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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보고서 제목 : HEPA 필터의 특성 및 취급기술

          

Ⅱ. 목적 및 필요성

  원자력시설의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 설비는 작업지역과 주변환경을 방사성 

물질의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공중과 건물 내 작업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

의 구성요소들은 건물 내에서 화재와 같은 사고가 발생된 상황에서도 반드시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건물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사

고 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압력, 열, 습기, 응력 등으로부터 최소한의 손상 및 

기능 상실로써 반드시 마지막까지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

  방사성 물질이나 유독성 물질로 오염된 공기를 정화시킬 때는 농도가 높지 

않더라도 위험하기 때문에 작은 입자까지 모두 높은 효율로 제거하여야 한다. 

HEPA 필터는  0.3 ㎛ 먼지입자에 대한 제거효율이 보통 99.97 % 이상인 고

성능의 필터이다.

  그러나 HEPA 필터는 그 구조가 취약하기 때문에 부주의한 취급은 쉽게 

그 성능을 저하시킨다. 또한 실제로 현장에서는 부적절한 장착방법으로 인하

여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관련 작업자 및 시스템 

설계자들은 필터에 대한 특성과 필터의 취급 및 장착 시에 필요한 기술들을 

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Ⅲ. 내용 및 범위

   - 필터유닛의 구조 및 재료

   - HEPA 필터의 규격

   - HEPA 필터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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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자력시설의 공기정화 설비 설계시 고려사항

   - HEPA 필터의 관리

Ⅳ. 활용계획

  원자력시설 공기정화 시스템의 설계 및 유지관리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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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Ⅰ. The Report title

    The characteristics of HEPA Filter and Its Handling Techniques. 

Ⅱ.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Report

  When cleaning air of radioactive or toxic contaminants, even small 

particles have to be removed with high efficiency as low concentrations in 

the air can be harmful. HEPA filter is very high efficient filter as much 

as its removal efficiency is more than 99.97 % for 0.3 ㎛ particles.

   But, because of their structural weakness, Their Careless handling  

reduce their performance easily, and there are actually many cases like 

that HEPA filter systems do not ensure their performance because of 

inadequate installations.

  Thus Workers that are concerned with the air cleaning system and 

designers of HEPA filter system must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HEPA filter and their installation techniques. 

Ⅲ. Scope and Contents of the Report

  - The structure and materials of HEPA filter.

  - The specifications of HEPA filter.

  - The characteristics of HEPA filter.

  - Considerations of air cleaning system in nuclear facility.

  - Management of HEPA filter. 

Ⅳ. Application of the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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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report can be used as a reference to persons that maintain the air 

cleaning system in nuclear facility and design that system.                



- v -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 2 장  본 론 ···············································································································3

  1. 필터의 종류 ············································································································3

  2. HEPA 필터 ············································································································4

    가. HEPA 필터의 형태 ························································································4

      (1) 정의 ················································································································4

      (2) HEPA 필터의 형태 ····················································································5

    나. 필터유닛의 구조 및 재료 ··············································································6

      (1) 필터섬유 ········································································································7

      (2) 필터 프레임 ································································································10

      (3) 분리판(Separator) ·····················································································11

      (4) 봉제 ··········································································································13

      (5) 가스켓 ··········································································································14

      (6) 가스켓 접착제 ····························································································15

    다. HEPA 필터의 규격 ······················································································15

      (1) 성능에 의한 등급 ······················································································15

      (2) 필터의 크기 및 용량 ················································································16

      (3) 필터의 공기압에 대한 저항 ····································································16

      (4) 먼지 집적용량 ····························································································16

      (5) 필터의 무게 ································································································17

    라. HEPA 필터의 특성······················································································18

      (1) 섬유필터의 포집 이론 ··············································································18

      (2) 필터에서의 압력감손 ················································································18

      (3) 필터의 먼지 포집효율 ··············································································19



- vi -

      (4) 먼지 집적용량 ····························································································24

      (5) 기계적 특성 ······························································································26

      (6) 내화 및 내열성 ··························································································29

      (7) 내습 및 내부식성······················································································31

      (8) 내 방사선 ····································································································32

      (9) 필터의 눈메움 ··························································································32

  3. 원자력시설의 공기정화 설비 설계 시 고려사항 ··········································33

    가. 공기정화설비의 운전방식 ············································································33

    나. 필터의 교체주기····························································································34

    다. 벤틸레이션 인입 공기 정화용 필터··························································34

    라. 프리필터··········································································································35

    마. HEPA 필터의 사용수명 ··············································································37

    바. 균일한 유속유지의 필요성··········································································40

    사. 비상 시 대책 ··································································································41

    아. 충격 또는 과압에 에 대한 대책 ································································42

    자. 화재 및 고온에 대한 향 ··········································································43

    차. 공기정화 설비의 분리 배치 ········································································44

  4. HEPA 필터의 관리 ····························································································45

    가. HEPA 필터의 장착 및 시험 ······································································45

      (1) 필터의 장착 ································································································46

      (2) 필터장착 후 누출시험 ··············································································58

    나. 필터의 구입 및 취급관리 ············································································63

      (1) 필터의 선정 시 사전 검토사항 ······························································63

      (2) 필터의 사용환경 조건 및 선정 ······························································65

      (3) HEPA 필터 구입 시방서의 예 ······························································69

      (4) 필터의 취급 및 검사 ················································································71



- vii -

      (5) 필터의 저장 ································································································73

      (6) 필터의 장착 후 누출시험 ········································································73

      (7) 필터의 폐기 ································································································74

      (8) 필터설비 운 비용 ····················································································75

제 3 장  결 론 ·············································································································78



- viii -

표 목 차

표 1. 필터의 분류  ······································································································4

표 2. 필터의 분진입자 크기별 제거효율 비교 ························································6

표 3. HEPA 필터의 크기 및 정격유량   ····························································17

표 4. Open-Face HEPA 필터의 충격압력에 대한 저항   ······························28

표 5. 합성고무 봉제를 사용한  내화성 철제 프레임 HEPA 필터의 

     사용 제한온도 ·····································································································31

표 6. 내화성 목재 프레임 HEPA 필터의 사용 제한온도 ································31

표 7. 시험 에어로졸 및 측정방법 ············································································60

표 8.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필터재료의 특성    ····································68

표 9. 내화염성, 고온도용, 내화학성 필터의 사용 재료 ····································69



- ix -

그 림 목 차

그림 1.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HEPA필터 ······························································7

