②-⒟ Case-③-⒟ Case-④-⒟

Table 3.3 실험 조건별 Case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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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실험 장비

3.3.1 측정 장치

본 실험의 수행에 사용된 측정 장비는 표준가스희석장치(APK 6100)와

질소산화물 분석기(Serinus 40)이다.

시험가스 희석을 위해 사용한 표준가스희석장치는 KNR 社의 APK 6100

모델을 사용하였다. APK 6100은 고농도의 STD 가스를 3개의 MFC(Mass

Flow Controller, 질량 흐름 제어기)를 이용하여 ppb 수준까지 희석할 수

있는 장비이다. 실험가스 희석 시, 가스를 우레탄튜브로 장치 후면에

연결하여 장치 내부의 MFC에서 가스가 희석된 후 장치 전면으로 토출된다.

질소산화물 분석기는 ecotech 社의 Serinus 40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Serinus 40 은 화학발광검출법으로 NO, NO2, NOX를 측정하는 장비이다.

화학 발광법[84](Chemiluminescence method)이란 NO와 O3과의 반응으로

이산화질소(NO2)가 생성될 때 생기는 화학 발광 강도와 NO 농도의 비례

관계를 통해 일산화질소(NO) 산화물을 연속적으로 계측하는 방법이다. 본

장비는 NO의 산화물을 0~20ppm의 범위에서 측정할 수 있으며, 최소 0.4ppb

까지 측정 가능한 장비이다.

본 실험에서는 APK 6100에서 토출된 희석가스가 반응기를 거쳐 NOX

측정기로 주입되어 NO, NO2, NOX의 농도를 측정한다. Table 3.4와 Table

3.5에 표준가스희석장치(APK 6100)와 질소산화물 분석기(Serinus 40)의

특징을 정리하였다.

[84] 환경용어연구회. (1996). 환경공학용어사전. 성안당.



- 33 -

APK 6100

MFC

정확성 ±1% of F.S

선형성 ±0.5% of F.S

반복성 ±0.2% of F.S

MFC 제어 0.000 ~ 5.000 VDC

가스 혼합 챔버 (SUS, 유리)

희석율 1:5 ~ 1:1500

전력 220V AC, 50/60Hz

Table 3.4 표준가스희석장치(APK 6100) 특징

Serinus 40

측정 범위

0-20 ppm 자동범위

USEPA 승인범위 0 – 0.5 ppm

TUVEN 인증범위
NO : 0 – 1,000 ppb

NO2 : 0 – 260 ppb

정밀도 0.4 ppb 또는 판독값의 0.5%

샘플 유량 비율 0.3slpm (NO 및 NOX 유로의 0.6 slpm 총 유량)

작동 조건 0℃ ~ 40℃ (32℉ ~ 104℉)

소비전력 198 to 264 VAC(47-53 Hz)

Table 3.5 질소산화물 분석기(Serinus 40)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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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TiO2 도료

본 연구에서는 건축용 코팅제로 활용되는 TiO2 도료를 이용하였으며,

Bentech Frontier에서 제작한 ZT-01 건축용 마감 코팅제를 이용하였다.

TiO2 도료는 이산화티탄(1.75%), 실리콘 화합물, 에탄올, 물, 기타 성분이

함유된 반투명 액체의 혼합물로, TiO2의 결정구조는 아나타제(anatase)이다.

다음의 Table 3.6은 본 실험에 사용된 TiO2 도료의 성분과 물리 화학적

특성을 요약한 표이다.

ZT-01

성질 혼합물

함유물질

이산화티탄 (아나타제) 1.75 %

실리콘 화합물 5.6 %

에탄올 41.6 %

물 51.0 %

기타 0.05 %

물리·화학적

특성

색상 백색 반투명 액체

끓는점 78℃

녹는점 정보없음

용해도 수용성 알콜

pH 약 2.32

Table 3.6 TiO2 도료(ZT-01 코팅제)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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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반응기 제작

NOX 제거 실험을 위해 ISO 22197-1을 참고하여 반응기를 제작하였다.

ISO 22197-1에 의하면, 반응기는 스테인레스 강, 유리, 아크릴수지 등과 같이

흡착력이 낮고 자외선(UV)에 내성이 있는 재료로 구성해야 한다. 따라서 본

실험을 위해 제작한 반응기는 SUS 스틸 제품과 석영유리로 제작하였다.

반응기는 가로 160㎜, 세로 80㎜, 두께 5㎜ 이며, UV광원에 의한 광촉매의

광화학반응을 위해 UV의 투과가 용이한 석영유리 판을 윗면에 사용하였다.

ISO 22197-1은 가로 100㎜, 세로 50㎜, 두께 2㎜의 시험편을 규정하였으나

본 연구는 가로 100㎜, 세로 10㎜, 두께 2㎜의 시험편을 사용하였다.

ISO 22197-1에서 제시한 반응기 및 시험편을 실제 제작한 후, 시험가스의

유량을 측정해본 결과 시험가스의 유량이 0.6pm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본

시험법에서 기준으로 하는 3.0 lpm이 만족하지 않아 시험가스의 이동통로

면적을 감소 후 시험가스의 압력을 5배 증가시켜 3.0 lpm의 유량을 만족할

수 있는 반응기 및 시험편을 제작하였다. 반응기 제작품은 Fig. 3.2와 같다.

Fig. 3.2 반응기 제작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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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실험장비 구축

앞서 서술한 측정 장치와 실험 조건에 따라 Fig. 3.3과 같이 실험 계통도를

작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구축한 실험장비는 Fig. 3.4와 같다. Fig. 3.3에서

①은 반응기에 주입하는 오염가스로, 10ppm의 NO가스를 사용하였다.

10ppm의 NO가스를 실험조건에 맞는 농도로 희석하기 위해 ②의 순도

99.99% clean air를 이용하였으며, 습도 조절을 위해 ③의 가습장치를 설치한

후 ④의 표준가스희석장치(MFC)로 연결하였다. ④의 MFC에서 희석된

0.25ppm, 0.50ppm, 0.75ppm, 1.00ppm의 NO가스는 ⑤의 반응기로 주입된다.

이때, ⑥의 자외선 조명을 작동시켜 TiO2 도료의 광화학반응을 활성화 한다.

NO가스는 ⑤를 거쳐 ⑦의 NOx 측정기를 통해 측정 후 외부로 토출된다.

Fig. 3.3 실험 계통도

Fig. 3.4 실험장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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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소결

본 장에서는 실험의 개요와 방법에 대해 서술하였다. 실험조건 설정 후

반응기 제작하여 실험 장비를 구축하였다. 본 장에서 수행한 연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ISO 22197-1은 NO 가스를 TiO2 광촉매 시험편이 부착된 반응기에

주입 후 UV를 조사하여 광촉매 물질의 공기정화 성능을 확인하는

시험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ISO 22197-1 시험법과 동일한

실험 방법으로 수행하며, 일부 조건을 변경하여 TiO2 광촉매의

공기정화 성능을 확인한다.

(2) ISO 22197-1에서 지정한 실험 조건은 1ppm의 NO가스와 10W/㎡ 의

UV 광량이다. 위 조건은 실제 대기 환경 및 자외선 광량과 큰 차이를

보인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실제 대기 환경을 고려하여 1.00ppm,

0.75ppm, 0.50ppm, 0.25ppm의 NO가스와 10.0W/㎡, 7.5W/㎡, 5.0W/㎡,

2.5W/㎡의 UV 광량을 변수로 적용하여 실험을 실시한다.

(3) TiO2 광촉매의 공기정화 성능 실험을 위한 반응기를 제작하였다.

반응기의 본체는 UV에 내성이 있고 흡착력이 낮은 SUS 스틸 제품을

이용하였고, 석영유리 판을 본체 윗면에 설치하여 UV의 투과가

용이하도록 하였다.

(4) TiO2 광촉매의 공기정화 성능을 확인 및 측정하기 위한 실험 장비를

구축하였다. 실험 장치는 표준가스희석장치(MFC), NOX 측정장비,

TiO2 광촉매 도료, 반응기로 구성된다. MFC는 10ppm의 NO가스를

순도 99.9%의 clean air와 희석하기 위해 사용하였고, NOX 측정기는

NOX, NO, NO2의 농도를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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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실험결과 및 분석

4.1 개요

본 장에서는 TiO2 광촉매에 의한 질소산화물의 농도 변화를 확인하였다.

NOX의 농도 감소는 TiO2 광촉매에 의해 NO와 NO2의 단계적인 산화로 인해

감소한다. NO의 산화로 NO2가 발생하며, NO2가 산화되어 NO3
-(ion),

HNO3(liq), 2차 유기입자(sol) 등 입자상 오염물질로 생성되어 최종적으로

NOX가 제거된다. 4.2절에서는 TiO2 광촉매 적용에 따른 실험 조건별 NOX,

NO, NO2의 농도 변화를 설명하였으며, 4.3절에서는 NO의 산화로 NO 농도가

감소하고, NO2의 농도가 증가하는 단계를 확인하였다.

본 실험은 ppm 단위로 측정하였다. ppm(part per million, 백만분율)은

미량 성분의 농도를 표현하는 단위로, 오염물질에 대한 정량분석을 위해

단위부피당 질량(㎍/㎥)으로 환산하여 표현하였다.[85]

[85] 가스상 오염물질 측정단위는 ppm과 ㎍/㎥이 있음. (차동원. (2010). 건축환경 실내공

기오염. 기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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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질소산화물 농도 변화

본 절에서는 Case별 질소산화물(NOX, NO, NO2) 농도를 확인하였다. 각

Case별 실험 수행 전 TiO2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의 질소산화물 농도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Fig 4.1은 ISO 22197-1 시험법에서 제시한 조건(10.0W/㎡, 1.00ppm)에서

TiO2 광촉매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 NOX, NO, NO2 농도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초기농도 대비 NOX, NO, NO2의 농도는

각각 12㎍/㎥, 5㎍/㎥, 7㎍/㎥이 변화하였으며, 광촉매에 의해 농도가 감소한

것이 아닌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TiO2 광촉매 적용에 따른

질소산화물 농도 변화를 확인하고자 한다.

