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LECSELECS
www.elecs-korea.com

(주) 이렉스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848-1 현대타운빌 402호 TEL : (031)815-3995~6  FAX : (031)815-3997 
COPYRIGHT © 2005 ELECS ALL RIGHTS RESERVED

World Wide NETWORK , Specialized  Service World Wide NETWORK , Specialized  Service 
Electronic chemicals, Organic/Inorganic Electronic chemicals, Organic/Inorganic 
Chemicals  Chemicals  

광촉매광촉매 ((PhotoPhotoCatalystCatalyst))
소개소개 자료자료



광 촉매의 정의 

광촉매는 빛을 받아 촉매역할을 해서 어떠한 반응을 가속화 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촉매는 일반적으로 그

자체가 변하지 않고 화학반응을 가속화 시켜서 화학반응이 빨리 일어날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소모되는 것

이 아니고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반응에는 Photosensitization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

다. Photosensitization이란 빛을 받은 한 분자가 빛을 흡수해서 그 최초 복사에너지로 다른 분자 즉 다른 화합

물들을 광화학 작용으로 변성이 되게 만드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다.  

식물의 잎사귀에 존재하는 클로로필 (chlorophyll)이 이러한 역할을 하는 광촉매와 한 종류라고 할 수 있다. 광

촉매 반응을 보면 광합성 반응과 비교가 되는데 그 반응 진행 방향이 반대라고 할 수 있다. 즉 다시 말하면

Chlorophyll 은 빛을 받아서 이산화 탄소와 물을 산소와 Glucose 같은 물질을 만드는데 반해 광촉매 반응은

강력한 산화제역할을 해서 유기 화합물 과 습기 (또는 물) 그리고 산소가 있으면 그 유기 화합물을  물과 이산

화 탄소로 만들어 내는 것이다.  .  

 

가장 일반적인 광촉매는 Anatase 형태의 이산화티탄으로 만들어져 있고 이산화 티탄은 다음과 같은 잇점이 

있다.  

1. 매우 경제적이다  

2. 고 효율의 광촉매 역할을 한다.  

3. 무독성이다 

Titania라고도 알려져있는 이산화 티탄 (TiO2)은 티타늄에서 만들어진 화합물입니다. 이산화티탄은 미국의 

FDA의 식품실험실에서 검증을 받은 물질로서 안전한 물질이고 인체에 무해한 물질입니다. 이산화티탄은 

페인트, 인쇄 잉크, 플라스틱, 종이, 합성섬유, 콘덴서, 크레용, 세라믹, 전자부품, 식품 그리고 화장품에 

사용되는 물질입니다. 수많은 연구 결과들이 이산화티탄이 광촉매로서 유기화합물을 분해한다는 것을 알려 

주고 있습니다.  빛에 노출된 이산화티탄은 무독성 무기물질을 형성해서 공기 중에 있는 유기 화합물들과 

반응하는 hydroxyl radicals을 만들어 냅니다. 

 



이렉스의 광촉매를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것을 얻을 수 있고 각종 오염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상기

설명한 광촉매가 이러한 오염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광촉매 작용으로 오

염원을 제거할 수 있는 이유를 열거 해보고자 합니다.    

 

1. 광촉매 작용 

  

이산화 티탄이 태양이나 UV전등에서 자외선을 받으면, 이산화티탄이 물이나 공기중의 산소로부터 활성 

산소를 만들어내서 유기물질을 분해하는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용은 광합성과 유사한 방법으로서 

Chlorophyll 이 물이나 이산화탄소를 산소와 Glucos로 바꾸어 주는 작용과 유사한 방법입니다. 활성 산소는 

유기화합물, 냄새를 분해하고 그리고 박테리아를 죽이는데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2. Titanium dioxide 는 무엇인가 ?  

  

이산화티탄(Titanium dioxide)은 Titania로 널리 알려져 있는 물질로서, 천연으로 만들어진 티탄의 산화물 

입니다. 그 화학 구조식은 TiO2로 표현합니다. 미국 FDA (United State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의 식품 

실험실에서 입증된 것으로서 이산화티탄(Titanium Dioxide)은 안전하고 인체에 무해한 물질이라고 밝혀진 

물질입니다. 이산화티탄은 현재 페인트, 인쇄잉크, 프라스틱, 종이, 합성섬유, 고무, 콘덴서, 크레용, 전기소자 

그리고 화장품과 식품에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연구 결과들을 보면 유기 화합물들을 분해하는 광촉매 

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산화티탄이 빛을 받으면 hydroxyl radical을 만들어 공기 중에서 유기 

물질들과 반응해서 무독성의 물질을 만들어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3. 이렉스의 광촉매는 어떠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광촉매에서 우리는 새로운 현상을 발견 할 수 있었습니다. 그 현상은 광촉매가 코팅되어 있는 표면에 빛을 

받으면 광촉매와 물과의 접촉각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는데 그 이유는 충분한 빛을 받은 후의 광촉매가 코팅 

되어있는 표면은 아주 강력한 초친수성(super-hydrophilicity)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수분과 너무 

친해져서 수분과 혼연 일체가 되어서 광촉매가 코팅 되어있는 그 표면의 물의 형태가 방울형태로 존재하지 

못하고 평평하게 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친수성(super-hydrophilicity)은 아주 중요한 기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기술을 이용해서 김서림제거(anti-fogging), 자정성(self-cleaning properties), 살균 소독(sterilization), 

냄새제거(deodorization), 오염방지(antifouling) 그리고 오염물질 제거(removal of pollutants)등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외선은 태양빛 과 형광등에서 나오는 빛의 한 부분이고 추가되는 비용 없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렉스의 광촉매는 휘발성물질이 없고 수소이온농도가 중성입니다. 이러한 제품의 특성은 제품의 

안전성, VOC 발생이 없고 인체에 무해하고 에너지 절약을 하면서 현재 국가에서 지향하고 일반인들이 

추구하는 환경 친화적인 조건을 만드는데 일조를 할 것이다.  

  



4. 이렉스의 광촉매를 사용할 때 나타나는 잇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Hydroxyl radicals들은 가장 강력한 산화 물질들입니다. 이 Hydroxyl Radicals는 심지어 염소, 오존 그리고 

과산화물 보다 강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광촉매가 박테리아 또는 미생물들의 생명유지에 필요한 

조합들을 파괴하고 균열을 일으켜서 미생물 세포들을 산화 시킴으로서 매우 강력한 소독제로 작용을 합니다. 

