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국내의 미세먼지 농도 저감을 위해 2003년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과 2017년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2019년 미세먼지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관련 법령, 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미세먼지 

농도는 감소 추세이다. 그러나, 서울시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계보건기구(WHO) 일평균 25㎍/㎥ 권고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다.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대기오염물질은 발생원에서 입자 형태로 발생하는 1차 생성과 대기 

중 화학반응으로 생성되는 2차 생성으로 분류할 수 있다.(1) 
2차 생성물의 원인물질이 되는 가스상 오염물질은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등이 대표적이다. 해당 

오염물질은 대기 중의 오존과 이온, 암모니아 등의 물질과 결합 되어, 초미세먼지의 구성물질이 된다.(2) 
이러한 미세먼지 원인물질을 저감 시킬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TiO2 광촉매를 활용할 수 있다. TiO2 광촉

매는 2차 생성물질 원인인 NOx와 SOx의 제거 효과를 가지고 있다.(3) TiO2 광촉매를 건축 재료와 혼합되어 사

용할 경우 미세먼지 원인물질의 감소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TiO2 

광촉매를 혼입한 코팅제를 이용하여 전구물질 NOx의 저감 실험을 통해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TiO2 광촉매 코팅제의 NOx 감소를 평가하기 위해 ISO 22197-1 시험법을 준용하여, 광촉매 도료 

시험편의 NOx 감소를 확인하였다. 또한, 대기 중 NO 가스 농도는 1.000 ppm 대비 낮은 농도를 형성하고 있

어(5) NO 가스 농도를 0.500 ppm, 0.250 ppm로 변화시켜 NOx 저감 성능변화를 확인하였다. 실험은 오차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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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줄이고자 각 조건별 3회 실시 후 평균값을 산출하여 농도 변화를 확인하였다. 본 실험에서 NOx 가스 농도

측정을 위해 ecotech 社 NOx 가스분석기인 Serinus 400을 이용하였다. 시험편 크기는 ISO 22197-1 조건내 유

량을 반영하여 가로 100㎜, 세로 10㎜, 두께 2㎜로 제작하여, TiO2 광촉매 건축용 코팅제를 도포하였다. 

Category Content Experimental Diagram

Temperature 25℃± 2.5℃

Humidity 50%

Gas and concentration NO (1.000, 0.500, 0.250 ppm)

UV-A Light flux  10.0W/㎡

Table. 1 Experimental conditions overview

3. 실험 결과

3.1 NO가스 1.000ppm, 광량 10.0W/㎡ 실험 결과

ISO 22197–1 표준 시험법 조건인 1.000 ppm의 NO 가스를 지속적으로 주입 하며, UV-A 램프의 ON/OFF에 

따른 NOx의 농도 변화를 확인하였다. NOx 농도는 1.009 ppm에서 0.832 ppm으로 0.177 ppm의 농도 감소가 나

타났다.
NOx 농도는 UV 램프 ON 후 30분까지 농도의 감소가 진행되었으며, 이후 일정 농도를 유지하는 것을 확인

하였다. 반면 NO2는 TiO2와 NO의 산화 반응으로 증가한 것으로 판단되며, 시작 농도 0.005 ppm에서 종료 농

도 0.129 ppm으로 0.124 ppm 증가하였다. 이를 통해 TiO2와 UV와의 산화 반응을 통해 NOx 농도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 1, Table 2 참조)

Fig. 1 NOx Concentration change (1.000ppm)

Category Starting Conentration Ending Conentration Increase/Reduction Volume
NO 1.006 ppm 0.704 ppm - 0.302 ppm
NO2 0.027 ppm 0.079 ppm + 0.052 ppm
NOx 1.009 ppm 0.832 ppm - 0.177 ppm

Table. 2 NOx reduction result (1.000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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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NO 가스 0.500ppm, 0.250ppm, 광량 10.0W/㎡ 실험 결과       

앞서 확인한 ISO 22197-1 조건의 NO 농도는 대기 중의 NO의 농도 대비 높은 농도를 형성하고 있어, 시험

법의 조건에 비해 비교적 낮은 NO 농도에서 TiO2 광촉매의 NOx 저감 효과를 확인하였다. NO 가스의 농도를 

각각 0.500, 0.250 ppm으로 설정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NO 농도 0.500 ppm 적용 결과 NOx 농도는 0.507 ppm에서 0.335 ppm으로 0.224 ppm 농도 감소를 확인하였

다. NO2는 0.027 ppm에서 0.079 ppm으로 0.052 ppm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다. NO 농도 0.250 ppm 적용 결과 

NOx 농도는 0.246 ppm에서 0.145 ppm으로 0.101 ppm의 농도 감소를 확인하였다. NO2 농도는 0.012 ppm에서 

0.034 ppm으로 0.022 ppm 증가하였다. (Fig. 2, 3, Table 3 참조)

Fig. 2 NOx Concentration change (0.500 ppm) 

Fig. 3 NOx Concentration change (0.250 ppm) 

Category Starting Conentration Ending Conentration Increase/Reduction Volume

0.500ppm
NO 0.480 ppm 0.256 ppm - 0.224 ppm
NO2 0.005 ppm 0.129 ppm + 0.124 ppm
NOx 0.507 ppm 0.335 ppm - 0.172 ppm

0.250ppm
NO 0.234 ppm 0.111 ppm - 0.123 ppm
NO2 0.012 ppm 0.034 ppm + 0.022 ppm
NOx 0.246 ppm 0.145 ppm - 0.101 ppm

Table. 3 NOx reduction result (0.500 ppm, 0.250 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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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연구는 대기오염물질 중 2차 미세먼지 생성의 원인이 되는 NOx를 감소하고자 TiO2 광촉매 코팅제를 활

용하여 그 효과를 확인하였다. 실험은 ISO 22197-1 표준 시험법을 참고하여 NO 농도를 1.000 ppm, 0.500 ppm, 
0.250 ppm으로 적용 후 실험을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NO 농도 1.000 ppm 적용 시 NOx의 농도는 1.009 ppm에서 0.832 ppm으로, 0.177 ppm 감소하였다. NO2는 

NO의 산화 반응으로 0.005 ppm에서 0.129 ppm으로 0.124 ppm 증가하였다.
(2) NO 농도 0.500 ppm 적용한 결과 NOx 농도는 0.507 ppm에서 0.313 ppm으로, 0.172 ppm 감소하였다. NO2 

농도는 0.027 ppm에서 0.079 ppm으로 0.052 ppm 증가했으며, NO 농도 0.250 ppm을 적용 결과 NOx 농도는 

0.246 ppm에서 0.145 ppm으로, 0.101 ppm 감소하였다. NO2 농도는 0.012 ppm에서 0.034 ppm으로 0.022 ppm 
증가하였다.

(3) ISO 22197-1을 준용 실험의 절감 농도 효율을 100%로 가정 후 농도 변화에 대한 NOx 농도 저감 효율을 

분석한 결과 0.500 ppm은 97% 효율을 나타냈으며, 0.250 ppm은 57% 효율을 나타내었다.
(4) 실험 적용 농도 감소에 따라 절감 효율 역시 감소하였으나, 표준 실험 농도 대비 25% 농도를 적용하여도 

50% 이상 효율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TiO2를 건축 재료로 혼입하여 사용할 경우 낮

은 농도의 대기환경에서도 NOx 저감 효율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TiO2 광촉매 코팅제를 활용하여 2차 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인 NOx 농도의 감소 및 농도 변화에 

대한 NOx 저감 효율을 확인한 연구로 추후 주거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TiO2 광촉매가 적용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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