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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티탄 광촉매의 미세먼지 전구물질

(NOx) 저감을 위한 환기 덕트 실험

서 론  

미세먼지는 입자 형태로 구성된 물질로, 미세먼

지 입자 직경에 따라 10 ㎛ 이하인 미세먼지(PM10)

와 2.5 ㎛ 이하인 초미세먼지(PM2.5)로 구분된다. 이

는 대기오염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인체에 침투할 경우 호흡기

계 질병 악화와1) 폐질환 발병에 영향을 미치게 된

다.2) 이러한 미세먼지는 오염원에서 직접 생성되는 

1차 오염물질과 전구물질의 결합을 통해 생성되는 

2차 오염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1차 오염물질은 필터를 통한 집진으로 저감이 가

능하지만 2차 오염물질은 질소산화물(이하 NOX), 황

산화물(SOX)과 같은 가스상 오염물질의 결합으로 생

성되어 화학적 저감법을 통해 저감이 가능하다.3) 이

러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국내에서는 2019년 사회

적 재난으로 지정되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정을 통해 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표적 오염물질 저감 방법 중 하나인 이산화티

탄(이하 TiO2) 광촉매는 자외선과 광화학반응을 통

해 미세먼지 전구물질인 NOX와 다양한 실내 오염

물질 분해가 가능하다.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를 활용하여 대표적인 미세먼지 전구물질인 NOX 

저감을 통해 실내 공기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TiO2 광촉매 적용 연구 동향

TiO2 광촉매는 자외선과 광화학반응을 통해 강

한 산화력을 갖고 있는 수산화라디칼(OH·)을 생성

시켜 오염물질을 산화 및 분해한다. 국내·외에서는 

해당 효과를 적용하기 위해 TiO2 광촉매와 건축 자

재, 마감재 등의 적용을 통한 오염물질 분해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Choi et al(2021)은5) 시멘트에 TiO2 광촉매 분말

을 혼입하여 페이스트를 제작한 후 공기정화 성능 

시험을 실시하였으며, 분말도가 낮을수록 NO 및 

NOX 제거율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TiO2 광

촉매가 함유된 외장 도료를 공동주택 외벽 면에 적

용하여 NOX 제거 성능을 확인하였다.6) 이를 통해 

실제 자연광 상태의 대기조건 적용 시 NOx 제거 가

능성을 제시하였으며, 저감 성능을 정량적으로 평

가하였다. 

이 외에도 TiO2 광촉매가 적용된 섬유를 활용한 

NOX 저감7), TiO2 광촉매를 타일에 적용하여 VOCs

를 저감하는 등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은 광촉매를 시멘트 계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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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에 적용하여 NOx 저감 성능을 분석하는 

연구들이며, 다목적으로 활용 가능한 건축자재 연

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TiO2가 혼입된 코팅제 및 

도료를 활용하여 미세먼지 원인물질 저감 가능성

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다양한 실험을 통해 TiO2 

혼입 도료의 NOX 저감 효과를 확인하였다.

TiO2 광촉매 적용 NOX 저감 실험

예비 실험

본 예비 실험에서는 이산화티탄 광촉매 자체의 

성능을 평가하는 ISO 22197에서 제시하는 일부 조

건을 준용하였다. TiO2 광촉매 페인트를 실내에 적

용하기 위해 그림 1과 같이 광촉매가 혼합된 수성

페인트를 목업 한쪽 벽면에 도포하여 NOx 저감 성

능을 확인하였다.

예비 실험으로 NO 가스를 목업 실내에 주입하

였으며, NOx 농도 2.000 ppm에 도달한 시점에 주

입을 종료하였다. 이후 약 5.0 W/cm2 광량의 UV-A 

램프를 가동하여 벽면에 조사하였다. 해당 결과와 

UV-A 램프를 가동하지 않은 조건에 따른 NOX 농도 

변화를 확인하여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예비 실험 결과는 그림 2와 표 1과 같이 나타

[그림 1] 예비 실험 구성 및 사진

[그림 2] 예비 실험 결과 

<표 1> 예비 실험 결과

구분 시작 시점 NOX 농도 종료 시점 NOx 농도 저감률(%)

UV-A Off 2.028 ppm 0.959 ppm 52.73%

UV-A On 2.035 ppm 0.818 ppm 59.80%

농도 차이 +0.007 ppm - 0.141 ppm + 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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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UV-A 램프 미가동 조건의 경우 목업에서 발

생한 침기 등의 영향에 의해 2.028 ppm에서 0.959 

ppm으로 52.73% 저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UV-A 램프 가동 조건 결과 2.035 ppm에서 0.818 

ppm으로 59.80% 저감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미

가동 대비 7.07% NOX 농도 저감이 촉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TiO2가 함유된 페인트를 활용

할 경우 NOX 저감 효과를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확인하였다.

광 반응기 실험

앞서 예비 실험을 

통해 TiO2 광촉매 페

인트의 NOX 저감을 

확인하였으며, 광촉

매가 혼입된 코팅제

의 정량적인 NOx 저

감 성능 평가를 위해 

ISO 22197-1에서 제

시하는 시험법을 적

용하여 NOX 저감 성

능을 확인하였다.

실험은 ISO에서 

제시하고 있는 광 반

응기를 제작하여 실

시하였다. 실험은 NO 

가스를 광 반응기에 

1.000 ppm 농도로 지

속적으로 주입한 후 

UV-A 조사에 따른 NOX 농도 변화를 180분 동안 측

정하였다. 또한 UV-A 광량 차이에 따른 저감 효율

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ISO-22197에서 제시하

는 조건인 10 W/m2 이외에도 5.0 W/m2, 2.5 W/m2

를 추가 적용하여 분석하였다(그림 3).

