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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xperiment of NOx Reduction according to the Area change of TiO2 Coating 
in Ventilation 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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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tudy how to reduce the primary pollutants of NOx in a manner to keep a comfortable air quality. By 
installing a photocatalytic reactor in a duct device, the reduction of NOx according to the reaction area change using the photocatalytic 
reaction was confirmed through an experiment. The experiment was conducted according to the ISO 22197-1 test method, and the coating 
area was changed to 100%, 75%, 50%, and 25%. As a result of the test according to the coating area change of the TiO2 photocatalyst, it 
was confirmed that as the coating area decreased, the NOx concentration increased after the reaction was completed, and the NOx reduction 
amount decreased. In addition, as the coating area decreased, the NOx reduction rate decreased, and the gradient of the reduction graph also 
decreased. After the reaction of the coating area 25%, the time to 72% reduction, which is the amount of NOx reduction, was compared. As 
the coating area decreases was confirmed that increases the reaching time to 72% re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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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1.1 연구배경 및 목적 

세계 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는 대

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사망률 중 6위라고 발표하

였다. 80%가 넘는 인구가 WHO의 권고 기준보다 높은 수

준의 대기오염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대기오염에 노출되

는 것은 만성 기관지염, 폐 기능 손상, 면역 기능 악화 

등을 유발해 천식과 같은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Pope et al, 2004).

대기오염물질 중 하나인 미세먼지는 WHO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IRAC, 2019), 중금속 등이 함유되어 있어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Oh et al, 2013), 

호흡기 및 피부를 거쳐 인체 내로 침투할 경우 천식, 호

흡기질환, 심장질환, 뇌졸중, 암 등의 발생 원인이 될 수 

있다(Jang et al, 2006).

미세먼지는 입자 직경에 따라 PM10과 PM2.5로 구분되

며, 입자 직경이 10㎛ 이하인 PM10 미세먼지의 경우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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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바람에 날리는 토양 먼지와 자동차, 도로로부터 비산 

되는 먼지가 대표적이다(Marcazzan et al, 2003). 입자 직

경이 2.5㎛ 이하인 PM2.5 초미세먼지의 경우 1차 오염물

질과 2차 오염물질로 나누어지며, 1차 오염물질은 주로 

자동차, 화력발전소 등에 의해 직접 배출된다. 2차 오염

물질은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암모니아(NH3), 

이산화탄소(CO2),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등과 같이 전

구물질이 대기 중 특정 조건에서 화학반응하여 2차 적으

로 생성되는 오염물질로 구성되어 있다(Ministry of 

Environment1, 2014).

환경부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도권 대기오염물

질 배출량은 NOx 38%, VOC 31%, SOx 11%, NH3 9%, 

PM10 7%, PM2.5 3%를 차지하고 있다.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NOx는 오존층 파괴 및 산성비와 같은 환

경 문제와 더불어 인체에 노출될 경우 근시 발병률 증가, 

폐기종, 기관지염 및 기타 호흡계 질환과 같은 건강 영향

을 미칠 수 있다(Wei et al, 2019; Buduhardio, 2012). 따라

서, 대기 중 NOx 저감은 1차 오염물질과 2차 오염물질의 

전구물질을 저감할 수 있어 국내 미세먼지 농도 저감 효

과를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은 NOx 저감 방법 중 하나로 TiO2 광촉매를 이

용할 수 있다. TiO2 광촉매는 자외선을 흡수한 TiO2 광촉

매가 전자(e-)와 정공(h+)을 형성 하여 산화작용을 하는 

·OH(OH Radical)를 형성하게 되며, 이렇게 반응을 통해 

형성된 ·OH의 산화력을 통해 NOx를 제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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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ntilation Duct Overview

Duct

Material Stainless Steel
Size 100 A

Length
Pipe 300 mm , 600 mm

Total Length 2,200 mm x 950 mm
Total Rate of Flow 0.05 ㎥ (50L)

Wind Speed 1m/s

Reactor

TiO2 Type Anatase
Length 570 mm

Coating Area 0.18 ㎡

Light Source UV-A Lamp , 10 W/㎡
Temperature 25 ℃(± 2.5 ℃) 

Humidity 50 % (± 5 %)
Ecotech Serinus 40

Range
Automatic 0~20 ppm

USEPA Approval 0.~0.5 ppm
TUVEN Certified Less than NO(0-1,000 ppm), NO2(0-260 ppm)

Accuracy/
Precision

Precision 0.4 ppb or 0.5 % of reading 
Linearity ± 1 % of the total scale

Reaction time 90 % in 15 second

Table 1. Ventilation Duct Overview and NOx Measuring Equipment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밀폐된 환기덕트에서 광촉매 코

팅제의 면적변화에 따른 질소산화물(NOx) 농도변화(감소)

를 측정 및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는 건물내의 깨끗

한 공기를 공급함으로써 재실자의 건강을 확보하고자 하

는 것이다.

