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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분말도와 광촉매 시멘트 페이스트의 

NOx 제거 성능간 관계 연구

최재원* · 유병노 · 차완호

 <아세아시멘트>

1. 서 론

최근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대기오염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감소시키기 위해 도시나 거리 등 오염의 발생원에 가까

이 위치한 건축물, 인공 구조물을 활용하는 아이디어가

제안되어 콘크리트에 공기 정화 성능을 부여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콘크리트 분야에서는 콘

크리트에 광촉매를 혼입해 공기정화 성능을 부여하는 방

식이 제안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주로 anatase 결정

구조를 가진 TiO2가 광촉매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콘크

리트에 광촉매를 혼입하는 기술은 크게 나누어 시멘트

일부를 광촉매로 치환하는 방식, 표면 침투제를 이용해

광촉매를 콘크리트 표면에 침투시키는 방식, 그리고 콘

크리트 표면에 광촉매를 코팅하는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콘크리트 구조물 표면에 광촉매가 함유된

시멘트 페이스트 혹은 모르타르를 코팅하는 방법의 효율

을 증대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시멘트 분말도 변화가 광

촉매가 함유된 시멘트 페이스트의 NOx 제거 성능에 미

치는 영향과 차이를 나타내는 원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2. 이론적 배경

Anatase 결정 구조를 가진 TiO2는(이하 TiO2) 388 nm

이하의 파장(wavelength)을 가진 빛을 받으면 활성화되는

반도체성 물질로, 388 nm는 자외선(UV)에 해당하므로

TiO2의 광촉매 반응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UV에 가

까운 파장의 빛을 조사하면서 TiO2 입자에 NO, NOx와

같은 오염물질이 직접 접촉해야 한다.
1,2)

Anatase 타입의 TiO2에 적절한 파장을 가진 빛(hν)을

가하면서 TiO2 입자 표면에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

(SOx), 휘발성유기화합물(VOCs)과 같은 오염물질을 흡

착시키면 아래와 같은 화학반응을 통해 오염물질을 상대

적으로 안전한 화합물로 전이시킨다.
3-5)

NO + TiO2 + hν + H2O 

→ NO + 2OH
-
  → NO2 + H2O (1)

NO2 + TiO2 + hν + H2O 

→ (HNO3 ↔ H
+
 + NO3

-
) + H2O (2)

TiO2의 광촉매 작용은 특히 환경공학 분야를 중심으로,

반응의 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해 TiO2의 크기, 형태 같은

입자 특성을 개선하거나, 다른 물질과 도핑하여 사용하

는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TiO2의 최적 광촉매

작용을 위한 표면적을 연구한 사례,
6)
 온습도 및 날씨, 빛

의 파장 등이 TiO2의 광촉매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연

구한 사례
7,8)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TiO2가 함유된 시멘트 모르타르를 콘크리트 구조

물에 효과적으로 코팅하는 방법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에서는 30MPa급 모체 콘크리트에 TiO2를 함유한 콘크

리트를 포장해 NOx 저감 성능을 부여할 수 있음을 확

인하였고,
9)
 콘크리트 블록에 TiO2를 포장하거나,

10)
 TiO2

를 침투시켜 고정하는 방법
11,12)

 등이 연구되었다. 또한

OPC와 백시멘트를 사용한 경우를 비교하여 결합재 조건

또한 TiO2의 공기 정화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 연구사례도 있다.
13)

다양한 선행연구를 통해 콘크리트 전체에 TiO2가 함유

되지 않더라도 콘크리트 표면에 시멘트를 함유한 TiO2

를 코팅함으로써 콘크리트에 공기 정화 성능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으나, 시멘트의 물성이 TiO2의

공기 정화 성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검토된 사례는 찾

아보기 어렵다. 특히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TiO2가 오

염물질을 변환하기 위해서는 TiO2 입자 표면에 오염물

질이 흡착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즉, 대기에 노출된

TiO2 입자 표면적이 증가할수록 공기 정화 성능이 뛰어

날 것임을 시사하므로, 시멘트의 물성을 최적화해 TiO2

의 광촉매 반응 효율을 증대시키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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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방법

3.1 실험계획

본 연구는 시멘트 분말도 차이가 광촉매를 함유한 시

멘트 페이스트의 NOx 제거 성능에 미치는 영향 및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Table 1에 실험을 위한 시

멘트 페이스트의 배합 및 분말도 수준을 정리하였다.