  

탈취.  

탈취 작용을 할 때 광촉매를 통해 생성된 hydroxyl radicals각종 휘발성 유기화합물들의 분자 결합을 파괴하는 

것을 통해서 냄새가 나는 물질들을 분해 시키는 작용을 가속화 한다. 이러한 작용은 유기 화합물로 된 냄새 나는 

가스들을 인체에 무해한 단 분자 형태로 만들어 다른 물질로 화학 결합을 하게 함으로서 냄새 정화한다. 냄새가 

나는 분자들의 예를 보면, 담배연기, 포름알데하이드, 질소 산화물, 소변 대변 냄새, 가솔린 냄새 등 기타 공기 

중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화학물질에서 나오는 냄새 등을 들 수 있다.  

   

살균 소독, 항균 그리고 곰팡이 방지  

나노 크기의 광촉매(이산화티탄)는 단세포 구조를 갖는 미생물에는 강력한 산화 효과가 있다. 즉 다시 말해서 

모든 박테리아 그리고 곰팡이들과 같이 이러한 단분자 세포를 가지고 있는 미생물에는 탁월한 효과를 

발휘한다. 그러한 강력한 이산화티탄의 산화력은 박테리아의 세포막을 파괴하고 박테리아의 활성을 주관하는 

Cytoplasm이라는 물질을 파괴시켜 박테리아를 분해 시키고 죽게 한다. 일반적으로 이산화티탄의 소독능력은 

염소 살균 법의 3배 그리고 오존의 1.5배에 이른다.  

 

5. 이렉스의 광촉매는 반 영구적이다. 

   

근본적으로 광촉매는 물에 분산되어서 수용액인 것 처럼 보이지만, 이 이산화티탄은 물에 분산되어 있는 

것이므로 사용 후에 매우 빠르게 물에 녹지 않는 물질로 건조된다. 광촉매는 코팅후 10일에서 14일이 지나면 

그 경도가 4H이상이 나온다. 이것은 광촉매가 코팅 된 후에 연마기로 연마하지 않는 한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광촉매 역할을 하는 이산화티탄은 자체가 변하지 않고 주변의 작용을 가속화 시키는 촉매 

역할을 하기 때문에 광촉매의 효능은 반영구적으로 지속된다. 단, 코팅되어 있는 부분을 다시 다른 물질로 

코팅한다면 자외선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기능은 상실된다.  

 

6. 광촉매를 사용후에 얼마동안 작용을 하는지를 살펴 봅시다. 

  

 광촉매(이산화티탄)는 단지 반도체와 같이 촉매역할을 하기 때문에 산화 과정에서 소모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산화환원 반응을 영구적으로 지속할 수 있다. 이렉스는 최소한 5년동안 광촉매의 기능을 보증 할 

수 있다.   

  

7. 이렉스의 광촉매는 안전한지 알아 봅시다.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사용후 건조된 후에 신체접촉을 하거나 직접 만져도 아무런 해가 없습니다. 이산화 

티탄은 미 FDA의 검증을 거친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렉스의 광촉매는 어떠한 휘발성 화합믈을 사용

하지 않고 제조된 것입니다. 인체에 무해하고 산성도 아니고 알카리성도 아닌 중성이므로 인체에 아무런 해를 

주지 않습니다.   

   

8. 광촉매를 사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렉스가 제공하는 광촉매는 장기간 탈취, 항균 소독, 오염 방지 기능이 유지되도록 표면에 코팅이 되어 

있으므로 다양한 분야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Spray-coating 장비를 이용하면 나노 크기의 광촉매가 아주 

다양한 분야에 응용이 될 수 있고 최대한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 분야 
광촉매는 차량 내부에 냄새를 제거하고 운전자나 동승자에게 상쾌함을 준다. 카펫이나 시트에서 발생한 
냄새를 지속적으로 분해 시켜서 항상 차에 탑승할 때 새로운 차에 타는 기분을 준다. 

• 회사차량(주인이 없이 관리되는차)  
• 버스, 기차, 지하철 과 같은 대중교통  
• 렌터카  
• 택시  
• 리무진 버스   

 
빌딩 외장 
이렉스의 나노 크기의 광촉매는 빌딩 외부에 코팅을 해서 산성비, 습기, 스모그 등으로부터 외관표면의 
손상을 막아준다. 따라서 광촉매 시공을 하면 유지 보수 비용과 시간을 절약 할 수 있다.  

• 호텔과 같은 숙박업소  
• 고층 빌딩 
• 아파트 
• 콘도 
• 산업단지 나 상업지역 건물    

 
건물 내부의 냄새 제거 
이렉스의 나노 크기의 광촉매는 담배연기, 애완동물, 세제에서 나오는 화합물, 화장실 냄새 등과 같이 냄새가 
나는 화합물들을 분해 해준다. 광촉매는 실내에서 나는 냄새를 지속적으로 제거 해준다. 

• 식당  
• 공공 휴계실  
• 호텔이나 숙박업소의 손님방 
• 아파트 및 집안  
• 애완견 가게 와 동물 병원    

 
살균 위생 환경이 필요한 곳 
  
지속적으로 빛을 받을 수 있는곳에는 이렉스의 광촉매가 박테리아, 병균, 곰팡이 의 서식을 방지할 수 있다. 
인체에 해로운 박테리아 그리고 세균들을 죽이고 지속적으로 항균 상태를 유지 시킬 수 있다. 

• 병원  
• 학교  
• 공공 휴게실  
• 식당 주방  
• 응급실 또는 구급차  

 



9. 다른 공기 정화 방법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헤파 필터 (HEPA (High Efficiency Particle Arresting) Filter) 

이 방법은 널리 알려져 있는 공기 정화 방법입니다. 헤파 필터는 필터의 크기에 좌우되지만 적당한 환류를 

시키면 99.99% 까지 공기를 정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곰팡이 박테리아 같은 미생물은 정화 

할 수 없습니다. 

  

정전기 방식 (Electrostatic Filtration) 

표면을 음극으로 전이된 상태에서 공기중의 입자들을 포집하는 방식이다. 헤파필터와 비교하면 작은 

미립자에서는 효과적이지만 정화 영역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약간의 오존이 공기중에 발생을 해서 

필터에 접촉하면 곰팡이나 박테리아를 중성화 시킨다.  

  

음이온 발생 정화 방법 

음이온을 발생하는 장치를 통해서 음이온을 발생시켜 벽에 바닥에 그리고 다른 표면에 붙어 있는 먼지들을 

뭉치게 해서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는 방식입니다. 먼지를 제거하는데 유용한 방법이지만 역시 공간의 제한을 

받는다.  