실험 결과는 그림 4, 표 2와 같이 나타났다. 

광량별 NOX 농도 변화는 2.5 W/m2의 경우 1.005 

ppm에서 0.887 ppm으로 11.69% 저감, 5.0 W/m2 

의 경우 1.007 ppm에서 0.874 ppm으로 13.20% 

저감, 10.0 W/m2는 1.009 ppm에서 0.832 ppm, 

[그림 3] 광 반응기 실험 계획 및 사진

[그림 4] 광 반응기 실험 결과(ISO 22197-1)

<표 2> 광 반응기 실험 결과(ISO 22197-1)

구분 2.5 W/m2 5.0 W/m2 10.0 W/m2

시작 시점 NOX 농도 1.005 1.007 1.009

종료 시점 NOX 농도 0.887 0.874 0.832

저감률(%) 11.69% 13.2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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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0% 저감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모든 실험 조

건에서 NOX 저감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광량 증가에 따라 TiO2 광촉매의 광활성

도가 증가하였으며, 이를 통해 저감률이 함께 증

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해 TiO2가 혼입된 

코팅제를 활용할 경우 NOX 저감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TiO2 광촉매 적용 환기 덕트 실험

앞선 예비 실험과 광 반응기 실험을 통해 TiO2 

도료 및 코팅제가 미세

먼지 원인물질인 NOX 

저감 효과를 나타냄을 

확인하였으며, 해당 효

과를 실내에서 활용하

기 위해 환기 덕트에 

적용하고자 하였다.8), 9) 

그림 5와 같은 광촉매 

환기 덕트를 통해 NOX 

저감을 확인하였으며, 

실험 진행 순서는 다음

과 같다. 

본 실험에서 실험 

조건은 ISO 표준 시험 

조건 일부를 준용하였

으며, 실험 순서는 ① 

가스 주입, ② 농도 유

지, ③ UV 반응, ④ 재

상승으로 진행하였다. 

가스 주입 단계에서는 축소 모형 내에 NO 가스를 

1.00 ppm 농도까지 주입한 후 일정 농도 유지를 위

해 NO 가스를 일정량 지속적으로 주입하여 농도 

유지를 확인하였다.

이후 UV-A Lamp 10 W/m2 광량을 120분 동안 

가동하여 NOx 농도 변화를 확인하였다. 또한 광

량 변화에 따른 저감 효율 비교를 위하여 UV-A 광

량 7.5 W/m2, 12.5 W/m2를 추가적으로 적용하여 

NOx 저감 성능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실험 결과는 그림 6, 표 3과 같다. UV-A 램프 

[그림 5] TiO2 광촉매 적용 환기 덕트 실험 계획도

[그림 6] TiO2 광촉매 적용 환기 덕트 실험 결과

<표 3> TiO2 광촉매 적용 환기 덕트 실험 결과

구분 7.5 W/m2 10.0 W/m2 12.5 W/m2

시작 시점 NOX 농도 1.016 1.030 1.020

종료 시점 NOx 농도 0.055 0.052 0.031

저감률(%) 94.63% 94.92% 9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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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량별 NOx 농도는 7.5 W/m2는 1.016 ppm에서 

0.055 ppm으로 94.63% 저감, 10.0 W/m2는 1.030 

ppm에서 0.052 ppm으로 94.92% 저감, 12.5 W/m2

는 1.020 ppm에서 0.031 ppm으로 96.95% 저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실험을 통해 모든 실험 조건에서 90% 이상 

NOx가 저감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앞선 광 반

응기 실험 결과와 유사하게 광량 증가에 따라 저감

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TiO2 

광촉매 도료 및 코팅제를 건축 재료뿐만 아니라 건

축 시스템에 적용 시 오염물질과 미세먼지의 원인

물질 저감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 론

본 연구는 미세먼지 생성 원인 중 하나인 NOx

의 저감을 통해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였으며, TiO2 

광촉매를 활용한 다양한 건축 자재 및 시스템의 

NOx 저감 성능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TiO2 광촉매 혼입 수성 페인트를 Mock-

up 한쪽 벽면에 도포하여 NOx 저감 성능을 확인하

였다. 이를 통해 TiO2 광촉매 혼입 수성 페인트 활

용 시 NOx 농도를 7.07% 추가 저감시킬 수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둘째, TiO2 광촉매가 혼입된 코팅제의 정량적

인 저감 성능 평가를 위해 광 반응기를 제작하여 

NOX 저감 성능을 확인하였다. 실험을 통해 광량 

변화에 따른 저감률을 확인하였으며, 2.5 W/m2는 

11.69% 저감, 5.0 W/m2는 13.20% 저감, 10.0 W/m2

는 17.50%로 모든 실험 조건에서 NOx 저감이 이루

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앞선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TiO2 광촉매

를 환기 설비에 적용하고자 환기 덕트 축소 모형

을 제작하였으며 이를 활용하여 NOx 저감 실험을 

실시하였다. 광량 변화에 따른 NOx 저감 효율 비

교 결과, 7.5 W/m2는 94.63% 저감, 10.0 W/m2는 

94.92% 저감, 12.5 W/m2는 저감된 것으로 나타났

다. 이를 통해 모든 실험 조건에서 90% 이상의 NOx

저감 효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광량이 증가함에 

따라 저감률도 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실험을 통해 TiO2 광촉매를 

건축 자재 및 시스템 등에 적용할 경우 NOx 저감 

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광량 증가에 

따라 저감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

다. 향후 다양한 환경 조건의 실제 건물들에 적용하

여 실험 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연구를 수

행할 계획이다. 또한 TiO2 광촉매를 적용한 건축 자

재 및 시스템이 거주 공간 및 다중이용시설 등과 같

은 다양한 건축물에 적용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

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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