Fig. 4.1 TiO2 광촉매 미적용 시 질소산화물 농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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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ase-①-⒜

Table 4.1은 UV 광량 2.5W/㎡ 조건에서 NO가스를 0.25ppm 농도로

주입하였을 때의 질소산화물 농도 변화이다.

NOX, NO, NO2의 초기농도는 각각 0.261ppm, 0.244pm, 0.017ppm으로

나타났다. 실험 종료 시점에서 NOX는 0.186ppm(28.92% 감소), NO는

0.122ppm(50.04%감소), NO2는 0.064ppm의 농도가 나타났다.

Table 4.1은 ppm단위로 측정 후 ㎍/㎥로 환산한 값을 나타낸 것이며, 다음

장의 Fig. 4.2의 그래프로 나타냈다.

NOX NO NO2 NOX NO NO2

ppm ㎍/㎥

초기농도 0.261 0.244 0.017 332 300 32

종료농도 0.186 0.122 0.064 270 150 120

변화량 - 0.076 - 0.122 + 0.047 - 62 - 150 + 88

실험조건 : 2.5W/㎡, 0.25ppm

Table 4.1 Case-①-⒜의 질소산화물 농도 변화 [단위 : p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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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측정단위가 ㎍/㎥일 때, 질소산화물 농도 변화이다. NOX, NO,

NO2의 초기농도는 각각 332㎍/㎥, 300㎍/㎥, 32㎍/㎥로 나타났다. 본 조건의

경우 NOX, NO, NO2의 농도가 타 조건에 비해 불안정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NOX 농도의 감소가 비교적 느리고 NO, NO2의 반응이

안정적이지 않은 것을 Fig. 4.2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실험 종료 시점의 NOX 농도는 초기농도 대비 62㎍/㎥(18.70%) 감소하여

270㎍/㎥로 나타났다. NO 농도는 150㎍/㎥(50.04%) 감소하여 150㎍/㎥로

나타났다. NO2는 초기농도 32㎍/㎥ 대비 120㎍/㎥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값을 통해 Fig. 4.2의 음영 영역과 빗금 영역의 물질을

추정하였다. NO 감소량 150㎍/㎥ 중 88㎍/㎥(음영 영역)는 NO의 산화로

인해 NO2가 생성되고, 62㎍/㎥(빗금 영역)의 NOX 감소량은 NO2의 산화로

생성되는 NO3
-(ion), HNO3(liq), 2차 유기입자(sol) 등으로 판단된다.

62㎍/㎥의 오염물질은 가스상 오염물질을 측정하는 NOx 측정기가 이온,

액체, 고체상태의 오염물질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Fig. 4.2 Case-①-⒜의 질소산화물 농도 변화 그래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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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ase-①-⒝

Table 4.2는 UV 광량 2.5W/㎡ 조건에서 NO가스를 0.50ppm 농도로

주입하였을 때의 질소산화물 농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NOX, NO, NO2의 초기농도는 각각 0.501ppm, 0.488ppm, 0.013ppm으로

나타났다. 실험 종료 시점에서 NOX는 0.423ppm(15.48% 감소), NO는

0.333ppm(31.66%감소), NO2는 0.090ppm의 농도가 나타났다.

Table 4.2는 ppm단위로 측정 후 ㎍/㎥로 환산한 값이며, 다음 장의 Fig.

4.3의 그래프로 나타냈다.

NOX NO NO2 NOX NO NO2

ppm ㎍/㎥

초기농도 0.501 0.488 0.013 623 599 25

종료농도 0.423 0.333 0.090 578 409 169

변화량 - 0.078 - 0.154 + 0.094 - 45 - 190 + 144

실험조건 : 2.5W/㎡, 0.50ppm

Table 4.2 Case-①-⒝의 질소산화물 농도 변화 [단위 : p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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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은 측정단위가 ㎍/㎥일 때, 질소산화물 농도 변화이다. NOX, NO,

NO2의 초기농도는 각각 623㎍/㎥, 599㎍/㎥, 25㎍/㎥로 나타났다. 앞선 실험

결과와 달리, 본 조건의 경우 NOX, NO의 감소가 비교적 느리게 나타났다.

타 조건은 0min~5min 구간에서 농도가 감소하는 반응을 보였으나, 본 조건은

약 20분이 소요되었으며 그 농도는 NOX가 539㎍/㎥, NO가 374㎍/㎥로

나타났다. 이후 비교적 안정적인 반응으로 농도가 유지되었다.

실험 종료 시점의 NOX 농도는 초기농도 대비 45㎍/㎥(7.20%) 감소하여

578㎍/㎥로 나타났다. NO 농도는 190㎍/㎥(31.66%) 감소하여 409㎍/㎥로

나타났다. NO2는 초기농도 25㎍/㎥ 대비 169㎍/㎥로 증가하였다.

이를 통해 Fig. 4.3의 음영 영역과 빗금 영역의 물질을 추정하였다.

190㎍/㎥의 NO 감소량 중 144㎍/㎥(음영 영역)는 NO의 산화로 인해 NO2가

생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45㎍/㎥(빗금 영역)의 NOX 감소량은 NO2의 산화로

생성되는 NO3
-(ion), HNO3(liq), 2차 유기입자(sol) 등의 오염물질로 판단되며

NOX 측정기로 측정이 난해한 것으로 사료된다.

Fig. 4.3 Case-①-⒝의 질소산화물 농도 변화 그래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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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ase-①-⒞

Table 4.3은 UV 광량 2.5W/㎡ 조건에서 NO가스를 0.75ppm 농도로

주입하였을 때의 질소산화물 농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NOX, NO, NO2의 초기농도는 각각 0.758ppm, 0.733ppm, 0.025ppm으로

나타났다. 실험 종료 시점에서 NOX는 0.578ppm(23.79% 감소), NO는

0.427ppm(41.81%감소), NO2는 0.151ppm의 농도가 나타났다.

Table 4.3은 ppm단위로 측정 후 ㎍/㎥로 환산한 값이며, 다음 장의 Fig.

4.4의 그래프로 나타냈다.

NOX NO NO2 NOX NO NO2

ppm ㎍/㎥

초기농도 0.758 0.733 0.025 946 900 47

종료농도 0.578 0.427 0.151 808 523 284

변화량 - 0.180 - 0.307 + 0.126 - 139 - 376 + 237

실험조건 : 2.5W/㎡, 0.75ppm

Table 4.3 Case-①-⒞의 질소산화물 농도 변화 [단위 : p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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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4는 측정단위가 ㎍/㎥일 때, 질소산화물 농도 변화이다. NOX, NO,

NO2의 초기농도는 각각 946㎍/㎥, 900㎍/㎥, 47㎍/㎥로 나타났다. NOX와

NO가 0min~5min 구간에서 급격히 감소한 뒤, 5min~30min 구간에서 NOX는

710㎍/㎥, NO는 437㎍/㎥까지 감소하였다. 이후 실험 종료 시점까지 농도가

완만히 증가하는 추세의 반응을 보였다.

실험 종료 시점의 NOX 농도는 초기농도 대비 139㎍/㎥(14.65%) 감소하여

808㎍/㎥로 나타났다. NO 농도는 376㎍/㎥(41.81%) 감소하여 523㎍/㎥로

나타났다. NO2는 초기농도 47㎍/㎥ 대비 284㎍/㎥로 증가하였다.

이를 통해 Fig. 4.4의 음영 영역과 빗금 영역의 물질을 추정하였다.

376㎍/㎥의 NO 감소량 중 237㎍/㎥(음영 영역)는 NO의 산화로 인해 NO2가

생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139㎍/㎥(빗금 영역)의 NOX 감소량은 NO2의

산화로 생성되는 NO3
-(ion), HNO3(liq), 2차 유기입자(sol) 등의 입자상

오염물질로 사료된다.

Fig. 4.4 Case-①-⒞의 질소산화물 농도 변화 그래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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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ase-①-⒟

Table 4.4는 UV 광량 2.5W/㎡ 조건에서 NO가스를 1.00ppm 농도로

주입하였을 때의 질소산화물 농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NOX, NO, NO2의 초기농도는 각각 1.005ppm, 1.003ppm, 0.002ppm으로

나타났다. 실험 종료 시점에서 NOX는 0.887ppm(11.69% 감소), NO는

0.757ppm(24.49%감소), NO2는 0.130ppm의 농도가 나타났다.

Table 4.4는 ppm단위로 측정 후 ㎍/㎥로 환산한 값이며, 다음 장의 Fig.

4.5의 그래프로 나타냈다.

NOX NO NO2 NOX NO NO2

ppm ㎍/㎥

초기농도 1.005 1.003 0.002 1235 1231 4

종료농도 0.887 0.757 0.130 1174 930 245

변화량 - 0.117 - 0.246 + 0.128 - 61 - 302 + 241

실험조건 : 2.5W/㎡, 1.00ppm

Table 4.4 Case-①-⒟의 질소산화물 농도 변화 [단위 : p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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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5는 측정단위가 ㎍/㎥일 때, 질소산화물 농도 변화이다. NOX, NO,

NO2의 초기농도는 각각 1235㎍/㎥, 1231㎍/㎥, 4㎍/㎥로 나타났다. 3min에서

NO2가 282㎍/㎥로 순간 급증하여 NOX의 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0min~5min 구간에서 NOX가 1082㎍/㎥, NO가 920㎍/㎥로 감소한

후, 실험 종료시점까지 NOX, NO, NO2의 안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실험 종료 시점의 NOX 농도는 초기농도 대비 61㎍/㎥(4.95%) 감소하여

1174㎍/㎥로 나타났다. NO 농도는 302㎍/㎥(24.49%) 감소하여 930㎍/㎥로

나타났다. NO2는 초기농도 4㎍/㎥ 대비 245㎍/㎥로 증가하였다.