  



   헤파필터  정전기방식 오존  자외선 음이온 광촉매 

곰팡이(Mold)  나쁨  좋음  좋음  좋음  나쁨  아주 좋음  

Bacteria  나쁨  좋음  좋음  좋음  나쁨  아주 좋음  

집먼지 진드기 

(Dust Mites)  
나쁨  나쁨  나쁨  좋음  나쁨  아주 좋음  

가스(Gases)  나쁨  나쁨  좋음  좋음  나쁨  아주 좋음  

냄새(Odors)  나쁨  좋음  좋음  나쁨  좋음  아주 좋음  

연기(Smoke) 좋음 좋음  좋음  나쁨  
아주 

좋음  
좋음  

휘발성 

유기화합물   
나쁨  나쁨  좋음  좋음  나쁨  아주 좋음  

애완동물 비듬 

(Pet Dander)  
좋음  좋음  좋음  좋음  좋음  아주 좋음  

 
 10. 이렉스의 광촉매는 쉽게 벗겨지지 않는다.  

사용 후 건조가 되면 광촉매는 매우 딱딱한 필름처럼 부착이 되어 있으므로 강력한 유기 화학 용제를 

사용하지 않는 한 벗겨지지 않는다. 

   

11. 이렉스의 광촉매 코팅이 잘되게 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으면 더욱 효과적이다. 

 

훈풍이 있으면 더욱 좋고 대류가 잘되게 바람이 잘 통하는 곳이면 더욱 좋다. 대략 코팅 후 약 1시간에서 

2 시간이면 광촉매 코팅 층이 형성되고 건조가 되지만 4H강도까지 나오게 하려면 최소한 10일 이상을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좋다.  

  

12. 실내 공기 오염정도 

   

연구 기관에 따르면 인간은 실내에서 80 % ~ 90 % 정도의 시간을 실내에서 보낸다고 한다. 따라서 실내 

공기오염에 심각하게 노출 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실내 오염 물질이 항시 인간의 눈, 코, 입, 폐, 등등을 

자극하고 있고 심한 두통이 나타나거나 폐암에 이를 수도 있다. 최근 연구 보고에 따르면 집안 곳곳에 

곰팡이, 박테리아 집 먼지 진드기 등이 서식하고 있고 특히 카페트, 침구나 에어컨등에 많이 존재 한다고 

한다. 그리고 공기중에는 먼지, 페인트, 바니쉬, 유해한 유기 용제, 유해한 화학 섬유 등과 같은 물질들이 있고 

가구나 벽지에서 나오는 포름알데하이드, 벤젠 등과 같은 발암 물질 등에 상시 노출되어 있다. 또한 실내에서 

사용하는 화장실에서 나오는 냄새 등 여러 가지의 오염 물질에 쌓여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열거하는 현상들을 경험 하였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는 실내 공기 오염으로부터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알레르기 반응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때 :   

·         눈에 눈물이 어리는 현상  

·         콧물이나 재채기가 나오는 현상  

·         코피가 잘 나는 현상  

·         피부가 가려운 현상  

·         기침하는 현상  

·         천식 같이 숨을 헐떡이거나 호흡하기 어려운 현상 

·         두통을 호소하는 현상  

·         피로함을 항시 느끼는 현상    

   

감염 및 전염 현상  

박테리아 나 바이러스(인프렌자, 홍역, 풍진, 수두, 결핵) 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전염병들은 사람과 사람이 

접촉하는 것에 의해서 발병한다. 그래서 환기가 안 되는 열악한 장소에 사람이 많이 모인다면 이러한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등이 전염이 잘 된다. 몇몇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들은 빌딩 안에서 서식하고 환기 장치 나 

중앙공급 방식의 에어컨 설비를 통해서 이 방 저 방으로 번져 나간다.   

   

독성 반응  

몇몇 곰팡이들은 건강에 해로운 독성 물질을 물질 대사를 통해서 만들어 낸다. 단기적인 증상으로는 피부염, 

호흡기 질환, 두통 과 피로증상을 보이고, 장기적으로는 암을 발생시키고, 중추 신경계에 손상을 가져오고, 

면역체계의 억제를 시킬 수 있다. 

   

미국의 환경보호 단체는 건강을 헤치는 5가지 요인 중에 실내공기의 오염을 포함 시키고 있다. 열악한 

실내공기는 과민성 폐렴 과 천식 같은 만성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또한 이러한 실내 공기 

오염은 두통, 안구 건조, 코 안의 충혈, 매스꺼움 및 구토, 피로를 발생 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13. 새집 증후군 이나 ‘Sick Building Syndrome’ 은 어떠한 원인으로 일어나는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새집 증후군이나 " sick building syndrome " (SBS) 같은 것은 건물 내부에 상주하는 시간에 비례해서 나타나는 

현상 또는 증상으로서 특별히 어떤 병이라고 말 할 수 없고 또는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발병 한다는 것은 

없지만 지금까지 결과로는 실내 공기의 오염으로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다.  

   

다음에 나열하는 것들이 새집 증후군 이나 sick building syndrome 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1. 부적절하거나 충분하지 못한 환기 시스템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하면서 실내 공기를 효과적으로 관리 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하는 방법을 보면  미국 



ASHRAE (the American Society of Heating, Refrigerating and Air-Conditioning Engineers)에서 최근에 환기 

시스템을 최소한 사람 당 외부 공기를 최소한 15 cfm 을 제공 하여야 하고, 사무실에서는 20 cfm 을 제공하고 

흡연실 같은 곳에서는 최고 60 cfm 까지 제공을 해야 한다고 그 기준을 발표 했다. 이 조건은 물론 외부 

공기가 오염이 되지않은 것으로 했을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외부공기가 오염되어 있다면 자체 공기 

정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 판단된다.   