그림 2. 필터섬유의 침투율과 압력감손 ································································20

그림 3. 필터 페이퍼를 통과하는 유속과 침투율의 변화 ··································22

그림 4. 유량과 침투율과의 관계에서 핀홀의 향 ············································22

그림 5. 분진입자의 크기와 침투율 ········································································23

그림 6. 유리섬유 페이퍼필터의 먼지 집적량 증가에 

        따르는 침투율 특성 ···················································································24

그림 7. 필터에 집적되는 먼지의 종류와 압력감손 ············································25

그림 8. HEPA 필터 크기에 따른 충격 압력에 대한 저항력 ··························29

그림 9. 프리필터 유무에 따른 HEPA 필터 사용수명의 비교 ··························37

그림 10. HEPA필터를 높은 압력 감손까지 사용할 때 필터의 

        사용수명과 유지비용 절감효과 ·······························································38

그림 11. Submicron 입자에 에한 필터섬유 침투율 비교 ··································41

그림 12. 고위험 α방출물질을 취급하는 곳의 중앙 집중식 

        공기정화 설비의 병렬 배치 방식 ·····························································45

그림 13. HEPA 필터 교체절차················································································51

그림 14. 필터의 수직 장착 (수평 공기흐름) ·························································56

그림 15. 필터의 수평장착 (수직 공기흐름) ···························································56

그림 16. HEPA 필터 장착 후  DOP 누출시험 구성도 ······································62

그림 17. 압축공기 및 가열 병행 에어로졸 발생기의 주요 구성부품 ··············62



- 1 -

제 1 장  서 론

  방사성 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작업에서 주변 공기의 오염발생은 필연적이

다. 원자력 발전소용 핵연료 제조공정에서는 우라늄 먼지가 발생될 것이며, 

발전소 자체에서는 핵분열 생성물과 냉각제 속에서 생성된 방사능은 폐쇄 시

스템 밖으로 누출되어 주변의 공기를 오염시킬 수 있다. 재처리 시설에서는 

많은 양의 핵분열 생성물을 취급하며, 동위원소 생산시설과 동위원소 연구 실

험실에서도 많은 종류의 핵종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잘 설계된 벤틸레이션 설비와 흄 

후드, 로브 박스 또는 방독면과 같은 보호장비로써 보호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배기체를 희석하여 대기 중으로  방출시킨다하더라도 건물 밖에서는 

방사능 허용오염 수준을 초과하는 일이 발생될 수 있을 것이다. 

  대기 중의 방사능 분진에 의한 위험뿐만 아니라 방사성 핵종이 땅속에 축

적됨으로 인하여 식물을 통한 인체 내 흡입의 위험성도 존재한다. 방사능은 

여러 경로를 통해, 예를 들어 우유나 채소와 같은 음식을 통하여, 사람에게 

흡입될 수 있다.

  건물 작업장 내의 공기를 대기로 방출함에 있어 공기중 오염물질의 제거정

도는 정상적인 운전상태 하의 오염수준보다는 사고조건 하에서 일어날 수 있

는 최대 방출농도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공기정화설비의 오

염물질 제거효율을 결정할 때는 작업자의 보건물리에 관한 사항도 고려되어

야 한다. 때로는  방사선과 그에 의한 오염에 민감한 기계장치를 보호하기 위

하여 낮은 농도의 백그라운드 오염의 필요성 등이 공기정화설비의 효율 결정

을 좌우할 수도 있을 것이다.

  대규모 벤틸레이션 설비 및 공기정화설비는 시설을 건설하기 전에, 사전에 

건물 내에서 발생되는 에어로졸 양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정상의 방사성 

물질의 습식처리, 또는 취급량의 감축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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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지발생을 피할 수 없는 경우라면 작업공정을 후드 또는 로브 박스 내

에서 폐쇄시킴으로써 공기오염으로 인한 위험을 피할 수 있다. 적은 공기량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필터교체 빈도가 늘더라도 인입 공기량에 맞춰 필터장치

의 크기를 줄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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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본 론

  1. 필터의 종류

  공기정화에 사용되는 필터의 품질은 필터의 종류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다. 

먼지농도가 낮고 많은 유량을 처리하는 공기정화 설비에서는 패널 형식의 비

스코스 임핀지먼트 필터가 적합하다. 이 필터의 분진 포집효율은 입자 크기 1 

㎛ 경우 약 20% 정도로 아주 낮다. 높은 공기 정화율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HEPA 필터는 입자 크기 1㎛ 경우 분진 포집효율이 99.99 % 정도로 높으며, 

5 ㎛보다 큰 입자의 경우에도 실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필터는 보통 4 개의 

그룹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각 그룹에 속하는 필터의 효율을 표 1.과 표 2.에 

나타내었다.

  그룹Ⅰ에 속하는 필터들은 패널 형식으로서 필터 프레임에 유리섬유, 양모, 

셀룰로우즈, 플라스틱 섬유, 또는 금속 메쉬 등을 채워 만들다. 필터섬유는 먼

지의 점착력을 높이기 위하여 오일로 적셔 놓기도 하는데 이런 종류의 필터

를 비스코스 임핀지먼트 필터라고 부른다. 이러한 필터는 사용 후 필터 전체

를 버리거나, 또는 프레임은 구적으로 사용하고 필터섬유만 교체하여 다시 

사용하기도 한다. 강도가 좋은 재질로 만든 필터는 세척하여 다시 사용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1 회 또는 2 회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 금속매체로 채워

진 필터는 세척할 수 있으며, 세척 후 다시 사용할 때는 초기조건을 회복시키

기 위하여 오일로 다시 적셔 놓아야 한다. 오일베스 안에서 자가세척 되는 금

속철망이 부착되어 있거나 필터차압이 미리 조정해 놓은 일정한 압력에 도달

하면 필터섬유가 돌아 감기는 자동필터도 있다. 