이를 통해 Fig. 4.5의 음영 영역과 빗금 영역의 물질을 추정하였다.

302㎍/㎥의 NO 감소량 중 241㎍/㎥(음영 영역)는 NO의 산화로 인해 NO2가

생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61㎍/㎥(빗금 영역)의 NOX 감소량은 NO2의 산화로

생성되는 NO3
-(ion), HNO3(liq), 2차 유기입자(sol) 등 입자상 오염물질로

판단된다.

Fig. 4.5 Case-①-⒟의 질소산화물 농도 변화 그래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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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ase-②-⒜

Table 4.5는 UV 광량 5.0W/㎡ 조건에서 NO가스를 0.25ppm 농도로

주입하였을 때의 질소산화물 농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NOX, NO, NO2의 초기농도는 각각 0.246ppm, 0.241ppm, 0.006ppm으로

나타났다. 실험 종료 시점에서 NOX는 0.166ppm(32.38% 감소), NO는

0.133ppm(44.88%감소), NO2는 0.034ppm의 농도가 나타났다.

Table 4.5는 ppm단위로 측정 후 ㎍/㎥로 환산한 값이며, 다음 장의 Fig.

4.6의 그래프로 나타냈다.

NOX NO NO2 NOX NO NO2

ppm ㎍/㎥

초기농도 0.246 0.241 0.006 306 295 10

종료농도 0.166 0.133 0.034 226 163 64

변화량 - 0.080 - 0.108 + 0.028 - 79 - 133 + 54

실험조건 : 5.0W/㎡, 0.25ppm

Table 4.5 Case-②-⒜의 질소산화물 농도 변화 [단위 : p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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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6은 측정단위가 ㎍/㎥일 때, 질소산화물 농도 변화이다. NOX, NO,

NO2의 초기농도는 각각 306㎍/㎥, 295㎍/㎥, 10㎍/㎥로 나타났다. 0min~5min

구간에서 NOX는 201㎍/㎥, NO는 157㎍/㎥로 감소하였다. 45min부터 실험

종료 시점까지 NO의 농도는 비교적 일정하나, NO2의 생성량이 증가하는

반응으로 인해 NOX의 농도가 증가하는 그래프가 나타났다.

실험 종료 시점의 NOX 농도는 초기농도 대비 79㎍/㎥(25.93%) 감소하여

226㎍/㎥로 나타났다. NO 농도는 133㎍/㎥(44.88%) 감소하여 163㎍/㎥로

나타났다. NO2는 초기농도 10㎍/㎥ 대비 64㎍/㎥로 증가하였다.

이를 통해 Fig. 4.6의 음영 영역과 빗금 영역의 물질을 추정하였다.

133㎍/㎥의 NO 감소량 중 54㎍/㎥(음영 영역)는 NO의 산화로 인해 NO2가

생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79㎍/㎥(빗금 영역)의 NOX 감소량은 NO2의 산화로

생성되는 NO3
-(ion), HNO3(liq), 2차 유기입자(sol) 등 입자상 오염물질로

판단된다.

Fig. 4.6 Case-②-⒜의 질소산화물 농도 변화 그래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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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ase-②-⒝

Table 4.6은 UV 광량 5.0W/㎡ 조건에서 NO가스를 0.50ppm 농도로

주입하였을 때의 질소산화물 농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NOX, NO, NO2의 초기농도는 각각 0.489ppm, 0.478ppm, 0.011ppm으로

나타났다. 실험 종료 시점에서 NOX는 0.418ppm(14.44% 감소), NO는

0.342ppm(28.62%감소), NO2는 0.076ppm의 농도가 나타났다.

Table 4.6은 ppm단위로 측정 후 ㎍/㎥로 환산한 값이며, 다음 장의 Fig.

4.7의 그래프로 나타냈다.

NOX NO NO2 NOX NO NO2

ppm ㎍/㎥

초기농도 0.489 0.478 0.011 607 587 20

종료농도 0.418 0.342 0.076 563 420 144

변화량 - 0.071 - 0.136 + 0.065 - 44 - 167 + 124

실험조건 : 5.0W/㎡, 0.50ppm

Table 4.6 Case-②-⒝의 질소산화물 농도 변화 [단위 : p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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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7은 측정단위가 ㎍/㎥일 때, 질소산화물 농도 변화이다. NOX, NO,

NO2의 초기농도는 각각 607㎍/㎥, 587㎍/㎥, 20㎍/㎥로 나타났다. NOX와

NO가 0min~5min 구간에서 급격히 감소한 뒤, 5min~10min 구간에서 NOX는

547㎍/㎥, NO는 426㎍/㎥로 감소하였다. 이후 실험 종료 시점까지 일정한

농도를 유지하였다.

실험 종료 시점의 NOX 농도는 초기농도 대비 44㎍/㎥(7.20%) 감소하여

563㎍/㎥로 나타났다. NO 농도는 167㎍/㎥(28.47%) 감소하여 420㎍/㎥로

나타났다. NO2는 초기농도 20㎍/㎥ 대비 144㎍/㎥로 증가하였다.

이를 통해 Fig. 4.7의 음영 영역과 빗금 영역의 물질을 추정하였다.

167㎍/㎥의 NO 감소량 중 124㎍/㎥(음영 영역)는 NO의 산화로 인해 NO2가

생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NOX 감소량인 44㎍/㎥(빗금 영역)는 NO2의 산화로

생성되는 NO3
-(ion), HNO3(liq), 2차 유기입자(sol) 등의 입자상 오염물질로

사료된다.

Fig. 4.7 Case-②-⒝의 질소산화물 농도 변화 그래프 [㎍/㎥]



- 52 -

(7) Case-②-⒞

Table 4.7은 UV 광량 5.0W/㎡ 조건에서 NO가스를 0.75ppm 농도로

주입하였을 때의 질소산화물 농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NOX, NO, NO2의 초기농도는 각각 0.753ppm, 0.743ppm, 0.010ppm으로

나타났다. 실험 종료 시점에서 NOX는 0.659ppm(12.57% 감소), NO는

0.571ppm(23.31%감소), NO2는 0.089ppm의 농도가 나타났다.

Table 4.7은 ppm단위로 측정 후 ㎍/㎥로 환산한 값이며, 다음 장의 Fig.

4.8의 그래프로 나타냈다.

NOX NO NO2 NOX NO NO2

ppm ㎍/㎥

초기농도 0.753 0.743 0.010 930 912 18

종료농도 0.659 0.571 0.089 867 700 167

변화량 - 0.093 - 0.172 + 0.079 - 63 - 211 + 149

실험조건 : 5.0W/㎡, 0.75ppm

Table 4.7 Case-②-⒞의 질소산화물 농도 변화 [단위 : ppm, ㎍/㎥]



- 53 -

Fig. 4.8은 측정단위가 ㎍/㎥일 때, 질소산화물 농도 변화이다. NOX, NO,

NO2의 초기농도는 각각 930㎍/㎥, 912㎍/㎥, 18㎍/㎥로 나타났다. 0min~5min

구간에서 NOX는 786㎍/㎥, NO는 738㎍/㎥으로 감소하였으나 5min~50min

구간까지 NO2의 증가로 NOX의 농도가 상승하는 반응을 보였으며, 50min

이후부터 실험 종료 시점까지 안정적인 반응을 확인하였다.

실험 종료 시점의 NOX 농도는 초기농도 대비 63㎍/㎥(6.73%) 감소하여

867㎍/㎥로 나타났다. NO 농도는 211㎍/㎥(23.14%) 감소하여 700㎍/㎥로

나타났다. NO2는 초기농도 18㎍/㎥ 대비 167㎍/㎥로 증가하였다.

이를 통해 Fig. 4.8의 음영 영역과 빗금 영역의 물질을 추정하였다.

211㎍/㎥의 NO 감소량 중 149㎍/㎥(음영 영역)는 NO의 산화로 인해 NO2가

생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63㎍/㎥(빗금 영역)의 NOX 감소량은 NO2의 산화로

생성되는 NO3
-(ion), HNO3(liq), 2차 유기입자(sol) 등 입자상 오염물질로

판단된다.

Fig. 4.8 Case-②-⒞의 질소산화물 농도 변화 그래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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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Case-②-⒟

Table 4.8은 UV 광량 5.0W/㎡ 조건에서 NO가스를 1.00ppm 농도로

주입하였을 때의 질소산화물 농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NOX, NO, NO2의 초기농도는 각각 0.965ppm, 0.941ppm, 0.023ppm으로

나타났다. 실험 종료 시점에서 NOX는 0.838ppm(13.13% 감소), NO는

0.687ppm(27.07%감소), NO2는 0.151ppm의 농도가 나타났다.

Table 4.8은 ppm단위로 측정 후 ㎍/㎥로 환산한 값이며, 다음 장의 Fig.

4.9의 그래프로 나타냈다.

NOX NO NO2 NOX NO NO2

ppm ㎍/㎥

초기농도 0.965 0.941 0.023 1199 1155 44

종료농도 0.838 0.687 0.151 1127 843 285

변화량 - 0.127 - 0.254 + 0.128 - 72 - 313 + 241

실험조건 : 5.0W/㎡, 1.00ppm

Table 4.8 Case-②-⒟의 질소산화물 농도 변화 [단위 : p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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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9는 측정단위가 ㎍/㎥일 때, 질소산화물 농도 변화이다. NOX, NO,

NO2의 초기농도는 각각 1199㎍/㎥, 1155㎍/㎥, 44㎍/㎥로 나타났다.

0min~5min 구간에서 NOX는 1102㎍/㎥, NO는 810㎍/㎥까지 감소한 뒤 실험

종료시점까지 NO, NOX, NO2의 농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실험 종료 시점의 NOX 농도는 초기농도 대비 72㎍/㎥(5.97%) 감소하여

1127㎍/㎥로 나타났다. NO 농도는 313㎍/㎥(27.07%) 감소하여 843㎍/㎥로

나타났다. NO2는 초기농도 44㎍/㎥ 대비 285㎍/㎥로 증가하였다.

