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산업화에 따른 대기오염 증가는 전 세계적으로 인류의 건강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대기오염은 특히 사람의 심장 질환 및 호흡기 

질환 질병률 증가의 인자로 인식되며, 이로 인한 질병은 공중보건 

비용에 상당한 부담을 준다. 따라서, 대기질을 개선하여 대기오염

의 저감과 공중보건 비용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시도되고 있으며, 이중 광촉매를 활용한 대기오염 저감과 자기정

화성능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이 주목을 받고 있다. 

광촉매는 자외선(UV, ultra violet)과 만나서 화학반응을 일으키

는데 이 반응을 광화학반응이라고 한다. 여러 광촉매 중에 대표적

인 물질이 이산화티탄(TiO2)이며 이산화티탄 광촉매는 자외선과의 

광화학반응으로 인해 생성되는 음이온 등의 물질이 주요 대기오염

물질인 황산화물(SOx)과 질소산화물(NOx) 등을 제거한다(Shen 

et al. 2012; Choi et al. 2021). 또한, 광촉매로 인해 건물 외벽에 

부착된 대기 오염물질이 광촉매 반응으로 분해되어 비가 올 때 

물에 씻겨 나가는 자기정화효과로 인해 사회 인프라 시설물 표면

과 건물 외벽의 청결을 유지할 수 있다(Shen et al. 2015). 자기정

화 효과는 시설물 표면의 청결을 위한 세제 및 인건비를 포함한 

유지관리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광촉매를 건물 외장재 

등에 적용하여 대기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자기정화 효과를 도모하

여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Park et al. 

2020; Shen et al. 2015; Xu et al. 2020; Quagliarini et al. 2012). 

Park et al.(2019)의 연구에서는 콘크리트 제조 시에 광촉매를 

혼입하여 콘크리트의 자기정화성능을 평가하거나, 광촉매 혼입 콘

크리트를 보통 콘크리트 표면 부분 위에 일정 두께로 타설하여 

자기정화성능을 평가하였다. 광촉매를 콘크리트에 혼입하는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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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콘크리트의 표면이 풍화되어도 내부의 광촉매가 외부로 돌출되

어 지속적으로 자기정화성능을 유지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높

은 농도 TiO2의 콘크리트 혼입은 콘크리트의 역학적 특성에 불리

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높은 농도의 광촉매를 콘크리트에 혼입

하는 것은 콘크리트의 강도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Faraldos et 

al. 2016). 또한 이산화티탄(TiO2) 광촉매의 콘크리트에 과도한 혼

입은 수화 과정뿐만 아니라 강도, 마모 및 경도 등의 특성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시멘트 기반 복합건설재료를 사용한 콘크리트 구

조물에 이산화티탄 광촉매를 혼입하는 것은 광촉매의 물리화학적 

특성 및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Vulic et al. 2013; Zhang 

et al. 2015).

한편, 광촉매 용액을 모르타르와 콘크리트 표면에 코팅하는 기

법은 기존 시설물과 건물 외장재에 광촉매를 적용할 수 있어, 광촉

매를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제공한다(Maury- Ramirez 

et al. 2014). 광촉매 용액을 모르타르 표면에 코팅하는 경우, 모세

관 내 흡착수 및 투수성 측정실험 결과는 광촉매 코팅이 모르타르 

물리적 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을 나타낸다(Pérez-

Nicolás et al. 2018). 또한, 광촉매 용액 코팅은 콘크리트의 내구성

에 영향을 미치는 탄산화의 저항성을 개선하고 철근의 부식을 감소

시킬 수 있다(Fiore et al. 2013; Pérez-Nicolás et al. 2018).

