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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structure of general filter using ultrafine filter (Profilter), dust
collector filter, HEPA (HAPA-High Efficiency Particulate Air) filter, deodorized filters, etc. of air purifiers and to study
new types of purified filters that can improve ultrafine dust, harmful gases, and sterilization cleanup performance. The
study was also conducted by adding photocatalyst filters to the existing step-by-step filtration filter types, which were proposed
in the design three coupling structure filters of the left and right UV-LED installation frames and the photocatalyst coating
honeycomb frame. Future research is needed on the effect of photocatalyst filters.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application and structure of photocatalyst filters to air purifi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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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공기청정기의 극세필터(프로필터), 집진필터, 헤파(HAPA-High Efficiency Particulate Air)필터,

탈취필터 등을 사용하는 일반적인 필터의 구조를 분석하고 초미세먼지, 유해가스 및 살균 정화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

로운 형태의 공기정화 필터 디자인을 제시하는 것이다. 기존 단계적 여과 필터 형태에 광촉매 필터 시스템을 추가하는 방

법으로 연구하였으며, 광촉매 필터는 좌우측의 UV-LED 설치 프레임과 광촉매 코팅 허니컴(honeycomb)프레임 3단 결합구

조의 디자인으로 제안했다. 광촉매 필터의 살균소독 효과에 대해서는 향후 연구가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공기청정기에

광촉매 필터 적용 및 구조에 대하여 보고하고자 한다.

1. 서 론

전 세계적으로 대기 환경오염 문제로 인한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의 발생 빈도와 정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

에 따라 밀폐된 가정 및 사무실 등 실내에서의 공기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공기청정기의 사용이 일반화되

었고, 점차 발전되어 기능이 향상되어졌다. 공기청정기의

분류는 방식에 따라 크게 기계식(필터교환식, 습식)과 전

기식(전기집진식, 음이온식), 복합식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기계식은 일반적으로 팬을 통해 공기를 통과시킨

뒤 필터를 통해 유해물질을 여과하는 형식으로 제조사

별로 기능 및 필터를 여러 단계로 세분화되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극세필터(프로필터), 헤파(HAPA)필터, 집진

필터, 탈취필터 등 기능에 따라 오염 물질을 여과하는

구조로 작동된다. 전기식 공기청정기는 ‘방전에 의한 이

온화’로 고전압을 통한 방전에 의해 플라즈마를 형성하

고 오염 입자들이 전기성을 갖게 한 후, 이들과 반대 전

하를 띤 내부 집진판에 흡착시켜 공기 속 부유 물질을

순간적으로 정화 제거하는 방식이다. 전기식 공기청정기

는 살균력이 뛰어나고 추가 유지비용이 들지 않아 경제

적인 장점이 있는 반면에 기계식 공기청정기는 필터에

따라 주기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포집된 세균 등에 의

해서 필터의 오염이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이 있어 주기적

으로 필터교체 또는 세척 관리가 필요하다[1].

밀폐된 실내 공간의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와 유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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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효과적으로 여과할 수 있는 공기청정기에 대한 필

요성과 관심이 급증하였고, 이에 따라 기존의 기본적인

필터 형태를 탈피하여 정화 기능이 강화된 다양한 재질

및 형태로 성능을 향상 시키는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으

며, 이미 국내외 관련 업체들이 사용성, 옵션기능, RFID

스마트칩 필터 삽입, 초정밀 정화 기능 등 차별화된 성

능과 옵션으로 기능성 제품들을 개발하여 시장에 출시하

고 있다.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와 같은 대기오염의 잦

은 발생에 따른 밀폐된 가정 및 사무실 등 실내에서의

공기질 향상을 위한 공기청정기 제품들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기계식 필터 방식의 구조적 특성 및 여과 효율 성능

을 비교 분석하고, 공기 정화 성능 향상을 위하여 UV-

LED 파장 중 UV-C를 활용한 광촉매 필터 디자인을 제

안하고자 한다.

Figure 2는 공기청정기 기계식 필터 방식의 구조를 보

여주는 모식도이다. 제품별 단계는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극세필터(프로필터)는 입자가 큰 생활먼지 및 머리카락,

반려동물의 털 등을 여과하는 역할을 하는 필터로, 헤파

(HAPA), 집진필터의 수명을 연장해주는 필터이고, 헤파

(HAPA) 또는 집진필터는 1차로 거르지 못한 미세먼지

(PM10)와 초미세먼지 기준(2.5 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0.0024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미세한 입자를 차단하며 마

지막 단계는 활성탄을 사용한 탈취필터를 통해 냄새와

폼알하이드, 톨루엔, 아세트알데하이드, 암모니아, 아세트

산 등 5대 유해가스 제거율이 높은 필터로 구성되어있

는데 기존 공기정화 및 여과 기능 필터 구조 단계를 벗

어나 고효율의 광촉매 광원 코팅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기능의 디자인 필터를 제안 수행하였다[3,4].