이를 통해 Fig. 4.9의 음영 영역과 빗금 영역의 물질을 추정하였다.

313㎍/㎥의 NO 감소량 중 241㎍/㎥(음영 영역)는 NO의 산화로 인해 NO2가

생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72㎍/㎥(빗금 영역)의 NOX 감소량은 NO2의 산화로

생성되는 NO3
-(ion), HNO3(liq), 2차 유기입자(sol) 등 입자상 오염물질로

판단된다.

Fig. 4.9 Case-②-⒟의 질소산화물 농도 변화 그래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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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Case-③-⒜

Table 4.9는 UV 광량 7.5W/㎡ 조건에서 NO가스를 0.25ppm 농도로

주입하였을 때의 질소산화물 농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NOX, NO, NO2의 초기농도는 각각 0.254ppm, 0.241ppm, 0.013ppm으로

나타났다. 실험 종료 시점에서 NOX는 0.157ppm(37.97% 감소), NO는

0.123ppm(48.78%감소), NO2는 0.034ppm의 농도가 나타났다.

Table 4.9는 ppm단위로 측정 후 ㎍/㎥로 환산한 값이며, 다음 장의 Fig.

4.10의 그래프로 나타냈다.

NOX NO NO2 NOX NO NO2

ppm ㎍/㎥

초기농도 0.254 0.241 0.013 320 296 24

종료농도 0.157 0.123 0.034 216 152 64

변화량 - 0.096 - 0.118 + 0.021 - 104 - 144 + 40

실험조건 : 7.5W/㎡, 0.25ppm

Table 4.9 Case-③-⒜의 질소산화물 농도 변화 [단위 : ppm, ㎍/㎥]



- 57 -

Fig. 4.10은 측정단위가 ㎍/㎥일 때, 질소산화물 농도 변화이다. NOX, NO,

NO2의 초기농도는 각각 320㎍/㎥, 296㎍/㎥, 24㎍/㎥로 나타났다. 0min~5min

구간에서 NOX는 242㎍/㎥, NO는 196㎍/㎥로 빠르게 감소한 뒤, 5min~40min

구간에서 NO 158㎍/㎥, NOX 213㎍/㎥까지 감소하였다. 40min부터 실험

종료 시점까지 NO, NOX, NO2 농도가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며 저감되는

반응을 나타냈다.

실험 종료 시점의 NOX 농도는 초기농도 대비 104㎍/㎥(32.65%) 감소하여

216㎍/㎥로 나타났다. NO 농도는 144㎍/㎥(48.78%) 감소하여 152㎍/㎥로

나타났다. NO2는 초기농도 24㎍/㎥ 대비 64㎍/㎥로 증가하였다.

이를 통해 Fig. 4.10의 음영 영역과 빗금 영역의 물질을 추정하였다.

144㎍/㎥의 NO 감소량 중 40㎍/㎥(음영 영역)는 NO의 산화로 인해 NO2가

생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104㎍/㎥(빗금 영역)의 NOX 감소량은 NO2의

산화로 생성되는 NO3
-(ion), HNO3(liq), 2차 유기입자(sol) 등의 입자상

오염물질로 사료된다.

Fig. 4.10 Case-③-⒜의 질소산화물 농도 변화 그래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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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Case-③-⒝

Table 4.10은 UV 광량 7.5W/㎡ 조건에서 NO가스를 0.50ppm 농도로

주입하였을 때의 질소산화물 농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NOX, NO, NO2의 초기농도는 각각 0.506ppm, 0.493ppm, 0.014ppm으로

나타났다. 실험 종료 시점에서 NOX는 0.393ppm(22.41% 감소), NO는

0.318ppm(35.48%감소), NO2는 0.075ppm의 농도가 나타났다.

Table 4.10은 ppm단위로 측정 후 ㎍/㎥로 환산한 값이며, 다음 장의 Fig.

4.11의 그래프로 나타냈다.

NOX NO NO2 NOX NO NO2

ppm ㎍/㎥

초기농도 0.506 0.493 0.014 630 604 26

종료농도 0.393 0.318 0.075 531 390 141

변화량 - 0.113 - 0.175 + 0.061 - 99 - 214 + 115

실험조건 : 7.5W/㎡, 0.50ppm

Table 4.10 Case-③-⒝의 질소산화물 농도 변화 [단위 : p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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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1은 측정단위가 ㎍/㎥일 때, 질소산화물 농도 변화이다. NOX, NO,

NO2의 초기농도는 각각 630㎍/㎥, 604㎍/㎥, 26㎍/㎥로 나타났다. 0min~5min

구간에서 NOX는 517㎍/㎥, NO는 433㎍/㎥로 감소하였다. 이후 실험 종료

시점까지 NO와 NO2 농도가 완만히 증감하여 NOX의 농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반응을 나타냈다.

실험 종료 시점의 NOX 농도는 초기농도 대비 99㎍/㎥(15.72%) 감소하여

531㎍/㎥로 나타났다. NO 농도는 214㎍/㎥(35.48%) 감소하여 390㎍/㎥로

나타났다. NO2는 초기농도 26㎍/㎥ 대비 141㎍/㎥로 증가하였다.

이를 통해 Fig. 4.11의 음영 영역과 빗금 영역의 물질을 추정하였다.

214㎍/㎥의 NO 감소량 중 115㎍/㎥(음영 영역)는 NO의 산화로 인해 NO2가

생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99㎍/㎥(빗금 영역)의 NOX 감소량은 NO2의 산화로

생성되는 NO3
-(ion), HNO3(liq), 2차 유기입자(sol) 등의 입자상 오염물질로

사료된다.

Fig. 4.11 Case-③-⒝의 질소산화물 농도 변화 그래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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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Case-③-⒞

Table 4.11은 UV 광량 7.5W/㎡ 조건에서 NO가스를 0.75ppm 농도로

주입하였을 때의 질소산화물 농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NOX, NO, NO2의 초기농도는 각각 0.750ppm, 0.749ppm, 0.001ppm으로

나타났다. 실험 종료 시점에서 NOX는 0.548ppm(26.91% 감소), NO는

0.327ppm(43.67%감소), NO2는 0.126ppm의 농도가 나타났다.

Table 4.11은 ppm단위로 측정 후 ㎍/㎥로 환산한 값이며, 다음 장의 Fig.

4.12의 그래프로 나타냈다.

NOX NO NO2 NOX NO NO2

ppm ㎍/㎥

초기농도 0.750 0.749 0.001 921 919 3

종료농도 0.548 0.422 0.126 756 518 238

변화량 - 0.202 - 0.327 + 0.125 - 166 - 401 + 235

실험조건 : 7.5W/㎡, 0.75ppm

Table 4.11 Case-③-⒞의 질소산화물 농도 변화 [단위 : p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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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2는 측정단위가 ㎍/㎥일 때, 질소산화물 농도 변화이다. NOX, NO,

NO2의 초기농도는 각각 921㎍/㎥, 919㎍/㎥, 3㎍/㎥로 나타났다. 0min~5min

구간에서 NOX는 738㎍/㎥, NO는 669㎍/㎥로 감소하였다. 이후 실험 종료

시점까지 NO 농도가 완만히 감소하고, NO2는 증가하여 NOX의 농도는

일정하게 유지되는 반응을 나타냈다.

실험 종료 시점의 NOX 농도는 초기농도 대비 166㎍/㎥(17.99%) 감소하여

756㎍/㎥로 나타났다. NO 농도는 401㎍/㎥(43.67%) 감소하여 518㎍/㎥로

나타났다. NO2는 초기농도 3㎍/㎥ 대비 238㎍/㎥로 증가하였다.

이를 통해 Fig. 4.12의 음영 영역과 빗금 영역의 물질을 추정하였다.

401㎍/㎥의 NO 감소량 중 235㎍/㎥(음영 영역)는 NO의 산화로 인해 NO2가

생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166㎍/㎥(빗금 영역)의 NOX 감소량은 NO2의

산화로 생성되는 NO3
-(ion), HNO3(liq), 2차 유기입자(sol) 등 입자상

오염물질로 사료된다.

Fig. 4.12 Case-③-⒞의 질소산화물 농도 변화 그래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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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Case-③-⒟

Table 4.12는 UV 광량 7.5W/㎡ 조건에서 NO가스를 1.00ppm 농도로 주입

하였을 때의 질소산화물 농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NOX, NO, NO2의 초기농도는 각각 0.994ppm, 0.986ppm, 0.007ppm으로

나타났다. 실험 종료 시점에서 NOX는 0.787ppm(20.86% 감소), NO는

0.685ppm(30.52%감소), NO2는 0.101ppm의 농도가 나타났다.

Table 4.12는 ppm단위로 측정 후 ㎍/㎥로 환산한 값이며, 다음 장의 Fig.

4.13의 그래프로 나타냈다.

NOX NO NO2 NOX NO NO2

ppm ㎍/㎥

초기농도 0.994 0.986 0.007 1210 1224 14

종료농도 0.787 0.685 0.101 841 1031 190

변화량 - 0.207 - 0.301 + 0.094 - 193 - 369 + 176

실험조건 : 7.5W/㎡, 1.00ppm

Table 4.12 Case-③-⒟의 질소산화물 농도 변화 [단위 : p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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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3은 측정단위가 ㎍/㎥일 때, 질소산화물 농도 변화이다. NOX, NO,

NO2의 초기농도는 각각 1224㎍/㎥, 1210㎍/㎥, 14㎍/㎥로 나타났다.

15min~30min의 구간에서 NOX는 882㎍/㎥, NO는 732㎍/㎥까지 감소하였다.

이후 30min과 60min 부근에서 단계적으로 상승 후 실험 종료 시점까지

농도가 유지되었다.

실험 종료 시점의 NOX 농도는 초기농도 대비 193㎍/㎥(15.76%) 감소하여

1031㎍/㎥로 나타났다. NO 농도는 369㎍/㎥(30.52%) 감소하여 841㎍/㎥로

나타났다. NO2는 초기농도 14㎍/㎥ 대비 190㎍/㎥로 증가하였다.