  그룹Ⅰ의 필터는 그룹 Ⅱ 또는 그룹 Ⅲ에 속하는 고품질 필터를 위한 프리

필터로도 사용할 수 있다. 그룹 Ⅱ 또는 그룹 Ⅲ에 속한 필터들은 필터의 종

류에 따라 품질이 서로 다른 양질의 섬유를 이용하여 매트 형태로 제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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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사용되는 필터섬유는 그룹 Ⅰ에 속하는 거친 필터보다 필터에 걸리는 

압력이 비교적 높기 때문에 필터 표면적을 크게 하여 필터섬유를 통과하는 

유속을 줄임으로써 결과적으로 필터에 걸리는 압력을 줄여 효율이 높은 필터

를 얻고 있다. 필터의 표면적을 넓히기 위한 방법으로 보통 필터의 형태를 주

름지게 하거나 백 형태로 설계한다.  공조설비에는 보통 사용하지 않지만 천

으로 만든 필터도 있다. 천 필터는 보통 무명, 양모, 합성섬유를 사용하여 자

루모양으로 만들며, 고농도의 먼지를 취급할 수 있으며 효율 또한 높은 편이

다. 이러한 천 필터는 자루를 흔들거나 공기를 분사하여 청소할 수 있으며 고

가 품을 회수하기 위한 용도로도 사용할 수도 있다.

표 1. 필터의 분류     

그룹 효율 필터의 형식 포집효율(%)

Ⅰ 낮음
Viscous impingement, panel 

type
40∼80

Ⅱ 중간 Extended medium, dry type 80∼96

Ⅲ 높음 Extended medium, dry type 96∼99

 HEPA 극히높음 Extended medium, dry type 100

  2. HEPA 필터

    가. HEPA 필터의 형태

      (1) 정의

  HEPA 필터는 (High Efficiency Particulate Air Filter, Absolute Filter, 

Super interception Filter, Very high efficiency Filter, Extreme efficiency 

Filter, Atomic Energy Commission, Chemical Warfare Service Filter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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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려지고 있는 것처럼 저농도의 Submicon 입자를 극히 높은 효율(99.97 % 

이상)로 제거하는데 있어 가장 효율적이고, 신뢰성이 높은 경제적인 필터로 

입증되어 왔다.

  정의에 의하면 HEPA 필터는

  ① 0.3 ㎛ 입자에 대한 제거효율이 99.97 % 이상이고,

  ② 새 필터를 기준으로 정격유량에서 필터코어에 걸리는 최대 압력이 25   

      mmWG이며,

  ③ 필터섬유 전체 깊이가 견고한 프레임에 둘러 쌓여 있다.

  방사성 물질이나 유독성 물질로 오염된 공기를 정화시킬 때는 농도가 높지 

않더라도 위험하기 때문에 작은 입자까지 모두 높은 효율로 제거하여야 한다. 

HEPA 필터는 직경 1 ㎛이하의 아주 작은 섬유로써 필터 페이퍼를 만들기 

때문에 작은 먼지입자를 제거함에 있어 보통의 필터보다 성능이 아주 우수하

다. 필터유닛은 주름이 깊게 지도록 설계함으로써 필터섬유를 통과하는 유속

을 느리게 하여 99.99 %의 높은 먼지 포집성능을 지니면서도 필터로 인한 압

력감손을 25 mmWG 정도로 줄일 수 있다. HEPA 필터와 형태는 같지만 필

터 페이퍼를 조금 수정하여 0.3 ㎛ 입자를 기준으로 약 95 % 먼지 포집효율, 

약 10 mmWG의 낮은 압력감손을 지닌 성능 좋은 필터를 제조하여 프리필터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다.

      (2) HEPA 필터의 형태

  HEPA 필터의 형태는 직육면체 및 원통형이 있으며, open-face와 enclosed 

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enclosed 형은 연결부분이나 모서리에서 누출이 일어

나기 쉽기 때문에 침투도 요건에 맞지 않지만 높은 기류에 대해 저항성이 크

다는 장점이 있다. 통상 사용되고 있는 형태는 직육면체의 open-face형이며 

그 모양은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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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필터의 분진입자 크기별 제거효율 비교

그룹
입자 크기별 제거효율(%)

0.3 ㎛ 1.0 ㎛ 5.0 ㎛ 10.0 ㎛

Ⅰ 0-2 10-30 40-70 90-98

Ⅱ 10-40 40-70 85-95 98-99

Ⅲ 45-85 75-99 99-99.9 99.9

HEPA 99.97 이상 99.99 100 100

    나. 필터유닛의 구조 및 재료

  많은 양의 공기를 처리하는 경우 필터에서 압력감손이 적당하게 이루어지

면서 좋은 여과효율을 얻기 위해서는 필터섬유의 면적이 커야 한다. 필터 페

이퍼의 개발로 인하여 제한된 부피 안에서 큰 여과면적을 얻을 수 있게 되었

다. HEPA 필터는 그림 1.처럼 디자인된 것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

다. 필터 페이퍼의 앞뒷면이 주름지어져 있으며 한쪽 면 또는 양쪽 면 모두 

봉된 상태로 직사각형 형태의 프레임으로 둘러 쌓여 있다. 각각의 주름은 

보통 골이진 분리판으로 분리되어 있다. 주름진 필터섬유와 프레임과의 봉

은 필터의 효율에 매우 중요하며 필터를 사용하는 장소에 따라서 여러 종류

의 봉제 중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 적용시킬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섬유

패드 끝 부분을 압착하여 봉하기도 한다. 필터뱅크에 필터를 설치하는 방법

에 따라서 필터의 한쪽 면 또는 양쪽 면에는 봉용 가스켓이 부착된다. 어느 

경우에는 필터의 필터 페이퍼를 특수한 방법으로 주름을 잡아 분리판 없이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필터를 오염된 배기체를 정화시키는데 적용하기에

는 강도가 충분치 않으며 먼지 수용능력도 작다. 로브 박스용으로서 필터유

닛을 적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 필터는 각기 다른 부분을 적합한 재료로 조합

하여 어떠한 사용조건에도 그에 알맞은 필터를 만들 수 있으며, HEPA 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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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조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구조재들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HEPA필터

      (1) 필터섬유

  필터 섬유는 일반 제지공정과 비슷한 공정을 거쳐 제조되며, 재질로서는 셀

룰로우즈-석면, 유리섬유, 유리섬유-석면, 세라믹, 플라스틱 등이 있으나 셀룰

로우즈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유리섬유가 많이 

쓰인다. 유리섬유 페이퍼는 직경 1∼4 ㎛의 유리섬유 기반에 매우 미세한 섬

유로(submicron 직경) 구성되어 있다. 필터 페이퍼 제조공정에서 페이퍼의 인

장강도를 높이기 위하여 유기성 결합제를 첨가한다. 만들어진 메트릭스의 직

경은 제거되어야 할 입자나 섬유질의 반경에 비하여 더 크지만 여과기능에 

의해 Submicron 입자까지 제거된다. 필터 페이퍼의 패킹 도는 0.1 이하가 

되어야 한다. 200 ℃ 이상의 온도에서는 페이퍼에 있는 결합제가 연소되어 인

장강도가 약 50 %정도 급격히 감소하므로 결합제의 연소온도가 높은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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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다. 또한 화학약품에 대한 저항을 높이기 위하여 유리섬유에 석면을 몇 

% 가하여 불화수소에 대한 저항을 높이고 있다. 최근에는 특수한 내부식성 

필터섬유가 개발되었으나 잘 부스러지기 때문에 아직 실용화되지 않고 있다. 