Figure 3는 살균·소독 기능을 갖춘 UV-LED를 활용하

여 살균기, 에어컨, 냉장고, 청소기, 칫솔보관함,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신발장,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에 적

용하여 가정 내 유해 세균소독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

다[5].

자외선 UV-LED는 파장에 따라 UV-A(400~315 nm),

UV-B(315~280 nm), UV-C(280~100 nm)로 구분되며, 각

각의 범주에 따라 응용분야가 달라질 수 있는데 UV-A

Fig. 1. Classification by air purifier type [2].

Fig. 2. Air purifier mechanical filter structur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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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조명, 벌레퇴치, 위폐 감별기, 법의학, 치아 미백, UV

경화 및 코팅, 인쇄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가능하며,

UV-B는 분광기, 계측기, 탈취기, 정수기, 공기정화기 등

에 활용하고 UV-C는 공기, 물, 음식을 비롯하여 다양한

생활용품의 살균 소독에 활용된다. 따라서 UV-C를 응용

한 고효율의 광촉매를 적용한 유해 공기 가스정화 및 세

균 소독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부분을 공기

청정기 필터에 응용 적용하고자 하였다[6].

Fig. 3. Types of UV-LED ultraviolet radiation [5].

Table 1
UV light sources and photocatalyst filters

Division Content

UV light source

UV-Lamp
Disadvantages: Large size, various wavelengths, low efficiency, damage risk, limited 
by application

UV-LED
Advantages: Small size, output only desired wavelength, high efficiency, Can be used 
according to the application

Photocatalyst Filter
Apply photocatalyst on the surface of the filter and fix it permanently if there is only a UV light source
A device that decomposes various harmful gases in the surrounding air into harmless gases

Fig. 4. Photocatalyst filter research double diamond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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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정화기는 기존의 활성탄을 기반으로 하는 흡착제

를 이용한 강제형 필터를 많이 사용하였으나 최근 이를

헤파(HAPA), 집진필터 또는 기능적인 기타의 방법을 이

용하여 물리적, 화학적인 방법으로 인체에 해로운 다양

한 가스나 냄새를 제거하고 한층 더 나아가 유해 균을

살균 정화하고 더욱이 초미세먼지를 여과하는 방식으로

발전하였다. 이를 최적화하기 위해서 최근에 사용되는

기술은 다양한 필터나 세라믹형 필터 등을 이용하여 이

곳에 광촉매 물질을 도포하고,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한

광원으로서 UV 광을 이용하게 된다. 이러한 UV 광을

Fig. 5. Photocatalyst filter idea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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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으로 발광하는 초소형 UV-LED를 활용하고 여기

서 발생하는 UV-C 영역의 파장광을 이용하여 극대화된

에너지 광소스를 사용하며, TiO
2
 등과 같은 광촉매 코팅

기술을 이용한 필터를 적용함으로써 기존의 공기정화기

의 효율을 최대로 올리면서 소형화가 가능하며, 사용자

편의성이 적용된 다양한 필터 형태로 적용이 가능하다.

2. 실험 방법

본 연구에서는 더블 다이아몬드 디자인 프로세스를 적

용하여 Fig. 4와 같은 단계로 실내의 공기를 흡입하여

정화하는 공기청정기에 장착되어 있는 필터의 형태 및

구조와 성능을 조사하고 UV-LED를 활용하여 공기정화

기능 향상을 구현 하고자 하였다. 그러기 위해 국내외

최근 연구논문 및 업체 연구를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수

행하여 얻어진 자료를 참조하였다.

국내외 문헌 자료를 중심으로 기능별 필터 분류와 성

능을 조사하였다. 대체적으로 유사기능의 필터를 단계적

으로 장착하고, 브랜드별 공기정화 효과 및 옵션 기능을

제품별, 금액별, 사이즈별로 다양하고 차별화되게 구성하

고 있었으며, 공기청정기를 가동하였을 때 장착된 필터

에 의해 오염 물질을 여과하는 구조와 성능 정보를 파악

하고 선별하여 공기정화 성능이 향상되는 디자인 방안

도출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UV-LED의 극대화된 에너

지 광소스로 사용하기 위해 UV-C 영역의 파장광을 이

용하고, TiO2 등과 같은 광촉매 코팅기술을 적용한 허니

컴(honeycomb)프레임 형태를 Fig. 5와 같이 공기정화

살균소독 여과 필터 구조에 적용하는 아이디어로 전개하

였다.