이를 통해 Fig. 4.13의 음영 영역과 빗금 영역의 물질을 추정하였다.

369㎍/㎥의 NO 감소량 중 176㎍/㎥(음영 영역)는 NO의 산화로 인해 NO2가

생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193㎍/㎥(빗금 영역)의 NOX 감소량은 NO2의

산화로 생성되는 NO3
-(ion), HNO3(liq), 2차 유기입자(sol) 등의 입자상

오염물질로 사료된다.

Fig. 4.13 Case-③-⒟의 질소산화물 농도 변화 그래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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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Case-④-⒜

Table 4.13은 UV 광량 10.0W/㎡ 조건에서에서 NO가스를 0.25ppm 농도로

주입하였을 때의 질소산화물 농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NOX, NO, NO2의 초기농도는 각각 0.248ppm, 0.236ppm, 0.012ppm으로

나타났다. 실험 종료 시점에서 NOX는 0.144ppm(42.24% 감소), NO는

0.128ppm(54.26%감소), NO2는 0.035ppm의 농도가 나타났다.

Table 4.13은 ppm단위로 측정 후 ㎍/㎥로 환산한 값이며, 다음 장의 Fig.

4.14의 그래프로 나타냈다.

NOX NO NO2 NOX NO NO2

ppm ㎍/㎥

초기농도 0.248 0.236 0.012 313 290 23

종료농도 0.144 0.108 0.035 199 133 67

변화량 - 0.104 - 0.128 + 0.023 - 114 - 157 + 44

실험조건 : 10.0W/㎡, 0.25ppm

Table 4.13 Case-④-⒜의 질소산화물 농도 변화 [단위 : p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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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4 Case-④-⒜의 질소산화물 농도 변화 그래프 [㎍/㎥]

Fig. 4.14는 측정단위가 ㎍/㎥일 때, 질소산화물 농도 변화이다. NOX, NO,

NO2의 초기농도는 각각 313㎍/㎥, 290㎍/㎥, 23㎍/㎥로 나타났다. 0min~5min

구간에서 광화학반응으로 NOX는 199㎍/㎥, NO는 146㎍/㎥ 으로

감소하였으며,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안정적인 반응으로 NO, NOX, NO2의

농도가 대체로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험 종료 시점의 NOX 농도는 초기농도 대비 114㎍/㎥(36.30%) 감소하여

199㎍/㎥로 나타났다. NO 농도는 157㎍/㎥(54.26%) 감소하여 133㎍/㎥로

나타났다. NO2는 초기농도 23㎍/㎥ 대비 67㎍/㎥로 증가하였다.

이를 통해 Fig. 4.14의 음영 영역과 빗금 영역의 물질을 추정하였다.

114㎍/㎥의 NO 감소량 중 44㎍/㎥(음영 영역)는 NO의 산화로 인해 NO2가

생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157㎍/㎥(빗금 영역)의 NOX 감소량은 NO2의

산화로 생성되는 NO3
-(ion), HNO3(liq), 2차 유기입자(sol) 등의 입자상

오염물질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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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Case-④-⒝

Table 4.14는 UV 광량 10.0W/㎡ 조건에서 NO가스를 0.50ppm 농도로

주입하였을 때의 질소산화물 농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NOX, NO, NO2의 초기농도는 각각 0.514ppm, 0.489ppm, 0.025ppm으로

나타났다. 실험 종료 시점에서 NOX는 0.385ppm(25.10% 감소), NO는

0.333ppm(32.09%감소), NO2는 0.052ppm의 농도가 나타났다.

Table 4.14는 ppm단위로 측정 후 ㎍/㎥로 환산한 값이며, 다음 장의 Fig.

4.15의 그래프로 나타냈다.

NOX NO NO2 NOX NO NO2

ppm ㎍/㎥

초기농도 0.514 0.489 0.025 648 600 48

종료농도 0.385 0.333 0.052 507 409 98

변화량 - 0.129 - 0.156 + 0.027 - 141 - 191 + 50

실험조건 : 10.0W/㎡, 0.50ppm

Table 4.14 Case-④-⒝의 질소산화물 농도 변화 [단위 : p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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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5는 측정단위가 ㎍/㎥일 때, 질소산화물 농도 변화이다. NOX, NO,

NO2의 초기농도는 각각 648㎍/㎥, 600㎍/㎥, 48㎍/㎥로 나타났다. 0min~5min

구간에서 급격한 광화학반응으로 NOX는 405㎍/㎥, NO는 299㎍/㎥로

감소하였다. 135min에서 NO, NO2의 농도가 순간적으로 증감한 뒤

안정화되었다. 실험 종료 직전 175min에서 NO가 80㎍/㎥ 증가하였고, NO2

60㎍/㎥ 감소하였다.

실험 종료 시점의 NOX 농도는 초기농도 대비 141㎍/㎥(21.74%) 감소하여

507㎍/㎥로 나타났다. NO 농도는 191㎍/㎥(31.90%) 감소하여 409㎍/㎥로

나타났다. NO2는 초기농도 48㎍/㎥ 대비 98㎍/㎥로 증가하였다.

이를 통해 Fig. 4.15의 음영 영역과 빗금 영역의 물질을 추정하였다.

191㎍/㎥의 NO 감소량 중 50㎍/㎥(음영 영역)는 NO의 산화로 인해 NO2가

생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141㎍/㎥(빗금 영역)의 NOX 감소량은 NO2의

산화로 생성되는 NO3
-(ion), HNO3(liq), 2차 유기입자(sol) 등의 입자상

오염물질로 사료된다.

Fig. 4.15 Case-④-⒝의 질소산화물 농도 변화 그래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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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Case-④-⒞

Table 4.15는 UV 광량 10.0W/㎡ 조건에서 NO가스를 0.75ppm 농도로

주입하였을 때의 질소산화물 농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NOX, NO, NO2의 초기농도는 각각 0.753ppm, 0.742ppm, 0.011ppm으로

나타났다. 실험 종료 시점에서 NOX는 0.547ppm(27.37% 감소), NO는

0.427ppm(42.46%감소), NO2는 0.129ppm의 농도가 나타났다.

Table 4.15는 ppm단위로 측정 후 ㎍/㎥로 환산한 값이며, 다음 장의 Fig.

4.16의 그래프로 나타냈다.

NOX NO NO2 NOX NO NO2

ppm ㎍/㎥

초기농도 0.753 0.742 0.005 931 911 20

종료농도 0.547 0.427 0.129 749 524 225

변화량 - 0.206 - 0.315 + 0.109 - 181 - 386 + 205

실험조건 : 10.0W/㎡, 0.75ppm

Table 4.15 Case-④-⒞의 질소산화물 농도 변화 [단위 : p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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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6은 측정단위가 ㎍/㎥일 때, 질소산화물 농도 변화이다.NOX, NO,

NO2의 초기농도는 각각 931㎍/㎥, 911㎍/㎥, 20㎍/㎥으로 나타났다.

0min~5min 구간에서 NOX는 767㎍/㎥, NO는 653㎍/㎥로 감소한 후 농도가

유지되었다. 125min~135min에서 NO와 NO2의 농도가 급격히 증감하는

구간이 발생하였으나, 이후 안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실험 종료 시점의 NOX 농도는 초기농도 대비 181㎍/㎥(19.50%) 감소하여

749㎍/㎥로 나타났다. NO 농도는 386㎍/㎥(42.41%) 감소하여 524㎍/㎥로

나타났다. NO2는 초기농도 20㎍/㎥ 대비 225㎍/㎥로 증가하였다.

이를 통해 Fig. 4.16의 음영 영역과 빗금 영역의 물질을 추정하였다.

386㎍/㎥의 NO 감소량 중 205㎍/㎥(음영 영역)는 NO의 산화로 인해 NO2가

생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181㎍/㎥(빗금 영역)의 NOX 감소량은 NO2의

산화로 생성되는 NO3
-(ion), HNO3(liq), 2차 유기입자(sol) 등의 입자상

오염물질로 판단된다.

Fig. 4.16 Case-④-⒞의 질소산화물 농도 변화 그래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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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Case-④-⒟

본 조건은 ISO 22197-1 시험법 기준에서 제시한 조건으로 실시한 실험

결과이다. NO의 초기농도는 1.006ppm으로 ISO 22197-1에서 제시한 NO가스

주입 농도 조건과 유사한 값으로 확인하였다.

NOX, NO, NO2의 초기농도는 각각 1.009ppm, 1.006ppm, 0.005ppm으로

나타났다. 자외선 조명 작동 후 40min 부근까지 NO와 NOX 농도가 감소하여

실험 종료 시점까지 농도가 유지되었다. 실험 종료 시점에서 NOX는

0.832ppm(17.50% 감소), NO는 0.704ppm(30.08%감소), NO2는 0.129ppm으로

나타났다. Table 4.16은 ppm단위로 측정 후 ㎍/㎥로 환산한 값이며, 다음

장의 Fig. 4.17의 그래프로 나타냈다.

NOX NO NO2 NOX NO NO2

ppm ㎍/㎥

초기농도 1.009 1.006 0.005 1244 1235 9

종료농도 0.832 0.704 0.129 1105 864 242

변화량 - 0.117 - 0.303 + 0.124 - 138 - 371 + 233

실험조건 : 10.0W/㎡, 1.00ppm

Table 4.16 Case-④-⒟의 질소산화물 농도 변화 [단위 : p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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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7은 측정단위가 ㎍/㎥일 때, 질소산화물 농도 변화이다. NOX, NO,

NO2의 초기농도는 각각 1244㎍/㎥, 1235㎍/㎥, 9㎍/㎥로 나타났다.

측정단위가 ppm일 때 그래프와 유사하나 실험 시작 직후 NO2의 농도가

급격히 상승하는 시점에서 NOX 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그래프로

확인하였다.