3.2 실험재료

실험재료로 시멘트는 국내 A 시멘트사의 1종 보통 포

틀랜드시멘트(OPC)를 사용하였으며, 광촉매로서 TiO2는

B사의 분말계 광촉매 제품을 사용하였다. OPC는 분쇄

수준을 조정하여 분말도(Blaine Fineness)를 2,400, 2,800,

3,200, 3,600 cm
2
/g의 4개 수준으로 제조하였다. 또한 페

이스트의 원활한 시공을 위해 모든 실험편에 U사의 셀

룰로스계 증점제(VMA, Viscosity Modifying Agent)를 첨

가하였다. Table 2에 XRF를 이용해 분석한 OPC와 TiO2

의 화학조성과 분말도를 정리하였다. Table 3은 XRD

Rietveld법을 이용해 분석한 광물조성을 나타낸다.

3.3 시험체 제작

분말도가 다른 각 시멘트에 TiO2 5%, 증점제 0.52%를

첨가해 사전 혼합 준비한 시료 500g을 모르타르 실험용

혼합기에서 5분간 물과 혼합하였다.

공기 정화 성능 실험을 위해 KS L ISO 22197-1 파인

세라믹스-반도성 광촉매 재료의 공기 정화 성능 측정 방

법 중 평판형 시험체의 기준을 준용하여 50×100 mm 크

기로 재단한 아크릴판에 흙손을 이용해 혼합된 페이스트

를 2~3 mm 두께로 도포하였다. 시공방법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숙련된 미장 작업자 1인이 시편 제작

을 전담하였으며, 재료의 시공성에 대하여는 미장 작업

자의 과능평가(Blind test)에 의거하여 바름성, 마감성을

평가하였으나 배합별 큰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도포 완료 1시간 경과후 버니어 캘리퍼스를 이용하여 도

포된 페이스트 면의 두께를 5지점 측정하여 최소값 2 mm,

최대값 3 mm 이내로 균일하게 도포되었음을 확인하여

시공에 의한 오차를 최대한 제어하였다.

페이스트 도포가 완료된 시험체는 7일간 양생하였다.

Fig. 1은 제작된 시험체 사진의 예를 나타낸 것이다.

Table 2. 각 시료의 Blaine 및 화학성분 측정결과

Blaine

(cm2/g)

Chemical compositon (%)

LOI SiO2 Al2O3 Fe2O3 CaO SO3 TiO2

OPC

2400 2.0 21.5 5.4 3.3 61.8 2.5 -

2800 2.1 21.6 5.3 3.3 61.9 2.5 -

3200 1.9 21.4 5.3 3.2 62.1 2.5 -

3600 2.0 21.6 5.5 3.3 61.8 2.4 -

TiO2 - - - - - - - 99.4

Table 3. OPC와 TiO2의 광물조성

Blaine

(cm
2
/g)

Alite

(C3S)

Belite

(C2S)

Aluminate

(C3A)

Ferrite

(C4AF)

Gypsum

(C$H2)

Anatase

(TiO2)

OPC

2400 61.3 15.0 1.8 11.5 3.7 -

2800 61.0 15.1 2.0 11.0 3.8 -

3200 61.4 15.0 1.7 11.2 3.6 -

3600 61.3 15.0 1.8 11.5 3.7 -

TiO2 - - - - - 100

※ C=CaO, S=SiO2, A=Al2O3, F=Fe2O3, $=SO3, H=H2O

Table 1. 시멘트 페이스트의 배합

W/DM
Paste design (%)

OPC TiO2 VMA

35 94.48 5 0.52

※ OPC 분말도 : 2400, 2800, 3200, 3600 cm
2
/g (measured by

Blaine fineness test)