광촉매 용액을 모르타르 시편의 표면에 코팅할 때, 광촉매 성분

은 시편 표면에 위치하고 용액 내 TiO2 입자가 모르타르 시편에 

균일하게 분포해야 자기정화성능에 유리하다(Jimenez-Relinque 

et al. 2015; Wang et al. 2020). 더불어 광촉매로 코팅된 모르타르

의 자기정화성능은 습도에 영향을 받으며, 특히 초친수성 표면은 

표면 에너지와 접착력이 낮아서 오염물질 축적을 저감하여 강우 

시에 시설물 외장 표면의 세척에 유리하게 작용한다(Chindaprasirt 

and Rattanasak 2020; Cedillo-González et al. 202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표면에 광촉매를 코팅한 모르타르의 자

기정화성능에 관한 기초 실험연구를 수행하였다. 광촉매 코팅액

의 농도 수준, 친수성 및 프라이머 도포 여부가 모르타르의 자기

정화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모르타르의 자기정화성능

은 메틸렌블루 수용액의 자외선 조사 조건에서의 색변화를 바탕

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광촉매 코팅 모르타르 표면과 단면에서의 

SEM-EDS 분석과 elemental mapping 분석결과를 토대로 미세

구조 분석을 수행하여 모르타르 시편에서의 이산화티탄 광촉매 

코팅 성능과 광촉매 분산 수준을 분석하였다.

2. 실험계획

2.1 모르타르 배합 및 시편 제작

자기정화성능 모르타르 제조를 위한 배합표를 Table 1에 나타

내었고, 배합비는 물 : 시멘트 : 잔골재 = 0.35 : 1.0 : 2.0를 각각 

적용하였다. 기본 바인더로 보통포틀랜드시멘트(OPC)를 사용하

였다. 잔골재는 실험연구에서의 실험 변수를 줄이고 동일한 물성

을 확보하기 위하여 KS L ISO 679(2006)의 기준에 맞춘 표준사를 

사용하였다. 또한, 모르타르 배합에서 사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

성능감수제(HRWA)를 바인더 대비 0.7 % 혼입하였다.

Mixture 

identification


Unit weight (kg/m³) HRWA

(g)Water OPC Sand

OPC 0.35 244 696 1,392 5 

Table 1. Mixing proportions

자기정화성능 실험을 위해 Fig. 1과 같은 50 × 100 × 10 mm 

크기의 시편을 제작하였다. 

Fig. 1. The size and shape of mortar (OPC)

2.2 광촉매 용액

광촉매 용액의 농도, 친수성 여부 및 프라이머 적용 여부에 따라 

코팅 종류를 5가지로 구분하여 모르타르 시편에 적용하였다. 먼

저, 1.5 %와 3.0 % 농도의 광촉매 코팅 용액을 모르타르 시편에 

적용하여 광촉매 용액의 농도에 따른 자기정화성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또한 1.5 % 농도 광촉매 용액의 경우, 보통 광촉매 용액뿐

만 아니라, 초친수 강화제를 포함하는 광촉매 용액을 사용하여 자

기정화성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모르타르 시편이 다공성일 때 

광촉매 코팅 용액은 모르타르 내부로 침투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



양인환⋅전효진⋅이승진

58 Vol. 10, No. 1 (2022)

서, 광촉매 용액의 코팅이 모르타르 시편에 침투하여 자기정화성

능의 발현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농도 1.5 %와 3.0 %의 

광촉매 용액에 대해 프라이머(primer)를 적용한 경우와 적용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다. 이때, 프라이머 용액은 0.2 % 농도의 광

촉매를 함유하였다. Fig. 2에 본 실험에 사용한 1.5 %와 3.0 % 농도

의 광촉매 용액을 나타내었다.