HEPA 필터용 섬유가 갖추어야 요건은 다음과 같다. (ACES-1 specification 

및 MIL-F-51079  참조)

  ① DOP 투과도 : MIL-STD-282 의 502.1.1 방법에 의한 시험에서 최대    

                    0.03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공기흐름에 저항 : 32 ℓ/min./f
2
 에서 검사했을 때 최대 40 mmWG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③ 두께 : TAPPI T411에 의한 시험으로 최소 0.15 in.

  ④ 도 : TAPPI T411에 의한 시험으로 최소 48 lb/f
2

  ⑤ 인장강도 : TAPPI T404에 의한 시험으로 최소 2.5 lb/in.

  ⑥ 신율 : TAPPI T404에 의한 시험으로 파단시 최소 1.0 %

  ⑦ 가연성 물질 : 최대 5 %

  ⑧ 내 방사선 : 6.4 × 10
7
 rad 감마선 조사 후 인장강도가 1.0 lb/in. 이하  

                 가 되지 않아야 한다.

  

        (가) 셀룰로우즈-석면 페이퍼

  이 필터 페이퍼의 조성은 제조사에 따라서 조금씩 틀릴 수 있으나 보통 약 

50 %의 에스파토우, 20 %의 청 석면 그리고 약간의 대마가 섞인 25 %의 면

으로 구성되어 있다. 좋은 필터 페이퍼를 만들기 위해서는 미세한 석면섬유를 

고르게 분포시키는 일이 중요하다. 이 필터 페이퍼는 주름을 접기가 용이하긴 

하나 주름이 접힌 곳에서 찢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한 주의가 필요

하다. 그리고 사용온도에 대하여 제한성이 있으며 100 ℃이상의 온도에서 연

속 사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170 ℃의 온도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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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간은 약 1 시간 정도이다. 셀룰로우즈는 불에 탈 수 있으며, 스파크로 

인하여 필터에 집적된 먼지나 필터 자체에 불이 번질 수 있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는 필터 전방에 스파크 방지장치를 설치하여 화재위험을 방지하여야 

한다. 이 필터섬유는 습도에 대한 저항성도 낮은 편이나 실리콘 처리를 하여 

저항성을 좀 더 높일 수 있다. 이 셀룰로우즈-석면섬유 페이퍼는 가격이 가장 

싼 편으로 온도, 화기, 습도에 민감하지 않은 조건에서 사용할 수 있다. 그리

고 불화수소(HF)가 포함된 배기체에는 유리섬유 페이퍼보다도 저항성이 좋은 

편이다.

        (나) 유리섬유 페이퍼

  유리섬유 페이퍼는 제조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현재는 가장 보편화된 필터

섬유가 되었다. 직경이 1 ㎛보다 작은 직경의 유리섬유를 길게 만들 수 있고, 

특수한 페이퍼 제조공정으로 필터제조에 적합한 페이퍼를 만들 수 있게 되었

다. 유리섬유는 내열성을 높이기 위해서 약간의 석면을 혼합하여 제조하기도 

한다. 필터 페이퍼의 주름 모서리에서의 파손은 먼지 침투의 근원이 되기 때

문에 이를 피하기 위하여 페이퍼의 주름을 잡는 공정에서는 매우 정 한 작

업이 필요하다. 이 필터 페이퍼는 열에 대한 저항성이 매우 좋아 500 ℃의 온

도에서도 견딜 수 있지만 200 ℃ 이상의 온도에서는 결합재가 타서 없어지므

로 강도가 현저히 떨어진다. 이 필터 페이퍼는 내화염성 재질이기 때문에 스

파크로 인하여 필터에 집적된 먼지에 점화되어도 필터섬유 자체는 불꽃을 확

대시키지 않는다. 그리고 대부분의 화학물질과 부식성 분위기에도 좋은 저항

성을 지니고 있다. 방수 처리된 유리섬유 페이퍼는 습도가 높은 조건 하에서

도 매우 좋은 필터효율을 지닌다. 유리-석면 혼합 재질은 특히 고온에 강하

다.

        (다) 플라스틱 섬유

  플라스틱 섬유는 폴리에티렌, 나일론, 폴리스티렌 등으로 만들지만, HEPA 

필터 제조용으로는 주로 폴리스티렌 재질이 이용된다. 이 섬유의 직경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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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5 ㎛이며, 필터섬유와 같은 재질로 필터 프레임을 만들 수 있다. 사용

한 필터의 처리는 필터유닛 전체를 용해. 농축시켜 체적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 또한 플라스틱 섬유 필터는 가치가 있는 방사성 물질의 회수 용도로

도 사용할 수 있다. 이 필터 섬유는 화학작용에는 좋은 저항성을 지니고 있지

만 열에 대한 내성은 낮은 편이다. 또한 인화성 재질이며 점화온도는 약 120 

℃이다. 따라서 사용온도는 80 ℃이하로 제한된다.

        (라) 세라믹

  500 ℃ 이상의 고온에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필터의 필요성은 결국 

세라믹 재료의 필터를 개발하게 하 다. 세라믹 필터는 주로 규산염

(Aluminosilicate)을 사용하여 얇은 페이퍼 또는 깊이가 긴 베드 형태의 필터

로 만들어진다. 이 세라믹 필터는 강도나 화학작용에 대한 저항성이 유리섬유 

못지 않게 좋은 편이며 약 1000℃ 온도에서도 견딜 수 있다. 이 정도의 높은 

온도에서는 필터 프레임으로서 연강을 사용할 수 없으며, 필터유닛 전체를 세

라믹 재료로 제조하여야 한다.

      (2) 필터 프레임

  필터 프레임으로 주로  사용되는 재료는 외장용 난연성 합판, 목재-파티클 

보드, 카드뮴 도금강, 크롬탄소강, 강화 플라스틱, 알루미늄 또는 세라믹 등이

다.  

