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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ndoor air quality guideline of public transportation means was prepared recently. therefore we consider

a countermeasure for the indoor air quality improvement of public transportation means. In this work,

air-cleaner with roll filter system which developed alternative of indoor air quality guideline. The develpoed

roll filter system is two function. the first function harmoniously circulated to heating and cooling air

through HVAC system and secondary function removed PM(particluatie matters) which re-scatting to

passenger's movement and suppled from outdoor air. Filter media of roll filter system select optimum electret

mesh filter out of many filter media. Selected filter media was performanced tests of pressure drop,

collection efficiency and dust holding capacity. Finally developed roll filter system was performanced bench

test.

------------------------------------------------------------------------------------

서 론1.

최근 대중교통수단의 실내공기질 관리 가이드라인 환경부 이 마련됨에 따라 열차 및 버스 도시( , 2006) ,
철도차량 등의 실내에 대한 공기질 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 이에 대한 대안이 마.
련되어있지 않으며 기존에 일부 적용된 사례가 있었으나 냉난방 시스템과 별도로 장착되어 있는 제, ․
품으로 실내공기 조화 측면에서 부적합하며 이 장치는 전기집진 방식의 시스템으로 오존 및 등의, NOx
부산물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객차내 공기질 개선 측면 보다는 냉 난방기 보. ·
호 기능을 가지는 스텐레스 필터는 관리 소홀로 인한 세균 및 곰팡이의 서식지가 될 수 있는 문mesh
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짧은 교환주기로 인해 유지보수 비용 증가의 원인이 된다, .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대중교통수단의 공기질 관리법 마련에 따른 대응과 기존의 객차내 장착된 장

치들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국내 외 제품의 벤치마킹을 통해 국내실정에 적합한 롤필터 시스템을·
적용한 객차용 공기청정장치를 개발하였다.
객차용 공기청정장치는 객차내 승객의 쾌적성 향상 측면에서 시스템과 연계하여 냉 난방된 내부HVAC ·
공기를 실내에 원활하게 순환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실내공기질 개선 측면에서 실외에서 유입된,
미세먼지와 실내에서 재비산 된 미세먼지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객차용 공기청정장치에 적용할 최적의 필터 메디아 선정을 위해 다양한 소재의 메디아

를 검토하여 정전기가 된 를 선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정전필터는 낮은 압력강하에charging mesh filter .
집진효율이 일반필터에 비해 좋기 때문에 진공청소기 방진마스코 공기청정기 같은 곳에 널리 사용되고, ,
있다 안강호( ,1997).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특징을 가지는 정전 를 롤필터시스템에 장착하여 풍량 소음 통기저mesh filter , ,
항 등의 기본 성능을 평가하였다.
----------------------------

주 성창에어텍 기술연구소 비회원* ( ) , ,

E-mail :zen10000@naver.com

TEL : (031)650-5468 FAX : (031)650-5491

주 성창에어텍 기술연구소** ( )

1297



본 문2.

실험 재료2.1

본 연구에 개발한 롤필터가 적용된 객차용 공기청정장치는 그림 과 같다 롤 필터의 작동 시스템은1 .
냉난방 내부순환 기류가 벽면을 통해 천정에 장착된 롤 필터의 덕트로 이동하면 롤필터 내부의 유로를․
통해 오염된 공기가 토출구 측의 필터 메디아를 통해 미세먼지가 여과 된다.
지속적으로 여과가 진행되면서 필터에 먼지가 쌓이면 필터 메디아의 통기도가 약해지며 압력강하가 증,

가하게 된다 필터의 분진용량이 초과된 필터면은 롤형태로 감겨져 있는 필터를 모터에 의해 권취되면서.
새로운 필터면이 펼쳐지게 된다 이러한 동작의 반복으로 롤필터는 일정한 압력강하를 유지하며 지속적으.
로 실내먼지를 여과할 수 있다.
필터교환은 팬부와 필터부를 연결해주는 장치를 해제하면 필터부만 탈거하여 새로운 필터를locking