   

2. 화학물질 오염에 의한 실내 공기 오염 

대부분의 실내 공기 오염은 빌딩 혹은 집안 실내에 그 근본 원인이 있다. 예를 들면 접착제, 카페트, 가구 

또는 실내 장식품, 나무로 만들어진 제품, 복사기, 모기 파리약 (모가향 등), 비누 세제 등에서 유기 휘발 물질 

(포름 알데하이드, 페인트 용제, 각종 가소제 등)등이 발생해서 오염을 시킨다고 볼 수 있다.  담배연기는 가장

잘 알려진 휘발성 유기 화합물이라고 할 수 있고 독성을 가지고 있으며, 호흡기 질환을 유발 할 수 있는 

물질이라 할 수 있다. 연구 발표에 따르면 유기 휘발 물질 (VOC) 는 농도가 높아지면 질수록 만성 급성 

질병을 유발 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 중에 몇몇 물질은 발암 물질이라고 알려져 있다.  일반적인 기준 

이하에서도 급성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 발표도 있다. 이산화 탄소, 질소 산화물 그리고 호흡기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작은 입자들 과 같이 연소할 때 발생하는 물질들은 난로, 가스 스토브, 보일러, 가스렌지 

등과 같은 도구에서 연소 될 때 나타난다. 

   

3. 외부공기로 부터의 실내 공기 오염 

 건물이나 집안으로 유입되는 공기가 실내 공기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자동차 매연 , 보일러 

배관, 건물내의 화장실, 주방에서 발생한 오염 물질들이 창문, 공조 설비, 배관 등에서 실내로 들어오고 

주차장에 세워두었던 차에서 나오는 매연 가스 들이 건물 실내로 유입되는 것을 볼 수 있다.   

 

4. 생물학적인 오염  

박테리아, 곰팡이, 바이러스 등과 같은 미생물들이 생물학적인 오염원이 된다. 이러한 오염은 배관에 고여 

있는 물이나, 에어컨이나 공조기에 고여 있는 물,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오는 수분등과 같이 실내에 고여 있는 

물이나 습한 지역에서 발생 한다. 생물학적 오염으로 나타나는 신체증상으로는 기침, 가슴 답답함, 열, 근육통, 

알레르기 등 과 같은 호흡기 관련 통증 등을 들 수 있다.  



광촉매 작용의 메커니즘 (Mechanism) 

 

광촉매 이산화티탄(TiO2)이 태양이나 형광등에서 나오는 자외선을 흡수할 때 전자와 전자 홀을 생성

을 한다.   

 

이산화티탄이 평상시 가지고 있는 에너지 수준이 빛의 에너지를 받아 흥분된 상태로 되고 그 흡수된 

에너지가 이산화 티탄의 전자를 높은 에너지 수준으로 이동이 됩니다. 이 때 받은 에너지가 

음극성질을 갖는 전자와 양극 성질을 갖는 전자 홀을 만들어 냅니다. 이런 상태는 반도체의 광여기 

상태(photo-excitation)와 같은 상태를 말한다. 그 에너지 차이가 나타나는데 우리는 그 에너지 

차이를 에너지밴드 갭(Energy Band Gap 이라고 말한다. 광여기 상태를 만드는 빛 파장의 길이는 388 

nm가 적절합니다. 이 빛은 일상 생활에서 어디서든지 받을 수 있는 빛의 파장입니다.  

1240 (Planck's constant, h) / 3.2 ev (band gap energy) = 388 nm 

  

에너지 준위 차이 

전자홀

전자

빛을 받아 전자가

흥분된 상태 



 

이산화 티탄의 앙극을 띠는 전자 홀은 물 분자에서 수소와 하드록실 라디칼(hydroxyl radical)을 

만들어 낸다. 음극성을 가진 전자는 산소와 반응해서 슈퍼옥사이드 음이온(superoxide anion)을 

만들어 낸다. 이러한 순환이 빛이 있는 한 계속해서 만들어 지는 것이다. 이산화티탄의 광촉매작용의 

전체 메커니즘을 보면:  

 

이상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 반복되면서 주변의 오염 물질들을 분해하고 제거하

는 것이다.  

Hydroxyl Radical에 대한 산화제로서의 산화력 설명 (광촉매 산화 반응) 

 



가장 강력한 산화 반응이 수산기 라디칼(Hydroxyl Radical) 을 이용한 반응이다. Hydroxyl radical은 

불소와 함께 너무나 강력한 산화제라고 알려져 있다. 상기에 열거한 산화력의 강한 정도를 비교한 산

화제 목록을 보면 Hydroxyl radical이 가장 높은 산화력을 보여 준다 ( 자료 출처: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미환경보호국) 

광촉매가 만들어내는 Hydroxyl Radical 의 강력한 산화력을 사용한다면 아주 효과적으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를 박멸 할 수 있고, 냄새를 제거하고, 물, 공기를 정화 시키고 deodorize, and purify air, 

water, 깨끗한 표면을 유지 할 수 있다. 

  

 

광촉매가 같는 초 친수성 (Super Hydrophilic)  

광촉매가 코팅되어 있는 표면에 빛이 비춰지면 광촉매 표면과 물의 접촉각이 점차적으로 감소하게 되

어서 충분히 빛을 받으면 그 표면이 초 친수성으로 바뀌게 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물을 전혀 반발

하지 않고 광촉매가 코팅 되어 있는 표면에 물의 형태가 구형으로 있을수 없게 한다. 그 표면에 물은 

균일하게 퍼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그 현상은 시각적으로 투명한 유리 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이용해서 김서림 방지를 할 수 있다.   

 

 

상기 그림처럼 이산화 티탄의 특성인 친수성기가 중력이 작용하면서 먼지들을 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도록 한다. 이러한 것을 자체 세정 또는 자체 정화 기능이라 할 수 있다.    

 
정
이산화티탄이 코팅 되어 있는 표면에서 친수성 막이 형성되는 과



광촉매의 용도 

 

1. 살균 효과 

광촉매 박테리아 세포를 죽이고 그 뿐만 아니라 세포 자체를 분해 시킨다. 광촉매의 이산화 티탄은

어느 다른 살균제 보다 효과적이라는 것이 입증이 되고 있다. 그 이유는 광촉매 반응은 박테리아가

번식을 하고 있거나 어떤 표면을 박테리아 세포가 덮고 있을지라고 살균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박테

리아가 죽으면서 발생되는 균체 내의 독소는 광촉매 작용으로 분해가 되므로 항상 깨끗한 상태를 유

지 할 수 있다. 이산화 티탄은 이산화 티탄은 그 살균효과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반 영구

적으로 살균 효과가 지속된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에 따르면 광촉매 작용을 하는 이산화 티탄이 염

소의 3배, 오존으 1.5배의 살균효과가 있다.    