Fig. 6. Photocatalytic internal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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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된 실내 가정 및 사무실의 공기를 정화하는 기존

의 공기청정기 필터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와 공기 중

에 부유하고 있는 오염물, 분진, 매진, 미스트, 퓸, 플라

이 애시, 연무체 등 입자상 오염물의 정화뿐만 아니라

“독감”으로 알려져 있는 A형 또는 B형 인플루엔자 바이

러스, 중동 호흡기 증후군(메르스) 등 세균성에 의한 전

염성이 높은 급성 호흡기 질환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기술과 제어 시스템이 급격히 요구되고 있다. 이를 해결

하기 위해 기존 공기청정기 제품의 필터 구조 조사를 통

해 초미세 먼지, 유해 물질 단계별 여과 구조를 검토하

였고 일반적 여과 필터 이외에 유해 물질 정화 및 세균

소독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UV-LED를 활용

Fig. 7. Proposed design of UV-LED photocatalyst filter.

Fig. 8. LED UV-C chip and photocatalyst filter module insert air purifier schematic diagram [4].

하고 광촉매 코팅기술을 이용한 광촉매 필터를 제시하여

공기정화 효율을 높일 수 있는 필터 구조 설계를 전개하

였다.

3. 결과 및 고찰

광촉매를 코팅한 허니컴프레임 필터에 UV-C 파장이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UV-LED 칩의 배열을 염

두 하였다. UV-LED 칩은 UV-C 파장 범위에 누락 부분

이 없도록 배치하고, UV-LED 칩과 광촉매 허니컴프레

임 필터와의 거리 등을 고려하고 UV-LED 설치 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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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형태 및 내부 틀의 개수를 감안하여 광촉매 필터 모

튤을 디자인 전개하였다.

Figure 6과 7의 구조로 UV-LED 설치 프레임의 폭은

UV-LED 칩 포함 14 mm, 광촉매를 코팅한 허니컴프레

임 필터는 공기 투과 시 정화 및 소독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20 mm 두께로 하였다. UV-LED 칩은 두 개를 한

쌍으로 3 × 3 프레임에 20 mm 간격으로 가로 세로 각각

72를 배치하여 UV-C 파장 범위에 누락 부분이 없도록

하였고 UV-LED 칩과 광촉매 허니컴프레임 필터와는

10 mm 거리를 두어 전체적인 광촉매 필터 모튤 두께를

58 mm로 디자인 제시하였다.

Figure 8은 광촉매를 코팅한 허니컴프레임 필터 모듈

을 기존 공기청정기 필터와 같이 설치할 때의 적용 모식

도이다. 기존 공기청정기 필터 적용을 위해 사각 형태로

디자인 제시하였지만, 제시된 디자인을 변경할 경우 고

려하여야 할 부분은 UV-C 파장 범위의 에너지 광소스

와 광촉매 코팅 프레임의 공기투과 유속, 유량 및 광속

및 광효율을 고려하여 디자인을 변경한다면 광촉매 시스

템 필터의 성능은 항상 유지될 것이다. 또한 공기 필터

의 성능은 시험하지 않았지만 성능시험을 위한 기초 디

자인 필터 모델로써의 제안은 의미 있다고 사료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국내 판매되는 공기청정기 필터를 대상

으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및 유해가스를 여과필터의

형태 및 구조와 성능을 파악하여 새로운 필터 제안을 진

행하였다. 공기청정기에 적용된 기계식(필터교환식, 습식)

과 전기식(전기집진식, 음이온식), 복합식 등 여과 필터

방식을 검토하였으며, UV-LED 활용을 위해 UV-C 파장

활용을 검토하여 유해가스는 물론 세균 소독까지 가능한

다른 방식의 필터로 좌우측 UV-LED가 설치 되어있는

프레임과 허니컴프레임 필터 3가지 결합구조인 광촉매

필터를 디자인 진행 제안하였다. 이 결과는 기존 필터

형식의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여과 필터 방식이 아닌

UV-C 파장 에너지 광소스와 광촉매 코팅 필터를 활용하

여 기존의 공기정화기 필터의 여과 부분에 추가적으로

살균 소독으로 정화효율을 최대로 올리면서 UV-LED와

광촉매 코팅 허니컴필터 적용에 따라 소형화는 물론 다

양한 방식 및 형태의 공기청정기 필터 적용이 가능할 것

으로 사료되며, 향후 국내 관련 기업들이 기존 공기청정

기 외형을 벗어나 차별화된 기술 적용으로 UV-LED의

UV-C 파장을 활용한 고효율의 광촉매 허니컴필터의 다

양한 구조로 혁신적인 공기청정기 제품을 개발하고 성능

시험을 통해 국내외 차세대 공기정화 시스템 전략 구축

이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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