쉽게 교체할 수 있게 되어있다 또한 오염된 필터는 브러쉬 타입과 초음파 타입 등의 세정기를 통해 재생.
이 가능하며 재생 회수는 필터의 재질 및 세정기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으로 세척이 가능한 폴리, .
프로필렌 재질의 는 브러쉬 타입의 경우 약 회 정도 재사용이 가능하며 초음파 타입(P.P) mesh filter 3 4 ,～
의 경우는 브러쉬 타입과는 달리 필터표면을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기 때문에 약 회 정도로 재사용이10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롤필터 시스템은 표 과 같이 주요부품별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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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롤필터를적용한객차용공기청정장치1.

표 롤필터 시스템의 주요 부품별 기능1.

주요 부품 기능 및 특징

Timer & Micro switch 롤형태로 감긴 필터 메디아를 일정 간격으로 구동하기 위한 장치

Push button 필터교체시 메디아의 을 유지해주는 장치tension
Snatch lock 팬이 포함된 하우징과 필터 하우징을 연결해주는 locking device
Filter media 난연 및 정전기 된 필터charging nylon mesh
Fan controller 실내 오염 정도에 따라 풍량을 조절해 주는 장치

Fuse 화재방지용 안전장치 의 과부하 및 과전류시 안전차단(f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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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개발된 롤필터 시스템에 적용될 필터 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첫media .
번째로 필터 는 롤 형태로 감겨야 하며 수회 재생 시 외부충격에 필터 의 변형이 없어야 한media , media
다 두 번째로 철도차량 안전기준에 따라 산소지수가 이상인 재료를 사용하거나 한국산업규격 또는. 24% ,
국제적으로 인정된 시험방법에 의한 연소성 시험에 합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건설교통부 세( , 2005).
번째는 경제성을 교려해 필터 재생이 가능한 소재를 사용해야한다 이는 롤 필터의 최대 장점인 유지관리.
비용이 적다는 것이다 위와 같이 세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필터 를 선정하기 위하여 표 와. media 2
같이 세가지 를 선정하였고 미세입자에 대한 효율실험을 선행 평가하여 필터를 선정하고자 한다media , .
이는 의 특성상 미세분진에 대한 효율이 낮기 때문에 그중 성능이 제일 우수한 필터를 선정하mesh filter
기 위해서이다.

표 필터 선정을 위한 별 사양2. media media

재 질 SUS Electret nylon P.P.
사 양(mesh) 180 300 400 24 68 42
체눈크기(mm) 0.088 0.049 0.037 0.710 0.210 0.420
섬유직경(mm) 0.053 0.040 0.030 0.350 0.110 0.200
초기차압(mmAq) 1.100 3.100 3.700 0.150 0.400 0.340

실험 방법2.2

세 가지 필터 는 필터 선정기준을 미세분진의 집진효율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선정을 하고자 했media
다 필터 시험을 위해 사용한 는 등을 사용하였으며. media SUS mesh, P.P. mesh, Electret nylon mesh ,
분진시료는 를 사용하였고 실제 분진 사이즈는 그림 와 같다ISO 12103 A2 Fine dust , 2 .

TEST DUST_A2 FINE 입도분석 결과(Dp = 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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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집진효율 평가에 사용된 시험용 분진의 입도분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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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필터의 집진효율 및 초기 통기저항은 규격의 필터시험장비로 평가하였고 필터DIN 71460 PART-1 ,
시험 모식도는 그림 과 같다 필터시험기의 주요 구성요소는 입자계수를 측정하는3 . laser particle

분진을 공급해주는 분진공급장치 여과 유속을 조절하는counter(TOPAS, LAP320), (TOPAS, SAG 410),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필터 시험시 여과속도는 로 실제 롤필터의 여과속도를 고려하여 산blower . 1 m/s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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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필터의 집진효율및 통기저항 평가를 위한 필터시험 모식도3.