  필터가 마운팅 프레임에 장착되었을 때 걸리는 압축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목재는 3/4 in.(19 mm)두께, 철제는 No.14 US-gage가 요구된다. (축방향 압

축하중이 28 Kgf/㎠ 이상)

   고온(32 ℃ 이상)에서 항상 습도가 높은 곳(상대습도 90 % 이상)에서는 

목재 프레임은 손상되기 쉬우므로 철제 프레임을 사용해야 한다. 목재-파티클 

보드는 특히 많은 수분에 노출되었을 때 팽윤 향을 고려해야 한다.

        (가) 합판 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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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판 프레임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값이 싼 재료이다.  필터를 사용

한 후에는 먼지를 포함한 채로 압축이나 소각하여 쉽게 폐기 처리할 수 있다. 

프레임으로서의 기 성, 견고성, 그리고 필터를 마운팅 프레임에 클램핑 시 

압력에 대한 저항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합판의 두께는 19 mm 정도 되어야 

한다. 합판의 외부 층은 내습성 재질이 요구되며 화재에 대한 대비책으로 난

연성 합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100 ℃이상의 온도에서는 사용하지 말아야 하

며 곰팡이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처리도 고려해야 한다.  합판 프레임은 제

조시 잘못을 피하기 위해 주로 A-A 급 합판을 시용하고 있다. 필터코어에 

인접한 부분의 합판 층은 손상되지 않은 견고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프

레임 측면을 통한 공기누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봉제로 완전하게 코팅되어

야 한다. 

  외장용 합판 및 목재-파티클 보드는 습기에 대한 적당한 저항성을 보장하

기 위해서 규격화되어 있다. 목재-파티클 보드는 적당한 내침투성과 강도를 

지니도록 도는 최소 45 lb/f
3
(0.72 g/㎤) 이상이어야 하며 보드 양면에 내침

투성 코팅을 하여야 한다.

        (나) 철제 프레임

  철제 프레임은 고온상태와 비 인화성 구조가 필요할 때 사용한다. 500 ℃의 

온도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철판은 매끄럽게 깎고 다듬은 후 카드뮴 도금을 

한다. 카드뮴의 사용제한으로 크롬강이 오늘날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카드뮴 

또는 아연 도금한 철강보다 내부식성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내습성을 

높이기 위하여 표면 위에 에폭시 코팅을 하기도 한다.  

        (다) 기타 재질

  플라스틱 프레임 또는 세라믹 프레임도 사용되고 있지만, 이들은 필터섬유

와 동일한 재질이 요구될 때 사용되고 있다.

        

      (3) 분리판(Sepa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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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름진 분리판을 필터섬유 사이에 끼워 넣어 공기 유통로를 만들고 코어 

집합체를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분리판으로 사용되고 있는 재료는 크라프트지, 알루미늄, 플라스틱, 석면 종

이, 스테인레스 스틸, 세라믹 등이다. 

  크라프트지는 가격이 가장 싼 편이나 열, 습도 그리고 화학작용에 대한 저

항성이 매우 좋지 않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알루미늄 분리

판으로서 300 ℃의 온도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며 습기에도 강하다. 또한 강한 

부식성 물질이 지속적으로 흐르는 환경을 제외하고는 화학작용에도 비교적 

강한 편이다. 

  플라스틱 분리판은 열과 화재에 대한 저항성이 좋지 않은 편이다. 내부식성

을 위하여 사용된 적이 있지만 온도가 조금 높은 30∼45℃에서 주름이 퍼지

므로 일반적으로 적당치 못하다.

  석면 분리판은 습기에 약하기 때문에 내습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처리를 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내화용 분리판으로서는 매우 견고한 0.0015 in.(0.0381  mm)두께의 주름진 

알루미늄 박판(H-109) 또는 부식에 대하여 저항성이 있는 석면 종이로 만든

다. 

  클린룸에 사용하는 HEPA 필터의 분리판에는 크라프트지 및 가연성 물질

을 가끔 쓰기도 하지만 원자력 산업시설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사용되고 있는 분리판의 등급과 특성은

  등급 B : 3003-H19 또는 5052-H39 알루미늄 합금, 최소두께 

           0.0015 in.(0.0381 mm),

  등급 C : 석면으로서 도가 최소 4 lb/100 f
2 
(1.95 g/100 ㎠), 가연성 물질  

           이 5 % 이하

  등급 D : 등급 C와 같은 석면으로 알루미늄에 TFE 플라스틱을 입힌 것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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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기타 가연성 물질로 만든 것

      (4) 봉제

  필터코어를 케이스에 부착시키는데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봉제는 열과 수

분에 견디는 합성고무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화학적으로 팽창하는 우레탄 폼

을 사용하기도 한다.  200 ℃ 이상의 고온에서 연속 사용하는 곳에서는 압축 

유리섬유 메트나 내화성 봉제를 이용한다. 플라스틱 봉제도 250 ℃이상의 

온도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규산염 또는 내열성 접합제는 고온도용 봉제지

만 내열성과 봉성을 동시에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에만 사

용되고 있다. 필터를 고온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필터 제조사와 

사용 제한온도에 관한 협의를 한 다음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

는 봉제 대신 패드 형태의 유리섬유를 필터팩과 프레임 사이의 봉제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는 운송도중 발생할 수 있는 기계적 손상에 매우 약하

다. 봉제가 갖추어야 할 요건은

  ① 수분과 부식에 견딜 수 있고,

  ② 방사선에 조사되어 약화되거나, 고온과 저온, 건조 상태와 습한 상태로  

     수시로 바뀌는 환경에서 탄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

  ③ 고온에서(400 ℃ 이상에서 5 분) 프레임으로부터 갈라지거나 벗겨지지   

     않아야 하며, 

  ④ 설계시 운전조건에서 연속운전시 필터코어와 프레임 사이의 신뢰성 있  

     는 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고온 봉제는 이러한 기준을 모두 만족시키지 못하므로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한다. 유리섬유 메트는 고온에서 신뢰도를 유지할 수 없고, 실리콘 봉

제는 정격 사용온도에서 5∼11 ℃만 올라가도 벗겨지며, 내화성 봉제는 가

열된 후 부스러지기 쉽다. 봉제로서 일반적으로 합성고무계통, 에폭시 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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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 시멘트, 역청질 화합물 등이 사용된다.