※ W/DM = Water/Dry Materials

※ VMA = 증점제(Viscosity Modifying Agent) Fig. 1. NOx 제거 시험(KS L ISO 22197-1)용 시편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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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실험방법

(1) NOx 제거 성능 실험

본 연구에서는 시멘트를 포함한 세라믹 재료의 NO 제

거성능을 실험하는 방법으로 ISO 22197-1(Test method

for air-purification performance of semiconducting

photocatalytic materials — Part 1: Removal of nitric

oxide)을 준용하였다(Fig. 2). 또한, ISO 22197-1에서는

NO 및 NO2 배출가스 농도가 안정화될 때까지 6시간 동

안 실험을 지속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사전에 제작된 시

편을 이용한 예비실험 결과 2시간 측정에도 충분히 NO

및 NO2 배출가스 농도가 안정화됨을 확인하였기(Fig. 3)

에 본 실험에서는 실험시간을 2시간으로 단축하여 실험

하였다.

(2) 시멘트 입도(Particle Size Distributuon, PSD) 분석

결합재로 사용된 시멘트와 NOx 제거 성능 간 상관관

계 분석을 위해 레이저 회절 방식 입도 측정기를 이용

해 시멘트의 입도를 측정하였다.

(3) 표면 이미지 및 거칠기(Roughness) 분석

페이스트 표면에 노출된 TiO2 입자의 표면적을 판단하

기 위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디지털 광학현미경(Olympus

DSX-510, Fig.4)을 이용해 표면의 형상 및 거칠기를 측

정하였다. 이를 위해 실험편을 150~200배율에서 관찰하

고, 실험편을 1 μm 간격으로 80 μm 높이를 촬영, 각 이

미지를 합쳐 실험편의 표면을 3D 이미지화하였다. 3D

이미지에는 각 표면의 높이 정보가 저장되어 있어 높이

정보의 변화를 이용해 표면 거칠기를 측정하였다.

(4) 명도(Lightness) 분석

페이스트 표면에 노출된 TiO2 입자의 표면적을 판단하

기 위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색도 측정기를 이용해 실험

편 표면의 명도를 측정하였다.

4. 실험결과 및 분석

Table 4는 각 시료의 NO 및 NOx 제거 성능 시험, 입

도 분석 결과, 표면 거칠기 및 색도 분석의 주요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4.1 NOx 제거 성능 실험

ISO 22197-1 NOx 제거 성능 실험에서 NO 및 NOx

Fig. 2. ISO 22197-1 광촉매에 의한 NO 제거 성능 시험
14)

Fig. 3. NOx 제거 예비 시험 결과

Fig. 4. 디지털 광학현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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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율은 아래 식에 의해 결정된다. 주입된 NO(NOini) 중

일부는 (식 1)에 따라 NO2로 분해, 이때 생성된 NO2 중

일부는 (식 2)에 따라 HNO3와 같은 보다 안정한 화합물

로 전이된다. 이런 메커니즘을 감안해 ISO 22197-1 실험

방법에서는 실험기에서 배출되는 NO(NOfin)만을 고려한

NO 제거율(식 3)과 NO 제거과정에서 생성된 NOx

(NOxformed)를 고려하는 NOx 제거율(식 4)을 모두 측정

한다.

(3)

(4)

Fig. 5는 OPC의 분말도에 따른 NO 및 NOx 제거율

측정 결과를 정리하고,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실험

수준(OPC 분말도 2,400~3,600 cm
2
/g)내에서는 OPC의 분

말도와 NO 및 NOx 제거율 간 매우 뚜렷한 음의 상관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OPC 분말도

와 NO 및 NOx 제거율 간 선형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

과, OPC 분말도와 NO 제거율 간 상관계수(R)는 -0.990,

OPC 분말도와 NOx 제거율 간의 상관계수는 -0.991로 매

우 높게 나타나 OPC 분말도가 NO 및 NOx 제거율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NO

제거율과 NOx 제거율 간에도 밀접한 상관관계(R=0.992)

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2 시멘트 입도 분석

시멘트 분말도가 NOx 제거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

을 파악하기 위해 실험에 사용된 시멘트의 입도 분포를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시멘트의 입자 크기는 분말도에

반비례하기는 하지만, 분말도가 NOx 제거율에 영향을

미친 원인 파악을 위해 시멘트의 입도를 분석하였다. 