실험 종료 시점의 NOX 농도는 초기농도 대비 138㎍/㎥(11.13%) 감소하여

864㎍/㎥로 나타났다. NO 농도는 864㎍/㎥으로, 초기농도 대비

371㎍/㎥(30.08%)의 농도가 감소하였다. NO2는 초기농도 9㎍/㎥ 대비

242㎍/㎥로 증가하였다.

이를 통해 Fig. 4.17의 음영 영역과 빗금 영역의 물질을 추정하였다.

371㎍/㎥의 NO 감소량 중 233㎍/㎥(음영 영역)는 NO의 산화로 인해 NO2가

생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138㎍/㎥(빗금 영역)의 NOX 감소량은 NO2의

산화로 생성되는 NO3
-(ion), HNO3(liq), 2차 유기입자(sol) 등의 입자상

오염물질로 사료된다.

Fig. 4.17 Case-④-⒟의 질소산화물 농도 변화 그래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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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NO 및 NO2 농도변화

4.3절은 NO와 NO2의 변화량을 확인하였다. NOX는 NO, NO2가 산화하여

입자상 오염물질로써 제거된다. 본 절에서는 NO와 NO2가 산화됨에 따른

농도 변화를 확인하였다. NO의 산화로 생성되는 NO2는 농도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NO2의 산화로 가스상 오염물질이 입자상 오염물질로

전환되어 NOX 농도가 감소한다. 이와 같은 반응에 의해 입자상 오염물질이

광촉매 표면에 흡착되어 제거가 용이해진다. 전반적인 실험이 60min~120min

구간에서 안정되는 반응을 나타내어 본 절은 60min~120min 구간의 NO, NO2

농도를 확인하였다.

4.3.1은 UV 광량이 Case-①~④일 때, NO 및 NO2 농도 변화를

서술하였으며, 4.3.2는 주입하는 NO 농도가 Case-⒜~⒟일 때, NO 및 NO2

농도 변화를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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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NO가스 주입 농도 따른 NO, NO2 농도 변화

(1) Case-①

Case-①은 UV 광량이 2.5W/㎡일 때 NO 농도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각

조건별 300㎍/㎥(0.25ppm), 599㎍/㎥(0.50ppm), 900㎍/㎥(0.75ppm),

1231㎍/㎥(1.00ppm)의 NO가 주입되었다. NO 감소율은 0.25ppm > 0.75ppm

> 0.50ppm > 1.00ppm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값은 각각 50.04%, 41.81%,

31.66%, 24.49%로 확인되었다.

가장 큰 감소율을 나타낸 조건은 0.25ppm을 주입한 경우이며, 가장 낮은

조건은 1.00ppm으로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값을 통해 2.5W/㎡, 0.25ppm

조건에서 광화학반응이 활발한 것으로 판단된다.(Fig. 4.18)

Fig. 4.18 Case-①의 NO 농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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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9, Fig. 4.20은 UV 광량이 2.5W/㎡일 때, NO와 NO2 농도 변화를

시계열로 나타낸 것이다. NO 변화량의 경우 ⒞ > ⒜ > ⒜ > ⒟ 순으로

나타났으며, NO2 변화량은 ⒞ > ⒟ > ⒜ > ⒜ 순으로 나타났다.

⒞(0.75ppm)에서 NO의 농도가 크게 감소하였고, NO2 농도가 증가하는

반응을 나타냈다. 이를 통해 NO의 산화로 NO2 농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Fig. 4.19 Case-①의 NO 변화량 [㎍/㎥]

Fig. 4.20 Case-①의 NO2 변화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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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ase-②

Case-②는 UV 광량이 5.0W/㎡일 때 NO 농도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각

조건별 295㎍/㎥(0.25ppm), 587㎍/㎥(0.50ppm), 912㎍/㎥(0.75ppm),

1155㎍/㎥(1.00ppm)의 NO가 주입되었다. NO 감소 비율이 0.25ppm >

0.50ppm > 1.00ppm > 0.75ppm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값은 각각 44.88%,

28.47%, 27.07%, 23.19%로 확인되었다.

가장 큰 감소율을 나타낸 조건은 0.25ppm을 주입한 경우이며, 가장 낮은

조건은 0.75ppm으로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값을 통해 5.0W/㎡, 0.25ppm

조건에서 광화학반응이 활발한 것으로 판단된다. (Fig. 4.21)

Fig. 4.21 Case-②의 NO 농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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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2, Fig. 4.23은 UV 광량이 5.0W/㎡일 때, NO와 NO2 농도 변화를

시계열로 나타낸 것이다. NO 감소량의 경우 ⒞ > ⒜ > ⒜ > ⒟ 순으로

나타났으며, NO2 변화량은 ⒟ > ⒞ > ⒜ > ⒜ 순으로 나타났다.

1.00ppm(⒟) 주입 시 NO 농도 감소량은 낮고, NO2 농도가 비교적 높은

변화를 나타냈다. 이를 통해 NO 농도 감소량이 비교적 낮게 나타나더라도

TiO2의 촉매반응에 의해 NO → NO2로 산화되는 반응이 일어나는 것으로

사료된다.

Fig. 4.22 Case-②의 NO 변화량 [㎍/㎥]

Fig. 4.23 Case-②의 NO2 변화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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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ase-③

Case-③은 UV 광량이 7.5W/㎡일 때 NO 농도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각

조건별 296㎍/㎥(0.25ppm), 604㎍/㎥(0.50ppm), 919㎍/㎥(0.75ppm),

1210㎍/㎥(1.00ppm)의 NO가 주입되었다.

NO 감소 비율이 0.25ppm > 0.75ppm > 0.50ppm > 1.00ppm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값은 각각 48.78%, 43.67%, 35.48%, 30.52%로 확인되었다.

가장 큰 감소율을 나타낸 조건은 0.25ppm을 주입한 경우이며, 가장 낮은

조건은 1.00ppm으로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값을 통해 7.5W/㎡, 0.25ppm

조건에서 광화학반응이 활발한 것으로 판단된다. (Fig. 4.24)

Fig. 4.24 Case-③의 NO 농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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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5, Fig. 4.26은 UV 광량이 7.5W/㎡일 때, NO와 NO2 농도 변화를

시계열로 나타낸 것이다. NO 감소량의 경우 ⒞ > ⒟ > ⒜ > ⒜ 순으로

나타났으며, NO2 변화량은 ⒞ > ⒟ > ⒜ > ⒜ 순으로 나타났다.

⒞(0.75ppm)에서 NO의 농도가 크게 감소하였고, NO2 농도가 증가하는

반응을 나타냈다. 이를 통해 NO → NO2 산화반응이 활발한 것으로

확인된다.

Fig. 4.25 Case-③의 NO 변화량 [㎍/㎥]

Fig. 4.26 Case-③의 NO2 변화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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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7 Case-④의 NO 농도 변화

(4) Case-④

Case-④는 UV 광량이 10.0W/㎡일 때 NO 농도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각

조건별 290㎍/㎥(0.25ppm), 600㎍/㎥(0.50ppm), 911㎍/㎥(0.75ppm),

1235㎍/㎥(1.00ppm)의 NO가 주입되었다.

NO 감소 비율이 0.25ppm > 0.75ppm > 0.50ppm > 1.00ppm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값은 각각 54.26%, 42.41%, 31.90%, 30.08%로 확인되었다.

가장 큰 감소율을 나타낸 조건은 0.25ppm을 주입한 경우이며, 가장 낮은

조건은 1.00ppm으로 확인하였다. 0.25ppm을 주입하였을 때 NO 감소율은 타

조건과 비교하여 가장 높은 값을 나타냈으며, 이와 같은 값을 통해 10.0W/㎡,

0.25ppm 조건에서 광화학반응이 활발한 것으로 판단된다. (Fig.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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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8, Fig. 4.29는 UV 광량이 10.0W/㎡일 때, NO와 NO2 농도 변화를

시계열로 나타낸 것이다. NO 감소량의 경우 ⒞ > ⒜ > ⒟ > ⒜ 순으로

나타났으며, NO2 변화량은 ⒟ > ⒞ > ⒜ > ⒜ 순으로 나타났다.

⒞(0.75ppm)과 ⒜(0.25ppm)의 경우 NO → NO2 반응이 활발한 것으로

사료된다. Fig. 4.32를 통해 ⒜는 NO2가 산화되어 입자상 오염물질 형태의

NOX 형태로 반응하는 양이 ⒞보다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Fig. 4.28 Case-④의 NO 변화량 [㎍/㎥]

Fig. 4.29 Case-④의 NO2 변화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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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UV 광량에 따른 NO, NO2 농도 변화

(1) Case-⒜

Case-⒜는 주입하는 NO가스 농도가 약 300㎍/㎥(0.25ppm)일 때, UV

광량을 다르게 하여 NO 농도 변화를 확인하였다. NO 감소 비율이

10.0W/㎡ > 2.5W/㎡ > 7.5W/㎡ > 5.0W/㎡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값은

각각 54.26%, 50.04%, 48.78%, 44.88%로 확인되었다.

가장 큰 감소율을 나타낸 조건은 UV 광량이 10.0W/㎡ 이며, 가장 낮은

조건은 5.0W/㎡으로 확인하였다. 광량이 10.0W/㎡일 때, NO 감소율은 타

조건과 비교하여 가장 높은 값을 나타냈으며, 광량이 비교적 낮은 조건인

2.5W/㎡일 때 50%의 감소율을 나타냈다. 이를 통해 UV 광량이 낮더라도

광촉매가 광화학반응을 일으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4.30)

Fig. 4.30 Case-⒜의 NO 농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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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1, Fig. 4.32는 반응기에 주입한 NO가스 농도가 0.25ppm일 때,

NO와 NO2 농도 변화를 시계열로 나타낸 것이다. Fig. 4.2, Fig. 4.30에서

증감량 차이 확인이 어려워 다음 장의 Fig. 4.31, Fig. 4.32와 같이 세로축

범위를 확대하여 나타냈다.