2. 탈취효과 

탈취용으로 사용할 때는 Hydroxyl radicals 이 어떤 유기휘발성 화합물(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의 분자결합을 깨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작용은 공기정화 효과를 증가시키는 인체

에 무해한 단 분자를 만들어서 유기 가스와의 결합을 촉진시킨다. 냄새를 나게 하는 것들을 살펴보면

담배 냄새, 포름알데하이드, 질소 산화물, 화장실 냄새, 가솔린 그리고 많은 다른 탄소 화합물등이 지

구상의 대기에 존재하고 있다.    

광촉매를 가지고 공기 정화를 하면 연기, 오염물질, 꽃가루, 박테리아, 바이러스, 유해 가스 뿐만 

아니라 대기중에 떠다니는 박테리아까지도 정화해 낼 수 있다. 그 정화 효과가 광촉매의 강력한 산화 

효과에 의해서 99.9% 까지 냄새를 제거 할 수 있다.   



3. 공기 정화 효과 

이산화티탄의 광촉매 반응성은 질소산화물, 담배연기, 각종 유기 휘발성 화합물 그리고 각종 

건축자재에서 나오는 유해성 화합믈들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광촉매 작용은 

영사기나 확대기의 전구가 들어 있는 부분 그리고 터널의 외벽 부분 등의 보호에 사용 될 수 있고 

캠핑이나 상점에서 사용하는 텐트의 외부면의 변색 또는 더러워 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대기중에 

있는 불소 화합물 (CFC (냉매) 또는 그 치환체), 집안 연료에서 나오는 가스, 질소 화합물, 황화합물 

등을 빛을 받은 광촉매의 직,간접 작용으로 인하여 감소시키거나 제거 할 수 있다.  오염지역에서 

오염물질들을 제거하는 역할 을 한다. 

4. 김 서림 방지 그리고 자체 세정 기능  

대부분 건축물의 외벽은 기름기 성분을 함유하는 자동차 매연 가스로 인하여 오염이 되어 진다. 

빌딩이나 건축물의 외벽에 광촉매로 코팅을 하면 광촉매의 이산화 티탄 성분이 대전 방지 기능, 

강력한 산화 기능, 초 친수성 기능을 이용하여 외벽을 스스로 세정하여 준다.  자동차 매연에서 

나오는 탄소 성분은 산화되어지고 외벽의 오염되어진 것은 비로 인하여 깨끗이 씻겨 내려 가서 항상 

깨끗한 외벽 상태를 유지 하게 된다 

5. 정수 기능  

광촉매와 자외선이 있는 곳이면 오염을 시키는 원인이 되는 유기 화합물을 무독성 화합물 이산화 

탄소와 물로 만들어내고 박테리아등을 살균 시키는 작용을 한다. 이런 기술은 이차 폐수 처리 할 때 

유해 휘발 물질을 없애고 각종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를 죽이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중소 규모의 폐수처리 시스템에서 광촉매를 이용해서 독성을 제거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폐수처리 2 단계에서 분뇨에 있는 대장균을 효과적으로 죽이고 있다는 결과 가 나왔다.  

 



제품의 설명 

 

AnyClean ETUN-65 / ETUN-120 

 

ETUN은 무정형 상태의 이삼화티탄 액체입니다. ETUN은 실온에서 모든 광촉매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우 얇은 이산화티탄의 코팅층을 실온에서 만들어 냅니다. 이러한 광촉매 코팅층은 어떠한 

표면 위에서도 보호막을 만들어 줍니다. ETUN-65 는 스프레이 코팅용으로 아주 적합한 제품입니다. 

ETUN-120 은 딥코팅(dip coating : 용기를 이용해서 코팅할 제품을 담구었다 빼서 말리는 방식)에 

적합합니다. 250oC 로 가열을 했을 때 무정형 상태의 이산화 티탄이 anatase crystal 구조를 갖게 

되어서 아주 강력한 결합력을 갖습니다. 800 oC 이상 열처리를 하면 anatase crystal 형태의 이산화 

티탄이 rutile 형태로 바뀌어지면서 광촉매 작용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TUN-

120 은 광촉매 작용을 하는 타일을 제조할 때 사용되어 진다. 
 

AnyClean ETN-65 / ETN-200 
 

ETN은 ETUN과는 다르다. ETN은 이미 결정화가 되어 있으므로 이것이 코팅되고 건조한 후에는 

곧바로 광촉매 작용을 하게 된다.  평평한 표면에 ETN 이 코팅이 되어지면 아무 미세한 입자 형태로 

표면에 존재 하는데 손가락으로 닦아내면 닦일 정도로 코팅층이 불안전하다. 그러나 약간의 온도를 

높여서 가열을 했을 때는 그 경도는 현저하게 증가하게 된다. ETN-65 and ETN-200 은 딥 코팅 과 

스프레이 코팅에 모두 사용 할 수 있다. ETN은 이미 결정화가 되어있는 anatase 타입이기 때문에 

실온에서 코팅이 되어지면 곧바로 광촉매 효과를 나타낸다. 그러나 ETN은 고온으로 열처리를 하고 

나면 광촉매 작용과 접착력을 월등히 향상 시켜서 좀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AnyClean ETSN-65/ETSN-200 
 

ETSN은 ETUN과 ETN의 혼합물이다. ETSN으로 코팅하면 실온에서 건조되는 것은 

물론접착경도와 광촉매 작용이 즉각 나타나는 제품이다. ETSN은 중성용액이고 금속을 비롯하여 

플라스틱 수지제품등의 표면에 적용되는 제품이다. ETSN으로 코팅된 후에는 물에는 불용성이므로 

물로 씻어 낼 수없다. 광촉매 작용효과와 코팅층의 경도는 가열을 하면 할 수록 증가하고 상온에서도 

4H의 경도를 갖는 접착력을 보여준다. 스프레이 방식으로 코팅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방법이다. 

그리고 코팅할 제품을 ETSN용액에 담갔다 빼내서 건조하는 방식도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붓으로 

칠을 하는 방법도 사용이 가능하다. 그 코팅 되어진 층의 경도는 완전히 건조가 되지 않으면 경도는 

떨어지므로 완전히 건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광촉매 작용과 코팅된 층의 경도는 코팅한 표면의 

재질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열을 하면 더욱 그 성능이 증가 한다. 이러한 작업을 한 후에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그 경도나 관촉매 작용이 감소하지 않는다.  