Fig. 6은 분말도별 입도 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분

말도가 증가할수록 크기가 작은 입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크기가 큰 입자의 비율은 감소하였다. 특히 분말도가 가

장 낮은 2400 시료는 다른 시료와 달리 60 μm 이상으로

크기가 큰 입자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4에 입도 분석에 따른 평균 입자 크기

(D(4,3)) 및 입도의 특성값으로 하위 10%에 해당하는 입

자 크기(d(0.1))와 상위 10%에 해당하는 입자 크기(d(0.9))

를 정리하였다.

Fig. 7은 분석된 D(4,3), d(0.1), d(0.9)와 NOx 제거율

간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D(4,3)과 d(0.9)는 NOx 제

거율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상관계수도 상당히 높

게 나타났다. 반면에 d(0.1)은 다른 입도 특성값과 마찬

가지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기는 하지만 상관계수는 상

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분석 결과로 미루어 시멘트의

입도 역시 NOx 제거율에 영향을 미치며, 그중에서도

d(0.1)에 해당하는 3 μm 이하의 소형 입자의 영향은 작

NOini NOfin–( )

NOini

------------------------------------- 100 %( )×

NOini NOfin NOxformed+( )–( )

NOini

----------------------------------------------------------------------- 100 %( )×

Table 4. NO/NOx 제거 시험 및 입도분석, 표면 거칠기, 명도 분석 결과

Blaine

(cm
2
/g)

NO/NOx 제거율 (%) 입도분석 특성치 (µm) 표면거칠기 명도

NO NOx D(4,3) d(0.1) d(0.9) Rz (µm) L*

OPC

2400 12.3 7.5 34.96 3.15 87.77 37.17 64.71

2800 10.3 5.7 29.01 3.33 65.97 30.03 62.94

3200 7.6 4.4 28.29 3.04 63.69 28.68 61.01

3600 6.4 3.4 24.18 2.97 61.28 26.55 59.56

※ D(4,3) : 부피 가중 표준 입경(Volume weighted mean diameter)

d(0.1) : 하위 10%에 해당하는 입자의 크기

d(0.9) : 하위 90%에 해당하는 입자의 크기

Rz : 평균 거칠기 깊이(Mean Roughness Depth)

Fig. 5. OPC 분말도와 NO/NOx 제거율간 상관관계

Fig. 6. OPC의 분말도별 입도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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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평균 입자 크기(D(4,3), 24~35 μm)과 60 μm 이상에

해당하는 대형 입자가 NOx 제거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

다고 판단된다.

4.3 표면 이미지 및 거칠기 분석

시멘트 입자크기가 NOx 제거 성능에 영향을 미친 원

인 파악을 위해 디지털 광학현미경으로 실험편 표면을

3D 촬영, 이미지화하였다. Fig. 8에서 왼쪽 사진은 2400

실험편과 3600 실험편 표면을 촬영해 3D 이미지화한 것

이며, 오른쪽 사진은 이를 등고선도로 나타낸 것이다. 3D

이미지에서 2400 실험편은 3600 실험편에 비해 높이 차

이가 상당해 균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높이 차이를 등고선도로 나타내면 더욱 확연하

게 균일성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균일성의 차이를 정량 측정하기 위해 3D 이미

지에 포함된 위치 정보를 이용해 실험편 표면의 거칠기

를 측정하였다. 표면 거칠기를 측정할 수 있는 여러 지

표 중에 ISO 4287:1997을 준용하여 평균 거칠기(Rz)를

구하였다. Rz는 Fig. 9와 같이 표면의 평균 높이를 기준

으로 높은 위치의 높이(Rp), 낮은 위치의 높이(Rv)의 절

대값의 평균으로 Rz값이 클수록 높낮이 차가 심하고 표

면이 거칠다(=균일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Fig. 10은 Rz와 NOx 저감율간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