      (5) 가스켓

  필터에 있어서 가스켓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가스켓 두께의 불균일성, 

잘못 성형된 가스켓 코너, 부적당한 접착 등은 필터가 허용하는 침투율율 쉽

게 초과할 수 있게 한다. 가스켓 재료가 너무 견고하면 필터를 마운팅 프레임

에 장착시킬 때 볼트의 과잉 체결력이 요구되고 그 결과로 필터가 손상을 입

힐 수 있다. 가스켓 재료가 너무 연하면 과도한 압축을 해야하고 그 결과로 

운전상태에서 클램핑 볼트와 프레임 재료의 이완 또는 팽창을 야기시켜 공기 

누출이 일어날 수 있다.

  필터 가스켓 재질로는 합성고무, 네오프렌, 유리섬유, 무기질 섬유 등이 사

용되고 있다. 70 ℃ 이상의 온도에서 합성고무 가스켓을 사용하는 것은 적합

하지 않다. 네오프렌 가스켓은 이보다 높은 온도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100 

℃ 이상의 온도에서는 사용이 곤란하다. 고온도용으로는 무기질 섬유나 유리

섬유가 사용되고 있다.

  가스켓은 가늘고 긴 조각의(폭 19 mm, 두께 6.4 mm.) 코너를 노치 또는 

열장이음 식으로 이어 만들지만, 셀 형식으로 이음매 없이 통째로 만든 것이 

좋다. 가스켓을 몰딩 방법으로 만들면 표면이 불균일하고 봉면에서 결함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가스켓 제조시에 쓰이는 실리콘 몰드의 콤파운드 성분이 

가스켓과 필터 프레임과의 접착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가스켓의 양쪽 표

면은 모두 전단에 의해 만든 것이 좋다. ASTM D1056 grade SCE 43 closed 

cell 네오프렌 스폰지로 만든 양면이 전단된 평판 가스켓이 권고되고 있다. 

〔폭 : 5/8∼3/4 in.(16∼19 mm)., 두께 : 1/4 in.(6.4 mm)〕

  가스켓을 필터 프레임에 부착할 때 프레임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게 잘 배

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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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가스켓 접착제

  필터 프레임에 가스켓을 부착하는 데는 난연성의 고무기질 접착제가 사용

된다. 가스켓은 필터가 일단 장착되면 완전히 구속되기 때문에 접착제가 갖추

어야 할 주요 요건은 필터가 장착되기 전 까지 가스켓을 견고하게 부착시키

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 HEPA 필터의 규격

      (1) 성능에 의한 등급

  미국 IES CS-1에서는 HEPA 필터를 기대되는 성능에 따라서 3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A 타입 : 정격유량에서만 전반적인 침투도 시험을 하며, 효율이 100 %에   

            가까운 필터

  B 타입 : 정격유량에서 전반전인 침투도 시험과 함께 필터 프레임에서의   

            누출을 찾아내기 위하여 필터를 봉하고 정격유량의 20 % 유  

            량에서도 침투도 시험을 수행하는 필터

  C 타입 : 스캐닝 시험을 수행하는 필터

  스캐닝 시험은 클린룸이나 클린벤취에 사용되고 있는 필터에 대해 특별히 

사용하고 있는 누출시험이며 일반적으로 원자력 분야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A 타입 필터는 대체로 순환식 정화시스템에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B 

타입 필터는 100 % 정격유량 시험에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핀홀에서의 

누출을 찾아내기 위해서 정격유량의 20 % 및 100 % 유량에서 모두 효율시

험을 수행한다. 대부분의 원자력시설, 특히 Once-through System에서는 B 

타입 필터를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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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필터의 크기 및 용량

  현재 사용되고 있는 HEPA 필터의 크기는 어느 공식적인 기구에서 규정한 

것은 아니지만 관습에 따라서 국제적으로 인정된 크기이다. 필터는 본래 미국

에서 처음으로 개발되어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필터의 크기는 인치 단위를 

사용하고 있으며, 필터마다 크기가 각기 다른 이유는 사용유량과 관계가 있

다. 새로운 필터 페이퍼의 개발로 인하여 필터의 공기 처리용량은 많이 증가

하 지만, 필터는 본래 25 mmWG 의 압력감손 상태에서 정격유량을 정하여 

사용되어 왔다. 

  원자력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HEPA 필터의 크기는 표 3.과 같다. 그 밖

의 크기는 특별 주문해서 구입해야 할 것이다. 표 3.에서는 610 × 610 × 

150 mm 크기도 포함되어 있지만 구조적인 면에서 취약하기 때문에 사용을 

피해야 한다. 표 3.에 기록된 유량용량은 최대저항 25 mmWG에서의 명목상 

값이다. 필터 제조사에서 25 mmWG 저항에서 이 명목상 유량용량보다 더 많

은 유량의 사용을 권할지라도 공기정화 설비를 설계할 때는 표 3.에 나타난 

값을 적용해야 한다. 유량을 많게 사용하도록 설계할  경우 미래에 필터 사용

자는 논리적인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 나중에 필터 제조사가 바뀌었을 때 본

래 시스템 유량보다 낮게 사용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3) 필터의 공기압에 대한 저항

  새 필터를 기준으로 정격유량으로 운전할 때 HEPA 필터에 걸리는 압력은 

최대 1 in.WG(25 mmWG)이며, 이 압력은 먼지가 집적됨에 따라 증가한다.

      (4) 먼지 집적용량

  실제 사용상태에서 필터의 먼지 집적용량은 필터의 타입, 모양, 크기, 도, 

먼지에 대한 부착성, 그리고 필터가 설치된 환경의 먼지입자 농도에 따른다. 

특별히 높은 먼지농도에서 사용되는 HEPA 필터의 먼지 집적용량은 프리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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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에 의해서 보호받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도 될 경우도 있다. 

HEPA 필터는 미세 먼지입자를 상당한 양으로 집적할 수 있지만 섬유형태의 

먼지나 솜 부스러기 등은 필터주름 사이의 공간을 가로지르는 경향이 있어 

필터의 먼지 집적용량을 현저히 저하시킨다. 섬유질 입자 및 얇은 조각의 입

자는 대기중이나 사람이 발생시키는 먼지 중에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먼지 집적용량은 필터의 수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공기정화설비 설계 

시 일반적으로 정격유량 1,000 cfm(28.32 ㎥/min.)당 4 lb(1,815 g)를 고려하고 

있다. 이 값은 미립자에 대하여 보수적인 값이며, 실제 사용조건에서의 필터

수명은 유사 운전조건 하에서 비교실험을 통해서 또는 경험적으로 결정할 수

밖에 없다.