  

Product Specifications 

분류 ETUN 용액 ETSN 용액  ETN 용액 

제품 품목 이름 
ETUN 120 / ETUN 

65  
ETSN 65 / ETSN 200  ETN 65 / ETN 200

열처리 필요성 없음 없음 250oC 

광촉매 형성을 위한 

온도 
상온 ~ 600oC 상온 ~ 600C 상온 ~ 600C 

상온에서의 접착력 4 H 이상 4 H  4 H 이하 

형상 엷은 노란색 용액 약간 노란색 용액 하얀 용액 



수소이온농도 (pH) 6.5 ~ 7.0 7.0 ~ 7.5 7.0 ~ 7.5 

평균 입자 크기 10 nm 10 nm 10 nm 

보관 및 안전성 
차고 어두운 곳에서 

장기 보관 가능 

차고 어두운 곳에서 장기 보관

가능 

차고 어두운 곳에서 

장기 보관 가능 

 

나노크기 입자의 분산   

이산화 티탄의 용액에서의 분산과정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전통 방법의 광촉매 제조 방법은 강산 

또는 강 알칼리를 사용해서 액상으로 만들었는데 그러한 광촉매는 높은 휘발성 유기 화합물을 

포함하거나 강산성으로 나타난다. 또 다른 문제점은 이산화티탄의 엉김 현상이나 장기 보관 시 

침전물이 생겨서 사용을 할 수 없게 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렉스의 광촉매는 수용액 상태에서 나노 크기로 분산이 되어있고 장기 보관에도 침전이 생기거나 

엉김 현상이 없다.  자체의 기술력으로 만들어낸 화학 구조식을 가지고 있고 이렉스의 광촉매는 

중성이면서 휘발성 유기 화합물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산화티탄의 입자들은 완벽히 분산이 

되어있어 오랜 동안 보관해도 침전이 생기거나 서로 엉김 현상이 없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제품들과 비교해 보면 

이렉스 광촉매 비교 항목 국내 유통되는 제품들 

엷은 노란색, 하얀색 형태 노란색, 그린색, 하얀색 

중성 수소이온농도 산성 

장기간 보관 보관 및 안전성 
침전 또는 엉김 현상       

(입자크기가 커짐) 

순수 (Pure Water) 첨가된 물질 산 그리고 유기용매 

10 nm  (높은 표면적) 입자 크기 20-80 nm 

상온 코팅막 형성 온도  500C 이상 

우수 코팅층 밀도 낮음 

모든 표면 적용분야 
산성을 견디거나 방염 처리가 된 

표면에만 사용가능 

 

<생활속에 광촉매 처리를 해서 나타나는 유익한 점 과 사용해야 하는 이유>   

건물 내부의 청결한 환경을 유지 하기위해서 필요하다.  



정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환경 친화적이면서 무해하고 건강한 생활 환경을 

표현하는 그린 빌딩 개념을 볼 때 그린 빌딩은 다음과 같은 유익한 점이 있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추진하는 것이다.  

친 환경적으로 유익 한 점:  

• 생태계와 그 다양한 생명력을 보호하고 보존하

는데 유익하다.  

• 공기와 수질의 품질 항상  

• 고체형태의 폐기물 감소  

• 천연자원의 보존  

경제적으로 유익한 점:  

• 가동 및 유지보수의 비용 감소  

• 자산가치와 이익 증가  

• 종업원의 생산성과 만족도 향상  

• 장기간 사용으로 제품 및 건축물의 수명을 최적

화 시킬 수 있다.  

건강과 지역 사회에 유익한 점 :  

• 공기, 가열 그리고 천연 환경을 유지해서 삶의 질을 향상 시킨다.  

• 거주민들의 안락함과 건강 증진 효과  

• 지역 건축물 의 오염 물질 최소화  

• 전체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 한다.  

광촉매 기술은 제품을 생산하는 업자들이 발생시킬 수 있는 화학물질 오염으로부터 해방시키고 

개선하는 것을 통하여 요사이 주창 되고 있는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그린 사회 켐페인’ 을 생각하게 

만든다. 

현재 우리나라는 그 규모가 공표되지 않고 있지만 미국의 예를 보면 지난 2002 년의 화학관련 제조 

산업은 연간 9 억톤의 유해하지 않은 폐기물과 1 억 5 천만 톤의 유해성 폐기물을 발생 시킨다. 

독성과 관련된 화학약품도 유해 화합물 폐기물에 포함이 된다. 개략적으로 처리되는 양이 EPA’s 

Toxic Release Inventory 가 보고하는 것을 보면 상기와 같은 수치가 나타난다.  

광촉매 산화 작용은 현재로서는 이러한 화학 오염 물질들을 좀더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새로운 

세대의 연구 개발이 진행중이다.  유기 화합물을 선택적으로 산화 시키는 개념으로 개발이 진행 되고 



있는데 이러한 개념은 액체와 기체 상태의 유기 화합물들의 광촉매 산화 작용을 이용해서 선택적으로 

좀더 강력하게 반응 시키는 개념입니다.  이러한 유기 합성화합물에 대한 선택적 산화 반응을 

일으키는 광촉매 기술의 사용은 산업계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관련된 연구 결과들이 

알려지면서 산업분야에 적용이 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의 성공은 그 동안 버려지는 에너지 자원인 

햇빛과 산소분자의 재활용이라는 관점에서 가히 혁명적인 사고라 할 수 있고 광촉매 기술의 발전으로 

향후 사회에 기여할 것이 점점 더 많아 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광촉매의 사용으로 그린 빌딩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AnyClean(애니크린) 광촉매의 처리로 그린 빌딩의 개념이 이루어 질 수 있는데 그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간이 만들어 내는 오염물질 들을 없애는 것으로 환경을 보호한다.  

• 빌딩유지 보수 비용을 줄여준다.  

• 적당한 빛 에너지의 이용으로 천연자원과 에너지를 보존할 수 있다.  

• 공기와 단열 그리고 소음으로부터 오염을 방지하고 업무 종사자들의 생산성과 만족도를 향상 

시켜 거주자들의 안락함과 건강을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  

• 건축의 수명과 경제성을 연장시킨다.  

• 인간의 내적 평화를 이루어주고 삶의 질을 높여 준다. 

사용 방법 

AnyClean 이 나타남으로서, 혁명적인 빛에 의한 정화 메커니즘으로 실내 공기를 정화할 수 있게 

된다.    