으로 실험편의 Rz가 증가할수록 NOx 저감율이 증가하

는 뚜렷한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

한 Fig. 11은 시멘트 입도(D(4,3), d(0.1), d(0.9))와 Rz간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d(0.1)와 Rz간에는 상관관계

가 명확하지 않았지만, D(4,3)과 d(0.9)와는 매우 강한 상

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시멘트 분말도 변화가

NOx 제거 성능에 영향을 미친 것은 시멘트 분말도가 낮

을수록 대형 입자의 크기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페이스

트 표면의 거칠기가 증가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

Fig. 7. 입도분석 특성치와 Nox 제거율간 상관관계

Fig. 8. 디지털 현미경으로 측정한 시편 표면의 3D 이미지(좌)와 등고선도(우)

Fig. 9. 평균 거칠기(Rz)의 개념도

Fig. 10. 거칠기(Rz)와 NOx 제거율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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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판단할 수 있다. 즉, 표면의 비표면적은 표면의 거칠

기에 비례하며, 이에 따라 표면을 구성하는 물질에 함유

된 특정 입자가 표면에 노출될 수 있는 확률도 변화한

다. 한편 (식 1), (식 2)에서 언급한 것처럼 TiO2 입자가

NO 혹은 NOx를 제거하는 광촉매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

서는 TiO2 입자가 빛(hν)과 NO, NOx와 같은 오염물질과

직접 접촉해야 하므로, 빛과 오염물질과 접촉할 수 있도

록 대기 중에 노출된 TiO2 입자의 양, 비표면적이 증가

할수록 NO 및 NOx 저감 효율은 향상된다.

정리하면, 분말도가 낮은 시멘트를 사용한 시멘트 페

이스트로 실험편 표면을 도포하면 시멘트에 함유된 굵은

입자들로 인해 분말도가 높은 시멘트를 사용한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거친 표면이 만들어지고, 이에 따라 표

면의 비표면적도 함께 증가한다. 그러므로 분말도가 낮

은 시멘트를 사용한 경우 시멘트 페이스트에 함유되어

있던 TiO2 입자가 표면에 노출될 확률도 증가하며, 이런

이유로 분말도가 낮은 시멘트를 이용한 경우의 NO 및

NOx 저감 효율은 분말도가 높은 시멘트를 이용한 경우

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판단할 수 있다.

4.4 색도 분석

4.3절에서 사용한 표면 거칠기 시험방법은 표면의 비

표면적, 혹은 TiO2 입자의 노출면적을 직접적으로 측정

할 수 있는 방법의 부재를 극복하고자, 거칠기를 측정하

여 간접적으로 표면의 비표면적을 추정한 한계를 가진다.

그러므로 TiO2 입자의 노출면적을 추정하기 위한 또 다

른 방법으로 색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TiO2는 광촉매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다양한 산업에서

효과가 뛰어난 백색 안료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시멘트 페이스트에 동일한 양의 TiO2를 혼합하였다고 하

더라도, 외부로 노출된 TiO2의 양이 많을수록 표면의 백

색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가정에 따라 시멘트 분말도 변화가 TiO2를 함

유한 시멘트 페이스트의 색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자, 실험편의 색도를 측정하고, 측정된 색도를 CIE

1976 L*a*b* 표색계로 표시하였다. L*a*b* 표색계는 색

상을 명도 지수(lightness, L*), 색도 지수(a*, b*)값으로

표현하며 명도 지수 L*이 100에 가까울수록 백색(white)

에, 0에 가까울수록 흑색(black))에 가까움을 의미한다.

또한 a* 값은 양수(+)값으로 클수록 적색(red), 음수(-)값

으로 클수록 녹색(green)에 가까우며, b*값의 경우 양수

(+)값이 클수록 황색(yellow), 음수(-)값이 클수록 청색

(blue)에 가까움을 의미하는데, 분석 결과 a*, b* 값에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본 고에서는 명도 지수만 분

석에 참고하였다.