(a) Photocatalytic suspension

   (Concentration of 1.5 %)

(b) Photocatalytic suspension

  (Concentration of 3.0 %)

Fig. 2. Titanium dioxide photocatalytic suspension

Specimen 

identification

Binder 

used

Photocatalytic 

concentration

(%)

Hydrophilic

agent
Primer

OPC-Control OPC - - -

OPC-1.5 OPC 1.5 - -

OPC-1.5H OPC 1.5 Applied -

OPC-1.5(P) OPC 1.5 - Applied

OPC-3.0 OPC 3.0 - -

OPC-3.0(P) OPC 3.0 - Applied

Table 2. Specimens and coating conditions

2.3 광촉매 용액 코팅 기법

광촉매 용액을 코팅하는 기법을 Fig. 3에 나타내었다. 프라이머

를 적용하지 않는 시편의 경우, 이산화티탄 광촉매 용액을 재령 

28 일 모르타르의 표면에 직접 도포하였다. 반면에, 프라이머를 

적용하는 시편의 경우, 프라이머를 재령 28 일 모르타르의 표면에 

도포하고 24시간 동안 건조 후 이산화티탄 광촉매 용액을 프라이

머 위에 도포하였다. 모르타르 시편에 광촉매 용액의 코팅 과정을 

Fig. 4에 나타내었다. 스포이드를 사용하여 광촉매 용액을 계량하

여 재령 28 일의 모르타르 시편의 표면에 광촉매 용액을 코팅하였

다. 광촉매 코팅 용액량은 평균 1.5 mL를 사용하였다. 모르타르 

시편(면적 100 × 50 mm)의 표면에 코팅 용액을 1.5 mL 이상으로 

사용할 때 광촉매 용액량이 과도하여 시편 표면에서 흘러내릴 수 

있으므로, 1.5 mL 용량의 광촉매 코팅 용액을 최적 사용량으로 판

단하였다. 또한, 프라이머가 사용되는 시편의 경우, 먼저 1.5 mL

의 프라이머 용액을 모르타르 시편 표면에 코팅하여 24시간 동안 

건조한 후에 1.5 % 및 3.0 % 농도의 광촉매 용액 1.5 mL을 코팅하

였다.

Fig. 3. Photocatalytic suspension coating design

Fig. 4. Photocatalytic suspension coating

3. 자기정화성능 평가

3.1 자기정화성능 실험 방법

광촉매 사용 콘크리트의 자기정화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ISO 

L 10678에 규정된 파인 세라믹스-수용액에서의 메틸렌블루(MB, 

Methylene blue) 분해법에 의한 표면의 광촉매 활성 시험법을 참

조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ISO L 10678 실험기법에 따라 광촉매

를 포함하는 시편 표면에 MB 수용액을 접촉하고 MB 수용액에 U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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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조사하면서 MB 수용액의 색 변화를 통해 광촉매에 의한 자기정

화성능을 평가할 수 있다.

MB 실험을 통한 자기정화성능 평가에 앞서, 모르타르 시편의 

1차 전처리 과정과 2차 전처리 과정을 수행하였다(Fig. 5). 1차 전처

리 과정에서 모르타르 시편에 320∼400 nm(UV-A type) 파장의 

UV를(10±0.5) W/m² 조건의 강도에서 24시간 동안 조사한다. 

이는 사전에 모르타르 시편의 UV를 미리 조사하여 본 실험에서 

광촉매에 의한 MB 수용액의 색상변화 효과만을 측정하고자 하였

다. 또한, 본 실험에 앞서 미리 컨디셔닝 MB 수용액(conditioning 

MB suspension)을 시편에 흡수시켜 실험에서 자기정화성능평가

용 MB 수용액이 시편에 흡수되어 시험결과의 오차를 예방할 필요

가 있다. 이에 따라, 2차 전처리 과정은 1차 전처리 과정이 끝난 

모르타르 시편을(20 ± 1) μmol/L 농도의 MB 컨디셔닝 용액에 12

시간 동안 암실 조건에서 침지한다. 

(a) First preconditioning process

(b) Second preconditioning process

Fig. 5. Preconditioning process

ISO L 10678(2012)에서 MB 수용액의 색상변화 실험을 위해 MB 

수용액과 모르타르 시편의 접촉 반응면적이 100∼1500 mm²을 

권장한다. 권장 면적을 충족시키기 위해 40 mm의 직경의 PVC 

재질의 원통형 용기를 광촉매 코팅 시편에 부착하여 MB 수용액과 

시편의 접촉 면적 1256 mm²을 형성하였다. 광촉매 코팅 시편에 

부착된 실린더 형태 용기에(10 ± 1) μmol/L 농도의 MB 시험용액

을 담아 UV 램프가 설치된 챔버에 넣은 후 UV를 조사하여 광촉매

의 광반응을 유도하였다(Fig. 6).