 AnyClean 의 특별한 표면 처리는 친 환경적인 

광촉매 기술을 이용 해서 사용 한다. 매우 얇은 

광촉매(이산화티탄)의 코팅 층이 표면에 코팅 되고 

이러한 표면 처리는 상온에서 건조되므로 1 –2 

시간 이내에 표면을 만져도 무방하고, 그 코팅 층은 

0.2 ~ 0.5 micron 의 두께를 가진다. 이러한 코팅 

층은 다양한 표면에 화학적인 결합을 해서 

만들어진다. AnyClean 처리 후에 광촉매 코팅 층은 

수증기를 이용해서 빛(자외선, 형광등)으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하여  강력한 산화제, Hydroxyl 

radical 을 만들어 낸다.  각종 표면에 코팅해서 

사용을 할 때는 3 차원 공간의 공기 정화 시스템이 

창조 되는 것이다. 공기 중에 어떠한 독성 물질이든지 광촉매로 코팅 된 표면에 접촉을 하게 되면 



곧바로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광촉매 시스템은 어떠한 특별한 에너지원을 필요로 

하지 않고 현재 상태에서 단지 빛으로 만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확실하고 유용한 코팅 층은 

빛을 받으면서 활성화되고 정화 효과가 나타난다.  

이러한 친 환경 에너지와 Hydroxyl Radical 의 강력한 산화력 그리고 활성 산소를 이용하는 광촉매 

를 사용하는 AnyClean 의 사용은 깨끗하고 안전한 실내 환경을 만들어 주고 당신의 가족과 그리고 

종업원들에게 친 환경적인 조건을 줍니다. 광촉매의 촉매적인 성질 을 기본으로 사용하므로 

AnyClean 의 사용은 소모되지 않고 영구적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AnyClean 으로 처리된 

곳에서는 광촉매 작용이 시작되고 공기오염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식물의 광합성 작용은 이산화 

탄소와 물을 사용하여 전분과 다른 영양분을 만들어 내지만 AnyClean 으로 처리하면 원래의 천연의 

분자 구조인 이산화 탄소와 수분으로 어떠한 유기 화합 물질도 변화 시킨다. AnyClean 을 사용하면 

자연에서 자라나는 나무들이 공기 및 토양을 정화하는 것과 같이 매우 환경 친화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AnyClean 사용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인하여 실내 공기를 정화 시킬 수 있다 : 

• 제한적인 공간에서 독성 물질 그리고 휘발성 유기 화합물을 감소 시킨다.  

• 애완동물, 세정제, 건축자재 그리고 화장실에서 나는 냄새를 제거해준다. 

• 공기중의 곰팡이 포자를 제거하고 곰팡이의 성장에 필요한 유기 물질들을 제거 함으로서 표

면에 곰팡이류의 성장을 방지한다. 

• 바이러스나 미생물의 번식도 방지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포름알데하이드(Formaldehyde) 는 집안에서 가구나 벽지 그리고 페인트에서 일상적으로 

발견되는 유기휘발 물질이고 포름알데하이드는 지속적으로 발생해서 인체에 치명적인 수많은 건강 

문제를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다.  식물의 광합성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Anyclean 을 사용한 지능형 

표면은 어떠한 빛으로도 활성화되어 포름알데하이드를 제거하는 역할을 다한다. 

AnyClean 의 특별한 표면처리 효과를 보면 : 

• 유형 자산의 수명을 연장한다.  



• 최적의 공기 품질을 위한 3차원 공기 정화  

• 다양한 형태의 오염물질을 분해 시키는 지능형 표면처리  

• 실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제거해서 실내 공기의 질을 향상시키고 새집 증후군 그리고  

Sick Building Syndrome 같은 증후근을 예방하고 생산성을 높인다. 

• 건축물의 유지 보수비 절감 

• 곰팡이의 성장과 성장에 필요한 물질을 제거한다. 

• 유기휘발 물질과 냄새를 제거한다. 

 AnyClean 의 적용 가능한 분야  

   

• 상업용 건축물  

• 공공 장소 와 휴게실  

• 병원과 크리닉 센터  

• 카지노  

• 음식점 실내 및 주방 

• 숙박업소 (Hotel and motel)  

• 유기화합물이 발생하는 공장  

• 학교  

• 사교클럽 

• 아파트 와 주거지   

• 선박 과 여객선  

• 버스, 기차 택시 등 대중 교통 

• 옥외 광고물 및 방음벽  



기존의 공기 정화 방식보다 AnyClean 이 우수한 점을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생물학적 화학적 오염을 다양하게 처리해 준다. 어떤 한 오염원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코팅 된 

표면에 접촉하면 어느 것이라도 처리해주는 특성이 있다. 

1. 에너지 소모가 없다. 기존에 존재하는 빛을 에너지로 이용하기 때문에 AnyClean 은 그 자체의 

촉매 성질로서 수분과 산소를 이용하여 유해한 독성 물질을 제거하는 데 사용되어진다.  

2. 유지보수 비용이 없다. 오염물질을 제거하기위해서 필터나 어떠한 장치를 사용하지 않는다. 

3. 수명이 길다.  AnyClean 의 광촉매 작용은 지속적인 화학적인 변환 반응을 하는 동안 소모되지 

않는다. 이것은 공기 중의 산소와 수분을 이용하여 반응하는 것에 의해서 그 효과를 발생하는 

것이므로 자원 또한 풍부하다. 

4.  이차오염이 없다. AnyClean 에 사용되는 물질은 유기 휘발 물질을 포함하지 않는 중성의 

순수한 수용액이므로 이차오염이 

있을 수 없다.  

유수 기관에서 발표하는 현재 실내 공기 상

태를 보면  

• 실내 공기는 외부공기보

다 100배 이상 오염이 되어 있다.  

(American College of Allergists)  

• 질병의 50%정도는 실내 

공기오염에서 기인한다.  

(미국 환경부)   

• 실내 공기 오염은 환경 

보건 측면에서 가장 큰 최대의 관

심사이다. (국내 신문 잡지에 기고

된 내용)  

• 실내 공기 오염은 넓게 퍼져 있다. 외부 공기의 오염에서 얻는 질병보다 실내공기

의 오염에서 병을 얻는 경우가 많아 지고 있다. 

• 한국인들은 약 90% 이상의 시간을 실내에서 보내고 있다. 요사이 아이들은 열명 

중 한명은 실내 공기의 오염으로부터 질병을 얻고 있다 (Yale School of Medicine)  

• 실내 공기 오염으로 기인한 생산성 저하 비용이 한 해에 약 $60 billion 정도 소모

된다.   

사람들은 실내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질병을 얻을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을 때는 실내 공기

를 의심해봐야 한다. 