      (5) 필터의 무게

  필터의 무게는 공기정화설비 설계 및 유지보수시 중요한 인자이다. 표  3.

에 open-face 직육면체 모델의 무게가 주어져 있다. 설계시 필요한 폐필터의 

무게는 정격용량 1000 cfm(28.3 ㎥/min.) 경우 대략 4 lb(1,815 g)을 더하면 

된다.

표 3. HEPA 필터의 크기 및 정격유량   

필터의 크기
용량

(㎥/h)

대략적인 필터의 무게

(Kg)

목재 프레임 철재 프레임

203×203×78 mm(8×8×3 1/3 in.) 45 0.91 1.36

203×203×150 mm(8×8×5 7/8 in.) 85 1.63 2.63

305×305×150 mm(12×12×5 7/8 in.) 215 2.18 3.31

610×610×150 mm(24×24×5 7/8 in.) 850 7.71 9.98

610×610×292 mm(24×24×11 1/2 in.) 1,700 14.5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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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HEPA 필터의 특성

      (1) 섬유필터의 포집 이론

        (가) 관성효과 

  공기의 흐름을 타고 섬유에 접근한 입자는 자기의 관성에 의해 기류로부터 

벗어나 필터섬유에 충돌되어 포집된다. 입자가 공기와 같은 속도로 장애물에 

접근할 때 공기는 필터섬유 주위를 통과하기 위하여 가속과 방향전환을 한다. 

이 때 질량이 큰 입자는 관성에 의해 직진운동을 계속하려 하지만 공기는 입

자를 옆으로 유도하려 한다. 관성효과는 먼지 입경과 유속에 비례한다.

        (나) 확산효과

  작은 입자는 공기의 흐름과 관계없이 브라운 운동을 한다. 따라서 기류를 

타고 여재 사이를 통과는 큰 입자까지도 여재 사이의 이동거리가 길고 방향

성이 없기 때문에 섬유에 걸려 포집된다. 확산에 의한 입자의 포집효과는 먼

지 입경과 유속에 반비례한다. 

        (다) 차단효과

  어떤 입자가 섬유소에 근접하여 지나갈 때 섬유표면에서 입자반경 이내로 

먼지입자의 중심이 통과할 때 확산, 관성, 중력 또는 전기적으로 섬유에 포획

된다. 이러한 직접포획에 의한 효과는 입자의 직경 대 섬유의 직경 비가 클 

때 크게 나타난다.   

 

      (2) 필터에서의 압력감손

  필터를 통과하는 유량과 필터로 인한 덕트 내의 압력감손은 그래프 상에서 

직선관계를 유지한다. 필터는 보통 정격유량 하에서 압력감손이 25 mmWG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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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도록 설계하고 있기 때문에 정격유량의 50 %가 필터를 통과한다면 압력감

손은 12.5 mmWG, 150 %일 경우는 37.5 mmWG가 될 것이다. 환기시스템의 

설계시 그리드, 덕트, 그리고 필터 등에서 발생하는 모든 압력감손 요인뿐만 

아니라 필터에 집적되는 먼지로 인한 압력감손이 증가하는 것도 반드시 고려

해야 한다. 먼지의 집적정도는 필터의 초기 압력 감손치의 2 배 내지 4 배 정

도가 되도록 설계하며, 이 경우 필터에서의 압력감손은 보통 50 mmWG ∼ 

100 mmWG가 될 것이다.

      (3) 필터의 먼지 포집효율

        (가) 포집효율과 침투율

  필터의 포집효율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필터에 포집된 먼지량(무게)
       η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필터에 들어온 먼지량

  포집효율은 매우 높게 표현되기 때문에 주로 침투율을 이용하고 있다.

              필터를 통과한 먼지량(무게)
       f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필터에 들어온 먼지량

  따라서 f = 1-η가 된다.

  침투율은 방사성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에서 배기체로부터 필터의 분진제거 

능력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며 널리 이용되고 있다.

  HEPA 필터는 각기 다른 회사에서 제조되었을지라도 직경 0.3∼0.5 ㎛ 먼

지를 대상으로 표준 시험방법에 의한 시험결과로 보통 99.97 % 이상의 포집

효율을 지니고 있다.

        (나) 침투율과 필터의 압력감손















- 26 -

  이 시험은 포집효율 99.97 % 이상, 정격용량 1,700 ㎥/h의 유리섬유 필터를 

이용하여 수행한 결과로서 곡선 A, B 그리고 C를 비교해 보면 필터 눈메움

은 입자가 작은 분진에 의해 더 빨리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5) 기계적 특성 

  HEPA 필터는 고품질의 필터섬유를 사용하여 오염 물질의 누출방지에 많

은 노력을 기울여서 제조해야 함은 물론 운송, 취급 그리고 운전조건의 변화

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기계적 강도를 지녀야 한다. 운전상태에서 필터에 걸

리는 압력 감손치은 50∼100 mmWG 까지 올라갈 수 있다. 먼지로 인한 필터

의 눈메움이 진행됨에 따라 필터에 걸릴 수 있는 최대의 압력 감손치는 벤틸

레이션 설비의 팬에 의해 생성될 수 있는 총 정압 값이 되며, 일반적인 벤틸

레이션 설비에서의 팬의 총 압력수두는 100∼200 mmWG 정도이다. 필터가 

이러한 압력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은 필터 깊이와 필터 단면적의 크기에 따른

다. 비교적 좋은 품질의 경우 필터 단면이 610×610 mm이고, 필터 깊이가 

150 mm일 때 약 250 mmWG의 압력감손까지 견딜 수 있으며, 필터 깊이가 

292 mm인 경우에는 500∼600 mmWG의 압력감손에 견딜 수 있다. 그러나 

깊이가 292 mm인 필터의 경우 통상적으로 254 mmWG의 압력감손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명기하고 있다.

  난기류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유량의 변동, 팬 압력의 순간적인 변화, 필

터 마운팅 프레임의 진동 등이 필터 장착설비에 변형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이

러한 변형으로 인하여 필터의 손상이 우려되는 상태에서는 시설의 운전특성

에 적합한 팬을 설치하고, 필터 전방에 있는 덕트 시스템을 적합하게 설계하

여 적절치 못한 요인들을 모두 제거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덕트는 진동을 방

지하기 위하여 완전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필터의 손상은 대부분 운송도중 또

는 부주의한 취급에 기인한다. 따라서 필터유닛은 필터뱅크에 장착하기 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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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필터섬유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포장판지 안에 포장되어 있어야 한

다.