Fig. 12는 명도 지수와 NOx 제거율간 상관관계를 나

타낸 것으로 명도 지수가 증가할수록 NOx 제거율도 향

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R=0.995). 이는 앞에서 세운 가

설처럼 외부로 노출된 TiO2 입자의 양이 증가하였기 때

Fig. 11. 입도분석 특성치와 거칠기(Rz)간 상관관계

Fig. 12. 명도(L*)와 NOx 제거율간 상관관계

Fig. 13. 명도(L*)와 거칠기(Rz)간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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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판단된다. 또한 표면 거칠기(Rz)

와 명도 지수간에도 비교적 뚜렷한 선형 상관관계

(R=0.936)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Fig. 13).

일반적인 경우 시멘트 입자의 크기가 증가하면 페이스

트 표면을 매끄럽게 시공하기가 어려워지며, 결과적으로

시멘트의 분말도가 저하할수록 표면의 거칠기가 증가한

다. 또한 표면의 거칠기가 증가하면 표면에서 난반사되

는 빛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Fig. 14와 같이 표면의 명도

지수는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TiO2가 함유된 경우에는 시멘트의 분말도가 저

하할수록 표면의 명도 지수가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난반사에 의한 명도 지수 저하

효과보다 TiO2 입자 노출량 증가에 의한 명도 지수 향

상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시멘트 분말도가 저하함

에 따라 페이스트 표면의 명도 지수가 증가한 현상은 표

면에 노출된 TiO2 입자의 양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라는

가설을 충분히 뒷받침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콘크리트 표면에 TiO2를 시멘트 페이스

트를 이용해 고정하면서 TiO2 입자의 광촉매 반응효율

을 증가시키는 방법에 관한 일련의 실험을 진행하였다.

시멘트 분말도 변화가 TiO2를 함유한 시멘트 페이스트

의 표면적과 공기 정화 성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

석하였으며,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의 실험 수준에서 OPC의 분말도와 NO 및

NOx 제거율 간 매우 뚜렷한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즉, OPC의 분말도가 낮을수록 NO 및 NOx 제거율이 향

상되어 더 뛰어난 공기 정화 성능을 나타내었다.

(2) 시멘트 분말도가 낮을수록 평균 시멘트 입자 크기

(D(4,3)가 증가하고, 상위 10%에 속하는 입자 크기(d(0.9)

도 증가하였다. 시멘트의 입도는 NOx 제거율에 영향을

미치며, 3 μm 이하의 소형 시멘트 입자가 NOx 제거율에

미치는 영향은 작지만, 평균 입자 크기(24~35 μm) 및

60 μm 이상에 해당하는 대형 입자는 NOx 제거율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 페이스트 경화체 실험편의 표면이 거칠수록 NOx

제거율이 향상되었다. 평균 입자 크기 이상의 대형 입자

가 실험편(페이스트 경화체)의 표면 거칠기(Rz)에 미치

는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러한 현상은 시멘

트 중 굵은 입자로 인해 상대적으로 거친 표면이 만들

어지면서 시멘트 페이스트에 함유된 TiO2 입자가 표면

에 노출될 확률이 증가하면서 나타난다고 판단된다.

(4) 색도 분석 결과 시멘트 분말도가 낮을수록 실험편

의 명도 지수(L*)가 증가하였으며, 명도 지수와 NOx 제

거율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성립하였다. TiO2는 백색

안료로 활용되기도 하므로 시멘트 분말도가 표면에 노출

된 TiO2 입자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명도 지수가 증가

하고, 이와 함께 NOx 제거율도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을 종합하면, 시멘트 분말도가 낮을수록 시멘트 중

굵은 입자의 양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시멘트 페이스트

의 표면 거칠기가 증가하면서 페이스트에 함유된 TiO2

의 노출 면적도 증가하여, 이런 원리에 따라 시멘트의

분말도가 NOx 제거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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