1.2 선행연구 조사

TiO2 광촉매는 항균작용(Trapalis et al, 2003), 정수 작

용(Liangeng et al, 2003), 방오 작용(Guoliang et al, 2013), 

탈취 작용(Park et al, 2012), 공기 정화(Ao et al, 2005) 

같은 특성이 있으며, TiO2 광촉매의 특성을 활용하기 위

해 페인트(Song et al, 2019), 섬유(Ju et al, 2002), 종이

(Yoo et al, 2005), 타일(Kim et al, 2010) 등에 폭넓게 적

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 중 공기 정화 특성을 이용할 

경우 대기 중 대표적인 전구물질인 NOx와 SOx 등을 저

감할 수 있다.

TiO2 광촉매의 공기 정화 특성을 이용한 NOx 저감 관

련 선행연구로 Song et al.은 TiO2 광촉매를 혼합한 페인

트의 NOx 저감을 실험하였으며, UV 광량과 NOx 농도에 

따른 저감량을 실험하였다. 실험 결과 광량의 변화보다 

NOx 농도에 따라 저감량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

하였으며, 표준 조건보다 낮은 환경에서도 NOx 저감이 

가능한 것을 확인하였다.

Hen et al.은 TiO2 광촉매를 함유한 재생 벽돌 및 모래

를 모르타르에 혼합하여 NOx 저감률을 확인하였다. 실험 

결과 TiO2 용액의 최적 농도가 1% 임을 확인하였으며, 재

생 벽돌을 혼합한 모르타르가 다공성 구조로 인해 저감 

효율이 더 높음을 확인하였다.  ian et al.은 TiO2가 함유

된 아스팔트의 NO2 저감률 및 포장 성능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였으며, NO2를 효율적으로 저감하고 아스팔트

의 내습성을 증가시킴을 확인하였다. Kim et al.은 아나타

제(Anatase)형과 루틸(Rutile)형의 두 종류의 TiO2 광촉매 

분말을 혼합한 콘크리트의 NOx 저감량을 비교하였다. 

NOx 저감 실험 결과 종류에 관계없이 20~30%의 저감률

을 보였으며, 아나타제형이 루틸형보다 비교적 우수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들은 광촉매를 적용한 시멘트, 모르

타르, 아스팔트 같은 건축자재의 NOx 저감 성능을 분석

하는 연구들로 건축 설비 분야의 덕트 및 환기장치 등 

에 적용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폐회로 환기덕트에 광촉매 반응

기를 설치하여 NOx 저감을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다.

2. 환기덕트 제작 및 실험준비  

2.1 실험개요

본 연구는 TiO2 광촉매 반응로를 설치한 덕트의 광촉

매 코팅 면적별 NOx 저감효과를 확인하는 실험으로, 폐

회로 광촉매 덕트 장비를 이용하여 실험하였다.

실험 장비는 Table 1과 같이 내부식성을 지닌 Stainless 

Steel 재질로 제작하였으며, 관경 100 A로 제작하였다. 덕

트는 모듈러 방식으로 제작하여 채결 시 폴리실록세인 계

열 재질의 페럴 가스켓과 페럴 클램프를 이용해 결합 및 

기밀하였다. 덕트는 약 2,200 mm x 950 mm (가로 x 세로), 

체적은 약 0.05㎥(50 L)이며, 덕트 내 기류 발생을 위해 

FAN BOX를 설치하여 덕트 내 풍속을 1m/s로 유지하였다. 

광촉매 반응로는 길이 560 mm의 Stainless Steel 파이

프 내부에 Fig. 1과 같이 프라이머를 도포한 후 Bentech 

Frontier 社의 아나타제형 TiO2 광촉매를 약 30g 도포하

였다. 도포 면적은 약 0.18 ㎡로 덕트 총면적 중 약 13%

이며, 반응로 중앙에는 TiO2 광촉매의 광반응을 위한 

10W/㎡ UV-A 램프를 설치하여 광촉매 반응을 실시하였

다. 또한, 덕트 내 NOx 농도 측정을 위해 Ecotech 社의 

Serinus 40 모델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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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Reaction Area 100% Standard Experiment

Fig. 1. Reactor Photocatalytic Coating

2.2 환기덕트 제작 

본 연구는 Table 2와 같은 ISO 22197-1 시험 조건을 준

용하여 진행하였으며, 산화질소 가스(NO Gas)를 1.00 ppm 

농도로 주입한 후 10 W/㎡ 광량의 UV-A 램프를 조사하였

다. 또한, 온도 25℃(± 2.5 ℃), 습도 50%를 유지하였다.