(a) Mortar specimen attached with cylinderical container

(b) UV Chamber

Fig. 6. Self-cleaning test setup

분광측색계(photo-spectrometer)를 사용하여 MB 수용액의 색 

변화를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 분광측색계는 C사의 CM-2600d 

모델을 사용하여 MB 수용액의 색상변화를 수치로 나타내었다. 장

비의 설정값으로 광원 D65, SCI(specular component included, 

정반사광 포함), 시야 10도의 데이터 값을 사용하였다. 색상변화율

Fig. 7. Spectrum colori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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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용기는 MB 수용액에 직접 닿기 때문에 MB 

수용액을 흡수하지 않아야 하며 투과율 80 % 이상을 갖는 용기를 

사용하였다(Fig. 7).

광반응에 따른 메틸렌 블루 용액의 색상 변화를 정량적으로 산

정하기 위하여 국제조명위원회(Commission Internationale de 

lEclairage, CIE)의 Lab 표색계를 사용하였다. 식 (1)을 사용하여 

MB 수용액의 색상변화를 정량적으로 계산하였다. 식 (1)로 계산한 

광촉매 용액을 코팅한 시편의 MB 수용액 색상변화율에서 광촉매

를 코팅하지 않은 시편의 MB 수용액 색상변화율을 뺀 후, 각 모르

타르 시편의 광촉매 영향만을 고려한 MB 수용액의 순수 색상변화

율을 계산하였다. 

색상변화률 









× (%) (1)

여기서, 

 : MB 수용액의 초기 색상

       

 : UV를 시간 조사한 후 MB 수용액의 색상

3.2 자기정화성능 실험 결과

UV를 조사하기 전의 초기상태와 UV를 48시간 동안 조사한 후

의 MB 수용액의 색상변화를 Fig. 8에 나타내었다. 실험결과는 UV

조사 48시간 후 메틸렌 블루 수용액의 색상이 현저하게 변화한 

것을 나타내며, 이는 시간에 따른 UV조사에 의해 자기정화성능이 

발현된 것을 나타낸다. 

Fig. 9에 48시간 동안 UV 조사에 따른 MB 수용액 색상변화를 

분광측색계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UV조사 24시

간 후, 서로 다른 다섯 시편 OPC-1.5, OPC-1.5H, OPC-1.5(P), 

OPC-3.0 및 OPC-3.0(P)의 MB 수용액 색상변화율은 각각 17.1 %, 

13.0 %, 14.5 %, 21.0 % 및 20.0 %를 나타낸다. 또한, UV조사 48시

간 후, 다섯 시편의 MB 수용액 색상변화율은 각각 22.2 %, 15.4 %, 

20.6 %, 25.2 % 및 23.0 %를 나타낸다. 전반적으로 UV를 조사한 

후 24시간 동안 색상변화 증가량이 크고, 24∼48시간 동안의 색상

변화량은 상대적으로 작다. 이는 UV조사 후 초기기간 동안 자기정

화성능이 크게 발현되는 것을 의미한다. 

Fig. 10에 프라이머를 도포하지 않은 시편의 광촉매 농도에 따

른 MB 수용액 색상변화 실험결과를 나타내었다. 시편 OPC-1.5, 

OPC-1.5H 및 시편 OPC-3.0의 UV조사 24시간 후의 색상변화율

은 각각 17.1 %, 13.0 % 및 21.0 %이고, UV조사 48시간 후의 색상변

화율은 각각 22.2 %, 15.4 % 및 25.2 %이다. 광촉매 농도 3.0 % 

용액을 코팅한 시편(OPC-3.0)의 MB 수용액 색상변화율이 광촉매 

(a) UV light irradiation(0h)