산소지수 평가는 공인 인증기관을 통하여(Limited Oxygen Index) 시험 규격으로ISO 4589-2 평가하였
으며 롤필터 시스템에 대한 평가는 풍량 소음 통기저항 등을 평가하였다 풍량과 통기저항은 한국공기, , , .
청정협회 규격에 의해 노즐방식의 풍량 시험기를 사용하여 평가하였고 소음은 암소음 인 무향실에, 24dB
서 정격주파수 측정기를 이용하여 소음을 평가하였다.

결 과3.

세가지 필터 에 대한 집진 성능 시험 결과는 그림 와 같다 정전기가 된 체눈수가 적은media 4 . charging
같은 경우는 보다 전체적으로 효율이 높게 평가되었다 그러나24, 68 mesh SUS 180mesh . 400mesh filter

와 효율을 비교해보면 에 대한 효율은 유사 하였고 크기의 먼지에 대해서는 효율이 낮0.3 , 1 3㎛ ～ ㎛
게 평가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정전 된 필터는 기계적인 메카니즘인 확산 차단. charging 24, 68 mesh , ,
관성보다는 전기적 영향인 쿨롱력 영상력 분극력 지준호 이 있어 이하의 분진에 대해 집진효, , ( , 2001) 1 ㎛
율이 높게 평가되었고 이상의 먼지에 대해서는 체눈 크기가 이상으로 여과 없이 통과한 것으, 1 200㎛ ㎛
로 사료된다 재질의 의 경우 계수효율을 측정하였으나 뚜렷한 여과 특성을 볼 수 없었. P.P. 42mesh filter ,
고 모든 사이즈 범위 내에서 에 가까운 효율을 나타내었다, 0% .
산소지수 평가결과 는 재질의 특성상 불에 강하기 때문에 평가항목에서 제외 하였고SUS mesh , P.P
와 를 평가하였다 산소지수평가 결과 는 는 로 평가되mesh Nylon mesh . P.P. mesh 27%, Nylon mesh 34%

어 두 필터 모두 철도차량 화재안전기준을 만족하였다.
가지 재질의 필터에 대한 성능실험결과 통기저항 및 집진효율 난연성 등을 고려하여 필터를3 68mesh

차 선정하였고 선정된 필터 는 현재 실내공기질 기준에 준하여 중량효율법으로 평가 해보았다 평1 , media .
가방법은 규격에 의해 공인인증기관에서 평가하였으며 평가항목은 중량효율 분진유지용량ASHREA 52.1 , ,
등을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중량 효율은 였으며 분진유지용량은. 62.2% , 321.8 g/m2 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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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필터 별 미세분진여과효율 평가결과. 4 Media

롤필터 시스템의 기본성능 평가 결과는 표 과 같다 실내공기청정기 규격 한국공기청정협회 에3 . ( , 2006)
준하여 풍량 대비 소음치를 평가한 결과 높게 측정되었다 이하의 풍량에서 소음 최대치. 300 600 /h～ ㎥
는 를 유지해야 하나 그렇진 못하였다 그러나 실제 열차의 특성상 가동 및 열차운행시 발생50dB . HVAC
하는 소음 등을 고려하면 롤필터 작동시 발생하는 소음이 승객들에게 큰 불쾌감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롤필터 시스템 의 단품이 아닌 실차 장착시 승객의 위치에서의 실제 소음측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롤필터 시스템 기본성능 평가. 3 Ass'Y

시험항목

풍량 모드

with filter without filter
풍량 ( /h)㎥ P(mmAq)⊿ 소음 (dB) 풍량 ( /h)㎥ P(mmAq)⊿ 소음 (dB)

high 539 8.34 54.8 551 8.64 64.9
low 487 6.68 50.2 495 6.80 57.4

결 론 및 제 언4.

상기와 같이 필터 및 롤필터 시스템에 대한 단품평가를 실시하였으나 실차장착에 따른 적용성 검media
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에 따라 시스템과 연계한 성능평가가 향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 HVAC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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