실험은 Fig. 2와 같이 진행되었으며, 가습장치를 통해 

RH 50%로 조성된 Air와 NO 가스를 가스 희석 장치에서 

1.00 ppm으로 조성한 후, 펌프를 이용하여 주입구(A)를 

통해 덕트 장비 내로 주입하였다. 주입된 NO 가스는 

FAN을 통해 1 m/s로 덕트 내에서 이동하며 반응기를 거

쳐 측정구(B)를 통해 NOx 측정장비에서 측정된다.

본 실험은 ISO 22197-1 표준 시험 조건을 준용하여 코

팅 면적 100% 실험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이후 코

팅 면적을 일정 비율로 변화 시켜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

험 순서는 가스 주입, 농도 유지, UV 반응, 재상승으로 

진행 되었으며, 가스 주입 단계에서는 덕트 내부로 산화

질소 가스(NO Gas)를 1.00 ppm 농도까지 주입하였다. 농

도 유지 단계에서는 덕트 내 NO 가스 농도를 1.00 ppm

으로 유지하기 위해 NO 가스를 일정량 지속적으로 주입

하여 농도 유지를 확인하였다.

반응 단계에서는 10 W/㎡ UV Lamp를 작동하여 120분 

동안 반응시켜 NOx 저감량을 확인하였다. 재상승 단계에

서는 반응을 종료한 뒤 농도 재상승을 확인하였다.

코팅 면적 변화는 Table 3와 같으며, 기본 시험 조건인 

코팅 면적 100%와 더불어 코팅 면적을 75%, 50%, 25%로 

축소 변경하여 실험하였다.

Division Content
Gas Type and Concentration NO Gas , 1.00 ppm

UV Lamp Type and 
Quantity Of Light

UV-A Lamp (BLB or BL) , 
10W/㎡

Temperature and Humidity 25 ℃(± 2.5 ℃), 50 %

Table 2. ISO 22197-1 Standard Test Method 

Fig. 2. Duct Experiment Overview

Coating Ratio Application Amount Coating Area

100% (1.00) 30.0g 0.180 ㎡

75% (0.75) 22.5g 0.145 ㎡

50% (0.50) 15.0g 0.090 ㎡

25% (0.25) 7.5g 0.045 ㎡

Table 3. Coating Area Table

3. 실험결과

3.1 표준 실험 조건

ISO 22197-1 표준 실험 조건과 코팅 면적 100%를 적용

한 실험 결과 Fig. 3와 Table 4와 같이 반응 전 1.03 ppm

에서 유지된 NOx 농도는 UV Lamp를 120분 작동시킨 후 

0.05 ppm으로 저감되었으며, UV Lamp 작동 후 NOx가 

95 % 저감되었다. Fig. 2에 나타낸 붉은 점선은 UV Lamp

를 작동하지 않은 상황의 NOx 농도 그래프로 실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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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NOx Reduction Graph According to Coating Area Change

Fig. 5. Graph of Reduction Time According to Area Change

후 약 35분 이후 UV Lamp 가동에 따른 저하와 비교 시 

그래프의 기울기가 급격하게 감소하여 NOx 저감이 이루

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Before 
Reaction (A)

After Reaction 
(B)

 A to B 
Reduction Rate

100% 1.03 ppm 0.05 ppm 95 %

Table 4. Standard experiment

3.2 코팅 면적에 따른 NOx 저감 결과

표준 실험 조건과 코팅 면적 100% 적용 이후 코팅 면적 

변화 실험을 하였으며, 결과는 Fig. 4와 Table 5와 같다.

코팅 면적 75%의 경우 반응 종료 후 1.02 ppm에서 

0.12 ppm으로 88% 저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팅 면적 

50%의 경우 반응 종료 후 1.01 ppm에서 0.20 ppm으로 

80% 저감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코팅 면적 25%의 경우 

반응 종료 후 0.99 ppm에서 0.28 ppm으로 72% 저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4에 표시되어 있는 점선은 광촉매 코팅 면적이 

0%인 경우의 농도 그래프로 코팅 면적의 증가에 따라 붉

은 점선 대비 각 조건별 저감 그래프의 기울기가 발생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코팅 면적 증가에 따라 

NOx 저감 그래프의 기울기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oating 
Area

Before Reaction 
(A)

After Reaction 
(B)

 A to B 
Reduction Rate

100% 1.03 ppm 0.05 ppm 95 %
75% 1.02 ppm 0.12 ppm 88 %
50% 1.01 ppm 0.20 ppm 80 %
25% 0.99 ppm 0.28 ppm 72 %

Table 5. Reduction Result Table

3.3 코팅 면적 변화에 따른 저감 시간 비교

코팅 면적 변화에 따른 저감 시간 비교를 위해 조건 

중 가장 낮은 저감율을 나타낸 코팅 면적 25%의 NOx 저

감 농도인 0.28 ppm을 기준으로 하여 코팅 면적별 해당 

농도 도달 시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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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결과 Fig. 5, Table 6와 같으며, 점선으로 표시된 

0.28 ppm 기준으로 비교할 시 표준 실험 조건인 코팅 면

적 100%의 경우 반응 전 1.03 ppm인 NOx 농도가 16분 

뒤 0.28 ppm에 도달하였다. 