(d) UV light irradiation(48h)

Fig. 8. Color change of MB at initial state and 48 hours after irradiating 
UV 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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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Color change of MB solution for mortar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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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Effect of photocatalytic suspension concentration for mortar
not containing primer



나노 이산화티탄 광촉매 코팅을 적용한 모르타르의 자기정화성능 평가

한국건설순환자원학회 논문집 2022년 3월
 61

농도 1.5 %인 용액을 코팅한 시편(OPC-1.5 및 OPC-1.5H)의 MB 

수용액 색상변화율보다 크게 나타나며, 광촉매 농도가 증가함에 따

라 OPC 사용 모르타르의 자기정화성능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Fig. 11에 프라이머를 도포한 시편의 광촉매 농도에 따른 

MB 수용액 색상변화 실험결과를 나타내었다. 광촉매 농도가 1.5 %

(시편 OPC-1.5(P))와 3.0 %(시편 OPC-3.0(P))일 때, UV조사 24

시간 후의 색상변화율은 각각 14.5 % 및 20.0 %이고, UV조사 48시

간 후의 색상변화율은 각각 20.6 % 및 23.0 %이다. 프라이머를 

도포한 경우에도, 실험결과는 광촉매 농도가 증가할수록 MB 수용

액의 색상변화율 즉, 자기정화성능이 증가함을 나타낸다. 한편, 프

라이머 적용 유무에 따른 자기정화성능의 차이는 광촉매 농도 1.5 % 

및 3.0 %에서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 프라이머는 광촉매

와 모르타르 간의 접착성능 향상을 위한 재료로써, 자기정화성능

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한 것으로 판단된다.

Fig. 12에 광촉매 용액의 농도가 1.5 %일 때 MB 수용액 색상변

화율 실험결과를 나타내었다. 초친수성 광촉매 용액을 코팅한 시

편(OPC-1.5H)과 일반 용액을 코팅한 시편(OPC-1.5)의 UV조사 

24시간 후의 MB 수용액 색상변화율은 각각 13.0 % 및 17.1 %이고, 

UV조사 48시간 후의 MB 수용액 색상변화율은 각각 15.4 % 및 

22.2 %이다. 실험결과는 초친수성 광촉매 용액의 자기정화성능이 

일반 광촉매 용액의 자기정화성능보다 낮음을 나타낸다.

Fig. 12과 Fig. 13에 프라이머를 사용한 시편과 사용하지 않은 

시편의 자기정화성능 실험결과를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Fig. 12에 

나타낸 바와 같이 광촉매 용액 농도가 1.5 %일 때, 프라이머를 사용

하지 않은 시편(OPC-1.5)과 프라이머를 사용한 시편(OPC-1.5(P))

의 UV조사 24시간 후 MB 수용액 색상변화율은 각각 17.1 % 및 

14.5 %이고, UV조사 48시간 후 MB 수용액 색상변화율은 각각 

22.2 % 및 20.6 %이다. 또한, Fig. 13에 광촉매 농도가 3.0 %일 

때 프라이머 적용에 따른 모르타르의 MB 색상변화율 실험결과를 

나타내었다. 프라이머를 사용하지 않은 시편(OPC-3.0)과 프라이

머를 사용한 시편(OPC-3.0(P))의 UV조사 24시간 후 MB 수용액 

색상변화율은 각각 21.0 % 및 20.0 %이고, UV조사 48시간 후 MB 

수용액 색상변화율은 각각 25.2 % 및 23.0 %이다. 본 연구의 실험

결과는 프라이머를 사용한 광촉매 용액의 자기정화성능은 프라이

머를 사용하지 않은 광촉매 용액의 자기정화성능과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 

4. 광촉매 코팅 특성

광촉매로 코팅된 모르타르 시편 표면에서의 SEM-EDS 분석을 

통하여 이산화티탄(TiO2) 광촉매의 코팅 특성을 분석하였다. 