⒞(0.75ppm)에서 NO의 농도가 크게 증가하였고, NO2 농도가 증가하는

반응을 나타냈다. 이를 통해 NO의 산화로 NO2 농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Fig. 4.31 Case-⒜의 NO 변화량 [㎍/㎥]

Fig. 4.32 Case-⒜의 NO2 변화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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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3, Fig. 4.34와 같이 NO 감소량은 ① > ③ > ② > ④ 순으로

나타났으며, NO2 변화량은 ① > ② > ③ > ④ 순으로 나타났다.

0.25ppm 주입 시, ①(2.5W/㎡)조건에서 NO 감소량이 크고 NO2 발생량이

높은 값을 나타내는 것을 통해 NO의 산화반응이 활발한 것으로 확인된다.

Fig. 4.33 Case-⒜의 NO 변화량 확대 그래프 [㎍/㎥]

Fig. 4.34 Case-⒜의 NO2 변화량 확대 그래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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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ase-⒝

Case-⒝는 주입하는 NO가스 농도가 약 600㎍/㎥(0.50ppm)일 때, UV

광량을 다르게 하여 NO 농도 변화를 확인하였다. NO 감소 비율이 7.5W/㎡

> 10.0W/㎡ > 2.5W/㎡ > 5.0W/㎡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값은 각각

35.48%, 31.90%, 31.66%, 28.47%로 확인되었다.

가장 큰 감소율을 나타낸 조건은 UV 광량이 7.5W/㎡ 이며, 가장 낮은

조건은 5.0W/㎡으로 확인하였다. 광량이 비교적 낮은 2.5W/㎡의 조건과

10.0W/㎡ 조건에서 NO의 감소율이 0.24%의 미미한 차이를 나타낸 것을

통해 UV 광량이 낮더라도 광촉매가 광화학반응을 일으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4.35)

Fig. 4.35 Case-⒝의 NO 농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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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6, Fig. 4.37은 반응기에 주입한 NO가스 농도가 0.50ppm일 때,

NO와 NO2 농도 변화를 시계열로 나타낸 것이다. NO 감소량의 경우 ④ >

③ > ① > ② 순으로 나타났으며, NO2 변화량은 ① > ② > ③ > ④

순으로 나타났다.

④(10.0W/㎡)일 때 NO 감소량은 가장 크고 NO2 변화량이 낮은 것을 통해

입자상 오염물질 형태의 NOX 형태로 제거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Fig. 4.36 Case-⒝의 NO 변화량 [㎍/㎥]

Fig. 4.37 Case-⒝의 NO2 변화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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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ase-⒞

Case-⒞는 주입하는 NO가스 농도가 약 900㎍/㎥(0.75ppm)일 때, UV

광량을 변화시켜 NO 농도 변화를 확인하였다. NO 감소 비율이 7.5W/㎡ >

10.0W/㎡ > 2.5W/㎡ > 5.0W/㎡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값은 각각 43.67%,

42.41%, 41.81%, 23.19%로 확인되었다.

가장 큰 감소율을 나타낸 조건은 UV 광량이 7.5W/㎡ 이며, 가장 낮은

조건은 5.0W/㎡으로 확인하였다. 5.0W/㎡ 조건을 제외하고, 타 조건은 NO

감소율이 40%를 상회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를 통해 UV 광량에 관계없이

광화학반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만, 일부 조건에서는 반응이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Fig. 4.38)

Fig. 4.38 Case-⒞의 NO 농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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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9, Fig. 4.40은 반응기에 주입한 NO가스 농도가 0.75ppm일 때,

NO와 NO2 농도 변화를 시계열로 나타낸 것이다. NO 감소량의 경우 ① >

③ > ② > ④ 순으로 나타났으며, NO2 변화량은 ① > ③ > ④ > ②

순으로 나타났다.

TiO2 광촉매 도료에 의해 NO → NO2로 산화되어 제거되는 반응이

①(2.5W/㎡)와 ③(7.5W/㎡) 조건에서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인된다.

Fig. 4.39 Case-⒞의 NO 변화량 [㎍/㎥]

Fig. 4.40 Case-⒞의 NO2 변화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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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ase-⒟

Case-⒟는 주입하는 NO가스 농도가 약 1200㎍/㎥(1.00ppm)일 때, UV

광량을 다르게 하여 NO 농도 변화를 확인하였다. NO 감소 비율이 7.5W/㎡

> 10.0W/㎡ > 5.0W/㎡ > 2.5W/㎡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값은 각각

30.52%, 30.08%, 27.07%, 24.49%로 확인되었다.

NO 감소율은 약 5% 차이로 유사한 값을 나타냈다. 이를 통해 UV 광량에

관계없이 광화학반응이 활발한 것으로 판단된다. (Fig. 4.41)

Fig. 4.41 Case-⒟의 NO 농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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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42, Fig. 4.43은 반응기에 주입한 NO가스 농도가 1.00ppm일 때,

NO와 NO2 농도 변화를 시계열로 나타낸 것이다. NO 감소량의 경우 ③ >

② > ④ > ① 순으로 나타났으며, NO2 변화량은 ② > ④ > ③ > ①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③(7.5W/㎡)에서 NO → NO2 산화과정을 거쳐 입자상 오염물질

형태의 NOX 형태로 제거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Fig. 4.42 Case-⒟의 NO 변화량 [㎍/㎥]

Fig. 4.43 Case-⒟의 NO2 변화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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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소 결

본 장에서는 TiO2 광촉매 도료를 활용하여 NOX 농도 저감 실험을

수행하였다. NOX 농도 저감을 위해 ISO 22197-1의 시험법을 참고하였으며,

실제 대기 환경을 고려하여 실험 조건에 대한 변수로 적용하였다. 본 장에서

수행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ISO 22197-1에서 제시한 조건과 실제 대기환경을 고려한 조건에서

TiO2 광촉매 도료에 의한 질소산화물 농도 변화를 확인하였다. TiO2

광촉매 도료에 의해 NO가스 농도가 감소하였으며, 23.19 ~ 54.26%의

감소율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TiO2 광촉매의 NO 감소율이 IPS가

제시한 감소율(24.75%)[86]보다 높고, ISO(48.2~50.4%)와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 4.44)

Fig. 4.44 각 조건별 NO가스 농도 감소율 [%]

[86] IPS(국제 광촉매 표준 시험 센터. Removal of nitric oxide example-reports.

https://www.iphotoca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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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ase-①~④는 주입 NO가스의 농도에 따른 NO, NO2 농도 변화량

확인하였다.(Table 4.18) 0.75ppm(⒞)일 때, NO 감소량이 큰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과 ⒟에서 NO2 변화량이 높은 것을 통해 NO가스

농도가 높을수록 NO, NO2의 산화로 인해 최종적으로 입자상 오염물질

형태의 NOX가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Case-①
NO 감소 ⒞ > ⒜ > ⒜ > ⒟

NO2 증가 ⒞ > ⒟ > ⒜ > ⒜

Case-②
NO 감소 ⒞ > ⒜ > ⒜ > ⒟

NO2 증가 ⒟ > ⒞ > ⒜ > ⒜

Case-③
NO 감소 ⒞ > ⒟ > ⒜ > ⒜

NO2 증가 ⒞ > ⒟ > ⒜ > ⒜

Case-④
NO 감소 ⒞ > ⒜ > ⒟ > ⒜

NO2 증가 ⒟ > ⒞ > ⒜ > ⒜

⒜ 0.25ppm, ⒜ 0.50ppm, ⒞ 0.75ppm, ⒟ 1.00ppm

① 2.5W/㎡, ② 5.0W/㎡, ③ 7.5W/㎡, ④ 10.0W/㎡

Table 4.17 Case-①~④의 NO, NO2 농도 변화

(3) Case-⒜~⒟는 UV 광량에 따른 NO 및 NO2 변화를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4.19와 같다. 비교적 UV 광량이 낮은 ①(2.5W/㎡)의

조건에서도 NO 및 NO2 변화량 값이 높은 것을 통해 비교적 낮은

광량에서도 NO의 산화반응이 활발하여 NO2, NOX 형태로 제거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Case-⒜
NO 감소 ① > ③ > ② > ④

NO2 증가 ① > ② > ③ > ④

Case-⒜
NO 감소 ④ > ③ > ① > ②

NO2 증가 ① > ② > ③ > ④

Case-⒞
NO 감소 ① > ③ > ② > ④

NO2 증가 ① > ③ > ④ > ②

Case-⒟
NO 감소 ③ > ② > ④ > ①

NO2 증가 ② > ④ > ③ > ①

⒜ 0.25ppm, ⒜ 0.50ppm, ⒞ 0.75ppm, ⒟ 1.00ppm

① 2.5W/㎡, ② 5.0W/㎡, ③ 7.5W/㎡, ④ 10.0W/㎡

Table 4.18 Case-⒜~⒟의 NO, NO2 농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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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질소산화물(NOX)은 대기 중 오염물질의 화학반응으로 생성되는

미세먼지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로써 화석연료의 연소, 이동수단의 배기가스

등에 의해 발생하는 1차 오염물질이자 2차적으로 PM2.5를 생성하는

전구물질이다. NOX를 저감하는 기술로 촉매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TiO2 광촉매를 이용하여 NOX를 저감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대기오염물질인 NOX를 저감하고자 TiO2 광촉매 도료를

활용하였다. NOX 저감 실험을 위해 NOX와 TiO2 광촉매의 특성, 선행연구,

사례 등을 파악하였다. 실험 수행에 앞서 ISO 22197-1 시험법에서 제시한

기준을 반영하였으며, 이에 따른 실험 장비를 구축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ISO 22197-1에서 제시한 실험 조건은 실제 대기환경과 상이한 조건임을

고려하여 UV 광량과 NO가스 조건을 추가 설정하고 수행하였다. 실험 수행

결과 TiO2 광촉매 도료의 NOX 저감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국내 외 NOX 관련 연구는 SCR(선택적 촉매 환원법), SNCR(선택적

비촉매 환원법)을 활용한 NOX 저감 연구가 다수 수행되었다. 이는

발전소, 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NOX를 저감하는 기술로, 건축분야에서

NOX를 저감하는 연구는 매우 부족하였다. 또한, TiO2 광촉매 관련

연구는 수질오염 개선 연구가 다수 진행되어 TiO2 광촉매의 오염물질

및 NOX 제거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반면, TiO2 광촉매를 터널, 도로포장, 건축물 등에 적용한 사례가

있으나 NOX 저감량에 관한 명확한 수치를 언급하지 않거나 연구가

미흡하였다.