코팅 면적 변화 실험의 경우 코팅 면적 75%의 경우 반

응 전 1.02 ppm인 NOx 농도가 31분 뒤 0.28 ppm에 도달

하였으며, 코팅 면적 50%의 경우 반응 전 1.01 ppm인 

NOx 농도가 54분 뒤 0.28 ppm에 도달하였다. 또한, 코팅 

면적 25%의 경우 반응 전 0.99 ppm인 NOx 농도가 84분 

뒤 0.28 ppm에 도달하였으며, 코팅 면적 변화에 따른 

NOx 저감량 기울기는 Fig. 6와 같이 코팅 면적이 증가함

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oating 
Area Before Reaction 72% 

Reduction
72% 

Reach Time

100% 1.03 ppm 0.29 ppm 16 min

75% 1.02 ppm 0.29 ppm 31 min

50% 1.01 ppm 0.28 ppm 54 min

25% 0.99 ppm 0.28 ppm 84 min

Table 6. Reduction Time Result According to Area Change

Fig. 6. NOx reduction rate with change in Coating Area

4. 결    론

본 연구는 밀폐된 환기덕트에서 광촉매 코팅제의 면적

변화에 질소산화물(NOx) 농도변화(감소)를 측정 및 분석

한 것으로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ISO 22197-1의 시험조건에 의하여 밀폐된 환기덕

트 길이 2,200 mm, 체적 0.05㎥(50 L)에 TiO2 광촉매  

30g, 면적 0.18 ㎡(덕트 총면적의 13%, 광촉매 코팅면적 1 

기준)일 때  NOx 농도를 풍속 1m/s 기류로 순환시켰을 

경우 NOx 농도는 최대 95%까지 감소하였다.

둘째, 코팅 면적 변화의 경우 기본 100%(1.00) 코팅 면

적 대비 75%(0.75), 50%(0.50), 25%(0.25)로 변화 시켰으며, 

코팅 면적 75%의 경우 반응 후 NOx 농도가 88 % 저감되

었다. 코팅 면적 50%와 25%의 경우 NOx 농도 저감률이 

각각 80%, 72% 저감 되어 코팅 면적 코팅 면적이 감소함

에 따라 NOx 저감률 또한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코팅 면적 25%의 경우 반응 종료 후 농도 재상승 시 

실험 시간을 초과한 약 200분 이상 경과 후 상승하기 시

작하여, 코팅 면적 100%, 75%, 50%보다 비교적 늦게 재

상승 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농도 유지를 위해 주입되

는 NO 가스가 덕트 내에서 희석되어 농도 상승 시, 코팅 

면적 100%, 75%, 50%의 경우 저감 후 덕트 내 농도가 낮

아 희석 후 농도가 바로 상승되는 반면, 25%의 경우 저

감 후 덕트 내 농도가 비교적 높아 주입 가스와 희석되

어 상승을 보이기까지 장시간 소요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최소 저감률이 나타난 코팅 면적 25%의 NOx 저

감률인 72% 저감 농도를 기준으로 코팅 면적별 반응 시

간을 분석하였다. 코팅 면적 100%의 경우 반응 후 해당 

농도에 도달 시간이 16분이 소요되었으며, 코팅 면적 

75%의 경우 31분이 소요되었다. 코팅 면적 50%와 25%의 

경우 각각 54분과 84분이 소요되어 광촉매 코팅 면적이 

클수록 NOx 저감 시간이 감소되었다.

실험 결과 코팅 면적이 감소할수록 NOx 저감량이 감

소하였으며, 저감률 기울기 또한 완만해져 저감 속도 역

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TiO2 광촉매 반응로를 설치한 폐회로 덕트 

장비를 이용한 실험으로 코팅 면적에 따른 NOx 저감을 

확인하였으나, 폐회로 덕트에만 국한되어 실제 적용을 위

한 추가적인 개회로 실험과 더불어, 광량 변화 및 풍량 

변화와 같은 다양한 변수를 적용한 실험과 풍량 별 적정 

코팅 면적 산출 등의 추가적인 실험이 필요할 것으로 사

료된다. 해당 실험의 결과가 향후 광촉매 환기 덕트 장비

의 거주공간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적용에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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