각 시편 표면에서 2∼3개의 위치를 선정하여 각 위치에서의 

TiO2 성분량을 분석하였으며, OPC-1.5, OPC-3.0 및 OPC-3.0(P) 

시편의 TiO2 성분량은 각각 40.5 %, 50.3 % 및 50.7 %이다.

3.0 % 농도의 광촉매 용액(OPC-3.0 시편)에 함유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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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Effect of photocatalytic suspension concentration for mortar
containing pri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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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Comparison of MB color change (photocatalytic concentration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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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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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O2 성분량이 1.5 % 농도의 광촉매 용액(OPC-1.5 시편)에 함유되

어 있는 TiO2 성분량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광촉매 농도가 높은 

용액에 TiO2가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OPC-3.0 

시편의 TiO2 성분량은 OPC-1.5 시편의 TiO2 성분량의 2배를 나타

내지는 않는다. 이는 광촉매 코팅 용액 일부가 모르타르 내부로 

침투하거나 광촉매 코팅 용액에 함유된 TiO2의 분산도가 일정하지 

않다. 그래서 시편 표면에 TiO2가 균등하게 코팅되지 않기 때문으

로 판단된다. 

또한, OPC-3.0 및 OPC-3.0(P) 시편의 TiO2 성분량은 큰 차이

를 나타내지 않는다. 이는 프라이머 도포에 따라 TiO2 분포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을 나타내며, 이는 프라이머가 없을지라도 본 

실험에서의 광촉매 코팅액이 모르타르 시편 표면에서 내부로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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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Surface photocatalytic coating TiO2 components according 
to mortar specimens (EDS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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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EM images

(b) Elemental mapping

(c) EDS analysis results

Fig. 15. Analysis results of SEM-EDS and elemental mapping (OPC-1.5 and OPC-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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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스며들지 않는 것을 나타낸다. 

OPC-1.5 및 OPC-3.0 시편 표면의 SEM-EDS 분석을 통해 광

촉매 용액 농도에 따른 시편 표면 상태 분석을 진행하였다. Fig. 

15에 모르타르 시편 표면에서의 SEM 분석 이미지와 elemental 

mapping 이미지를 나타내었다. Elemental mapping 이미지에서 

모든 모르타르 시편에서 광촉매 코팅이 전반적으로 균등하게 분포

하는 것을 나타낸다. OPC-1.5 시편의 SEM 이미지에서 광촉매 코

팅에 일부 균열이 발생하여 균열 사이로 코팅 아래에 있던 모르타

르가 외부로 노출된 것을 확인하였다. OPC-3.0 시편의 SEM 이미

지는 광촉매 코팅에 균열이 일어난 것을 나타내지만, 광촉매 코팅

의 균열 사이가 벌어지지 않아 모르타르가 외부로 직접 노출되지

는 않는다. 시편의 자기정화성능은 모르타르의 작은 입자 크기로 

인하여 치밀한 내부조직과 높은 비표면적 등과 같은 특성과 관련

이 있다. 높은 농도로 코팅된 모르타르 시편의 균열은 낮은 농도로 

코팅된 모르타르에 비해 매우 작은 미세 균열로 인한 상대적으로 

큰 광촉매 반응면적이 자기정화성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

로 판단된다. 

또한, OPC-3.0 및 OPC-3.0(P) 시편의 단면을 절단한 후 절단

면에서 SEM-EDS 분석과 elemental mapping 분석을 수행하였다. 

Fig. 16에 OPC-3.0 및 OPC-3.0(P) 시편 단면의 SEM 분석을 통하

여 광촉매 코팅 두께의 측정값을 나타내었다. OPC-3.0 및 

OPC-3.0(P) 시편의 코팅 두께는 각각 4.64 및 8.96 µm이다. 이는 

프라이머 코팅과 광촉매 코팅을 한 OPC-3.0(P) 시편의 코팅 두께

가 광촉매 코팅만을 수행한 OPC-3.0의 코팅 두께보다 크게 나타나

며, 프라이머 코팅으로 인해 코팅 두께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프라이머 적용은 광촉매 코팅액이 모르타르 시편 공극으로 