(2) TiO2 광촉매의 NOX 정화 성능 확인을 위한 실험 장비를

구축하였으며, 실험 방법과 조건은 ISO 22197-1을 참고하였다.

표준가스희석장치(MFC)를 사용하여 시험가스(NO)의 농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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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하였으며, 반응기를 지난 시험가스는 NOX 측정기에 의해 농도가

측정된다. ISO 22197-1의 조건은 실제 대기환경과 상이하여 이를

고려한 2.5W/㎡, 5.0W/㎡, 7.5W/㎡, 10.0W/㎡의 UV 광량과 0.25ppm,

0.50ppm, 0.75ppm, 1.00ppm의 NO가스를 실험 조건으로 설정하였다.

(3) 실험 결과 ④-⒜, ①-⒜, ③-⒜, ②-⒜, ③-⒞, ④-⒞, ①-⒞, ③-⒜,

④-⒜, ①-⒜, ③-⒟, ④-⒟, ②-⒜, ②-⒟, ①-⒟, ②-⒞ 순으로 NO의

감소율을 나타냈다. NO 농도 절감이 가장 높은 조건은 Case-④-⒜로

10.0W/㎡, 0.25ppm일 때 54.26%의 농도가 감소하였다. 농도 절감이

가장 낮은 조건은 Case-②-⒞로 5.0W/㎡, 0.75ppm일 때, 23.19%의

농도가 감소하였다. 이와 같이 TiO2 광촉매 도료는 23.19~54.26%의

NO 저감 성능을 나타냈으며, ISO 22197-1과 IPS가 제시한 성능과

유사하였다. 본 실험을 통해 ISO 22197-1에서 제시한 기준 뿐만

아니라 실제 대기환경 조건에서도 광촉매 도료를 통해 NO 및 NOX의

저감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4) TiO2 광촉매 도료에 의해 NO가 산화되어 NO2 농도가 증가하고,

NO2의 산화로 NO3
-(ion), HNO3(liq), 2차 유기입자(sol)가 생성되어

NOX 농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NO의 산화로 생성되는 NO2

농도는 가스상태 물질로, NOX 분석기가 농도를 측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NO2의 산화로 생성되는 입자상 오염물질은 본 장치로 상세한

물질별 농도 측정이 불가하였다.

(5) Case-①~④와 같이 UV 광량이 동일할 때, 주입하는 NO가스 농도가

높을수록 NO 감소량이 크고 NO2 발생량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NO의 산화반응으로 NO2가 발생하여 농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NO 농도 감소량이 낮으나 NO2 발생량이 높은

것을 통해 NO의 산화가 NO2 농도 변화에 영향을 미쳤으나, 이후

NO2가 입자상 오염물질의 NOX 형태로 산화되어 제거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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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하였다.

주입하는 NO가스 농도가 동일할 때, UV 광량에 따른 Case-⒜~⒟의

결과를 통해 UV 광량의 강도와 관계없이 비교적 낮은 UV 광량에서

NO, NO2 농도가 변화하였다. 이를 통해 UV 광량이 낮은 환경에서도

가스상 오염물질인 NO, NO2와 입자상 오염물질 형태의 NOX가 제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상기와 같은 결론을 통해 TiO2 광촉매 도료의 질소산화물 저감 가능성을

도출하였으며, 실제 대기환경에서도 TiO2 광촉매의 광화학반응을 통해 NOX,

NO, NO2가 저감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실험에서 활용한 도료는 실내 외 마감재로 사용할 수 있어 자외선의

영향을 받는 건축물 부위에 적용할 경우, NOX 저감을 통해 인체에 유해한

오염물질을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TiO2 뿐만 아니라 광촉매

물질을 건축분야에 활용할 경우 가스상 대기오염물질과 입자상 오염물질

저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자외선보다 파장이 긴

가시광선에 적용할 경우 실내 공기질 개선에 긍정적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TiO2 광촉매 도료를 통해 NO가 산화되어 NO2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NO2의 산화로 생성되는 NO3
-, HNO3, 2차 유기입자 등

입자상 오염물질에 대한 분석까지는 부족하였다. 입자상 오염물질에 대한

검출 및 분석을 통해 TiO2 광촉매의 오염물질 및 미세먼지 저감 가능성

확인을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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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광촉매 건축 도료를 활용한

질소산화물(NOX) 저감 연구

김 민 영

건축공학과 건축설비 및 에너지전공

중앙대학교 대학원

질소산화물(NOX)은 2차 오염물질의 원인이 되는 대기오염물질이다. NOX로

생성되는 2차 오염물질로 산성비(HNO3), 오존(O3), 입자상 오염물질

(Particulate Matter) 등이 있다. 입자상 오염물질 중 PM2.5로 심혈관 및 호흡

기 질환의 원인이 된다. 대기 중 PM2.5 농도는 대기환경기준을 상회하며, 이

와 같은 입자상 오염물질의 생성에 핵심 물질로 작용하는 NOX 저감이 필요

하다. NOX는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이를

저감할 경우 가스상 오염물질 뿐만 아니라 입자상 오염물질 저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였다. NOX 저감 기술 중 촉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TiO2 광촉매 도료를 활용하여 NOX 저감 가능성을 제

시하였다.

(1) 0.25ppm, 0.50ppm, 0.75ppm, 1.00ppm의 NO가스 및 2.5W/㎡, 5.0W/㎡,

7.5W/㎡, 10.0W/㎡의 UV 광량 조건을 적용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각 조건별 실험 결과, NO 농도 감소량이 23.19~54.26%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TiO2 도료에 의해 NO와 NO2가 산화되어

NO3
-(ion), HNO3(liq), 2차 유기입자(sol) 등의 입자상 오염물질로

생성되어 NOX 농도가 감소하여 최종적으로 가스상 오염물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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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감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2) UV 광량이 동일할 때, 주입하는 NO가스의 농도가 높을수록 NO 및

NO2의 산화로 변화량이 증가하였다. 이를 통해 NO의 산화로 NO2가

발생하며, NO 농도가 높을수록 NO의 산화반응과 반응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주입하는 NO가스 농도가 동일할 때, UV

광량이 비교적 낮은 조건에서도 NO 및 NO2 변화량이 증가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는 실제 UV 광량의 강도에 관계없이 TiO2 광촉매가

활성화되어 NO의 산화반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를 통해 TiO2 도료의 NOX 저감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실제 대기

환경 조건에서도 TiO2 광촉매의 광화학반응으로 NOX의 저감이 가능할 것으

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도료 형태의 TiO2 광촉매를 활용하였으며, 대기오염

물질 중 NOX 저감 가능성을 확인한 것에 의미가 있다. NOX는 입자상 오염

물질 생성의 원인물질이기 때문에 TiO2 광촉매를 활용하여 입자상 오염물질

저감 가능성을 도출하는 연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핵심어 : 질소산화물(NOX), 이산화티탄(TiO2), 광촉매 도료, 공기 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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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Reduction of Nitrogen Oxide (NOX)

Using Photocatalytic Architectural Coatings

Kim Min Young

Major in Building Services & Energy System

Dep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Chung-Ang University

Adviced by Prof. Park, Jin Chul

NOX is an air pollutant that causes secondary pollutants. Secondary

pollutants produced by NOX include acid rain(HNO3), ozone(O3), and

PM(Particulate Matter). PM2.5, a particulate contaminant, causes

cardiovascular diseases and respiratory diseases. Atmospheric PM2.5

concentrations exceed atmospheric environmental standards. In addition,

NOX reduction, which is a key substance in the generation of particulate

pollutants, is required. NOX is a high percentage of pollutants discharged

into the atmosphere, and it is judged that it will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reduction of particulate pollutants as well as gaseous pollutants. There

is a method of using catalyst among NOX reduction techniques. In this

study, we proposed the possibility of NOX reduction using TiO2

photocatalyst coatings.

(1) The experiment was conducted by applying NO gas at 0.25ppm,

0.50ppm, 0.75ppm, 1.00ppm and UV light conditions of 2.5W/㎡,

5.0W/㎡, 7.5W/㎡ and 10.0W/㎡. As a result of each condition,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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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ntration decrease was 23.19~54.26%. Through this result, NO

and NO2 are oxidized by the TiO2 paint to form particulate

contaminants such as NO3
-(ion), HNO3(liq), and secondary organic

particles(sol), thereby reducing the NOX concentration. Therefore,

gaseous pollutants are finally reduced.

(2) When UV light quantity is the same, the higher the concentration of

NO gas injected, the higher the reduction in NO and the increase in

NO2 generation. This results in NO2 being generated by oxidation of

NO. The higher the NO concentration, the more likely it is to affect

NO oxidation and reaction velocity. When the concentration of NO

gas being injected is the same, the results of the reduction of NO

and the generation of NO2 are derived even under conditions with

relatively low UV light. It is judged that TiO2 photocatalyst will be

activated regardless of the strength of the actual UV light and may

affect the oxidation reaction of NO.

This study confirmed the possibility of NOX reduction of TiO2 coatings

and it is expected that NOX reduction can be achieved by photochemical

reaction of TiO2 photocatalyst under actual atmospheric conditions. This

study utilized TiO2 photocatalyst in the form of coating, and it is

meaningful to confirm the possibility of reducing NOX among air

pollutants. Since NOX is the causative agent for PM2.5 generation, it is

believed that further studies should be conducted to derive the possibility

of reducing particulate pollutants such as PM2.5 by utilizing TiO2

photocatalyst.

Keywords : Nitrogen oxide(NOX), Titanium dioxid(TiO2), Photocatalyst

coatings, Air pur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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