• 안구 건조와 충혈 되는 것으로부터 오는 눈 자극  

• 만성 호흡기 질환 과 천식 



• 목(기도)의 건조와 자극  

• 두통, 무기력증, 쉽게 피로해짐 그리고 집중력 감퇴  

• 피부 건조에 의한 자극이나 피무 발진  

이런 증상을 느끼면 ‘새집 증후근’ 이나 Sick Building Syndrom!에 걸렸다고 확신 할 수 있다.  

   

Sick Building Syndrome 은 빌딩과 같은 건축물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사람들의 건강과 안락함의 

경험을 기본으로 평가하는 증후근 이지만 이는 특별한 병이라고 할 수 는 없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병을 일으키는 요소가 되므로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종종 일반 상식으로는 

빌딩내부의 환기시설의 미흡함으로 실내 공기의 오염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새로 건축된 

빌딩에서는 건축물 자체보다는 내부 시설에서 나오는 화학물질(접착제, 카페트, 페인트, 가구 등에서 

나오는 화학물질)이 위험 요소이다.  이러한 경우의 해결 방안은 이러한 물질을 제거하는 것이다. 

  

실내에서 화학물질에서 나오는 전형적인 오염 물질을 다음에 열거 했다.  

  

포름 알데하이드(Formaldehyde )– 건축자재, 담배연기, 가구 제품, 벽지 및 바닥재, 접착제, 난로 

또는 스토브 등등 

  

일산화 탄소 (Carbon Monoxide) – 가스히터, 방향제, 가스 렌지, 가스 스토브, 스토브, 난로, 

가솔린을 사용하는 장치, 자동차 매연, 담배 연기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 (Volatile Organic Compound) – 페인트, 페인트 박리제, 용제, 나무 방부제, 

세정제, 살충제, 공기 청향제, 연료, 자동차, 세탁물 드라이 크리닝 등 

  

질소 산화물(Nitrogen Dioxide) – 히터, 가스 스토브, 가스 렌지, 담배 연기등 

때로는 이러한 물질들이 미생물을 성장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박테리아, 곰팡이, 바이러스등과 

같은 생물학적인 오염이 되는 원인이다. 이러한 오염은 환기구나 닥트, 가습기, 드레인 팬, 타일의 

사이, 카페트 그리고 절연물질등에 고여있는 수분에서 발생을 한다. 생물학적인 오염에서 나타나는 

증상은 기침, 가슴이 답답함, 발열, 근육통 그리고 입술의 버짐, 피부가려움, 호흡장애 등과 같은 

알레르기로 나타난다.  



곰팡이는 대개 포자가 번식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곰팡이는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오염 요소이다. 곰팡이는 알레르기를 일으키고 자극을 주고 어떤 경우에서는 

독성물질을 만들어내는 잠재요소 이다.  

곰팡이가 있는 곳에서 호흡하고 접촉하면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알레르기 

반응은 열을 나게 하고, 재채기, 콧물이 

흐르고, 충혈, 피부 가려움 및 반점 등이 

나타난다. 알레르기 반응은 즉각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천천히 나타날 수 있다. 

곰팡이들은 천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천식이 있는 사람들은 곰팡이가 있는 곳은 

피해야 한다.  더욱이 곰팡이가 퍼져 있는 

곳에서는 사람의 눈,코,입,목 그리고 폐 등에 

곰팡이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에게도 자극을 줄 수 있다.   

 

해결 방안 

대개 사람이 생활하는 곳이라면 어느 곳에서나 안전, 청결,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관리의 전형적인 관리 목표 :  

• 안전하게, 청결하게 그리고 건강에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  

•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상기의 목표를 달성하고 그 상태를 유지 하는 것  

• 사고요소를 제거하여 청결하고 안전한 그리고 인체에 무해한 환경을 계속 유지 해 나가는 것 

건축물을 관리하는데  전형적인 관리 항목:  

• 자산수명  

• 유지 보수 횟수의 감소  

• Cleaning 비용과 효과  

• 인건비  

• 물질 안전성  

• 냄새  

• 곰팡이 박테리아 방지 



건물외벽의 자체 세정을 위한 AnyClean 의 사용   

AnyClean 의 광촉매 코팅은 유기물의 부착과 먼지들의 부착이 안되도록 다양한 표면에 사용이 

가능하다. 어떠한 비용과 유지보수 작업을 하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세정이 되는 기술이다. 

AnyClean 을 코팅한 후에 형성된 이산화티탄의 코팅 층이 외벽에 접착이 되어 있으면서 광촉매 

작용을 해서 약 5H의 경도를 나타낸다. 그리고 광촉매의 코팅면은 내 화학성을 갖는다. 처리된 

표면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1. 대전 방지성. 먼지들이 표면에 부착되어 있을 수 가 없다.  

2. 탄화수소와 유기 화합물들을 분해 시키는 강력한 산화작용을 한다.  

3. 초 친수성 표면. 어떠한 먼지나 오염물질 들이 쉽게 비에 의해서 씻겨 내려간다.  

AnyClean 을 사용하면 이로운 점: 

• 아주 낮은 유지비  

• 미적가치를 유지 보전한다.  

• 미생물, 곰팡이 등과 같은 것과 유기화합물에 의한 변화 방지  

• 건축물 수명을 길게 연장 시킨다.  

  AnyClean 을 사용 할 수 있는 물질 표면: 

• 세라믹 타일 (Ceramic Tile)  

• 유리 (Glass)  



• 벽돌 (Brick)  

• 콘크리트 (Concrete)  

• 석조물  

• 금속표면  

• 치장 벽토  

• 도장면 (Painted surface)  

• 각종 열 가소성 프라스틱 

• 열경화성 프라스틱  

• 천막이나 햇빛 가리개 

• 실외에서 사용하는 각종 물질 

• 가구 와 같은 목재  

곰팡이 분해 예 

 

습기가 많은 곳의 건물 외관에 오염되어 있는 건물 외벽의 미관이 나빠진 곳의 예를 들어 보

자. AnyClean 광촉매의 강력한 산화 작용으로 곰팡이를 분해 시키고 외관을 원래 모습으로

회복 시킨다.  

 

실험 장소 및 위치  

 

실험 결과 



 

자외선 보호의 예 

 
광촉매를 사용하면 자외선에 의한 색상의 변화를 막아주고 자외선을 흡수하는 효과

가 있다. 자외선에 노출된 표면이 더 이상 변색 하지 않도록 막아준다.  
 

광촉매 코팅한 면과 코팅 안한 면의 초기 모습 :   

 

자외선 조사후의 모습: (자외선에 150시간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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