스며드는 것을 감소시켜 자기정화성능을 높일 것으로 예상하였으

나, 프라이머 코팅 추가로 인한 자기정화성능의 차이는 미미하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광촉매 용액을 모르타르 시편에 코팅하여 UV에 

노출되는 조건에서 MB 수용액의 색상변화 실험을 통해 자기정화

성능을 평가하였으며, 실험연구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48시간 동안 UV 조사에 따른 MB 수용액 색상변화를 분광측색

계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UV조사 24시간 후 

MB 수용액 색상변화율은 13.0 %∼21.0 %를 나타내며, UV조사 

OPC-3.0 specimen OPC-3.0(P) specimen

(a) SEM images

(b) Elemental Mapping

Fig. 16. SEM images in specimen sections (OPC-3.0 and OPC-3.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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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시간 후 MB 수용액 색상변화율은 15.4 %∼25.2 %를 나타낸

다. 이는 UV조사 후 상대적으로 초기에 자기정화성능이 크게 

발현되는 것을 의미한다.

2. 광촉매 농도가 1.5 % 및 3.0 %일 때, UV 조사 48시간 경과 후 

MB 수용액의 색상변화율은 22.2 % 및 25.2 %로서 광촉매 농도

가 증가할수록 MB 수용액의 색상변화율 색이 증가한다. 따라서 

본 실험결과는 광촉매 농도가 증가할수록 OPC 사용 모르타르

의 자기정화성능이 증가하는 것을 나타낸다. 

3. 초친수성 광촉매 용액을 코팅한 모르타르의 MB 수용액의 색상

변화율은 일반 광촉매 용액을 코팅한 모르타르의 MB 수용액의 

색상변화율보다 작게 나타난다. 따라서, 초친수성 광촉매 용액

의 적용은 일반 광촉매 용액에 비해 자기정화성능을 다소 감소

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낸다.

4. 본 연구에서의 프라이머를 사용한 모르타르의 자기정화성능은 

프라이머를 사용하지 않은 모르타르의 자기정화성능과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지만, 프라이머의 적용에 따른 자기정화성

능은 모르타르 내부로의 코팅용액 침투와 관련성이 있으므로 

OPC 외에 시멘트 대체재를 사용한 모르타르의 추가 실험을 통

해 공극에 따른 차이의 연구결과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 Elemental mapping 이미지 분석결과는 모르타르 시편에서 광

촉매 코팅이 전반적으로 균등하게 분포하는 것을 나타낸다. 또

한, 낮은 농도로 코팅된 모르타르에 비해 높은 농도로 코팅된 

모르타르 시편의 코팅 균열은 미세하여 상대적으로 큰 광촉매 

반응면적을 확보하고 자기정화성능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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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 이산화티탄 광촉매 코팅을 적용한 모르타르의 자기정화성능 평가

본 연구에서는 시설물의 자기정화성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산화티탄 광촉매 용액을 코팅한 모르타르의 자기정화성능을 

분석하였다. 광촉매 코팅 용액의 농도(1.5 %와 3.0 %), 초친수강화 용액 적용 유무 및 프라이머 용액의 사용 유무를 실험변수로 

고려하였다. 광촉매 농도가 증가할수록 메틸렌블루 수용액의 색상 변화율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광촉매 농도가 증가할수록 

자기정화성능이 증가하는 것을 나타낸다. 초친수성 광촉매 용액의 적용은 일반 광촉매 용액에 비해 자기정화성능을 다소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프라이머를 사용한 모르타르의 자기정화성능은 프라이머를 사용하지 않은 모르타

르의 자기정화성능과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 한편, 낮은 농도(1.5 %)로 코팅된 모르타르에 비해 높은 농도(3.0 %)로 

코팅된 모르타르 시편 표면의 코팅 균열이 미세하여 상대적으로 큰 광촉매 반응면적을 확보하고 자기정화성능 증가에 유리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