  일반적으로 열이나 수분 같은 조건이 동일할 경우 목재 프레임이 철제 프

레임보다 더 견고하고 진동 완충특성, 내부식성, 코너의 강도도 더 좋다. 원자

력 발전소 배기 계통에서는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스켓을 80 %이상 압

축하는 것이 보통인데 가스켓 표면에서 최소 1.4 Kg/㎠의 고정력이 필요하고, 

1000 cfm(28.3 ㎥/min.)의 필터 프레임에서는 총 650 Kg 이상의 부하게 걸린

다. 단면계수가 철제 프레임의 20 배에 가깝기 때문에 목재 프레임이 높은 압

력의 축방향 하중에 더 잘 견딘다. 모서리에 대한 강도도 철제 프레임에 비해 

2 배나 더 강하기 때문에 우력(짝힘)에 의한 파괴나 뒤틀림에도 더 잘 견딘

다. 필터의 비틀림은 핸들링, 선적, 설치시에 잘 발생하며 필터섬유 및 프레임

과 코어 사이의 봉부위에 손상을 입힌다. 그러므로 두꺼운 천이나 금속망으

로 된 면 보호망를 설치하여 파괴 및 뒤틀림에 대한 저항성을 높이는 경우도 

있다.

  충격압력에 대한 HEPA 필터의 저항성 시험방법이 미국 해군에 의해 확립

되었으며, 표준형태의 필터에 대한 그 측정결과가 표 4.와 그림 8.에 수록되어 

있다. 실험결과를 보면 약 50 msec 동안 충격을 받았을 때 필터가 손상된 것

으로 보이지만 필터 효율의 감소는 일어나지 않았고, 견딜 수 있는 최대 충격

압을 표시하 다. 또 양면에 보호망이 있는 필터가 없는 것에 비해 내 충격압

이 약 40 %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망을 부착함으로써 비틀림, 충격

압력 등에 대한 저항성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보호망 부착을 권고하고 

있다. 기능손상 시점의 압력보다 0.035∼0.7 kgf/㎠ 이상에서는 하류 쪽의 주

름진 필터가 파열되며, 0.035 kgf/㎠ 이상에서는 전체가 날아가 버리는 것이 

보통이다. enclosed 형 필터의 충격압력에 대한 저항성은 충격압력이 필터코

어의 중앙부에 집중되기 때문에 face-open 형태의 필터보다 약하다.

  HEPA 필터에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사항은 연속되는 과압에 견딜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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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능력이다. 미국에서는 10 in.WG(254 mmWG) 또는 그이상의 압력을 최소

한 15 분 동안 유지시켰을 때 필터에 외관의 손상이나 효율의 저하됨이 없이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구조적 강도를 지니도록 명기하고 하고 있다. 그러나 사

용중인 필터에 대해서는 계획 또는 설계목적으로는 8 in.WG(203 mmWG)가 

권고하고 있다. 또한 필터는 토네이도 또는 덕트 시스템에서 댐퍼를 난폭하게 

개폐할 때 마주칠 수 있는 상당히 높은, 짧은 기간 동안의 과압에 견딜 수 있

어야 한다. 토네이도에 대한 설계기준은 3초 동안에 0.21 kgf/㎠로 규정하고 

있지만, HEPA 필터는 스텍, 덕트 시스템, 팬 등의 시설물에 의한 감소효과로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은 적합치 않다. Los Alamos에서의 실험결과를 보면 

203 × 203 × 78 mm HEPA 필터는 3 psi(0.21  kgf/㎠)의 펄스 압을 9초 동

안 가하여도 외관상 손상이나 효율의 저하 없이 견딜 수 있었다. 이 것을 앞

의 표 4.와 비교해 보면  292 × 292 × 292 mm 필터는 2.5 psi (0.175 kgf/

㎠)의 펄스 압에서 9 초 동안 견딜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바, 이  것은 토

네이도 사고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조건보다 더 심각한 경우이다.

표 4. Open-Face HEPA 필터의 충격압력에 대한 저항           

필터의 크기

(mm)

파괴 압력

(Kgf/㎠)

사용제한 압력(Kgf/㎠) 

면 보호망이 있는 

필터

면 보호망이 없는 필

터

203×203×78 0.26 0.26 0.14

203×203×150 0.32 0.32 0.18

305×305×150 0.25 0.25 0.14

610×610×150 0.15 0.12 0.08

610×610×292 0.22 0.19 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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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공정 유출물을 수집하는 곳과 유리섬유 필터를 파괴하는 부식성 

흄의 제거에 많이 사용되었다. 현재 원자력시설의 배기 계통에는 등급 ①만 

허용되고 있다.

  한편 내화성 HEPA 필터는 Underwriters' laboratories.에서 품질시험 및 인

증되고 있다. 품질인증 기준은

  ① 700∼750 ℉(370∼400 ℃) 온도의 정격유량의 공기를 5 분간 통과시킨   

     후 필터의 현격한 효율감소가 없어야 하고,

  ② Bunsen 버너의 불꽃시험에서 불꽃을 제거하고 난 이후 필터에 불꽃이  

     잠시 남아 있는 상태에서 후속으로 타는 물질이 없어야  한다.

  표 5. 및 표 6.은 필터코어와 프레임 사이에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봉제를 기준으로 HEPA 필터의 장시간 사용시 제한온도를 보여주고 있다. 목

재 및 철제 프레임 필터는 보통 400 ℃에서 5 분에서 10 분 동안 견딜 수 있

도록 설계된다. 고온에서 장시간 사용시의 제한온도는 근본적으로 봉제에 

의해 결정된다. 합성고무 봉제는 탄화점 또는 ‘checkering point" 보다 훨씬 

낮은 온도에서 그 전단강도를 잃어버린다.(예를 들면, 실온에서 60 kgf/㎠가 

150℃에서 1 kgf/㎠로 떨어진다.) 따라서 필터 사용자는 고온에서 장시간 운

전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필터의 장시간 사용 제한온도를 제조사와 반드시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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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합성고무 봉제를 사용한  내화성 철제 프레임 HEPA 필터의 

     사용 제한온도 

봉제

필터의 사용시간에 따른 사용제한 온도(℃)

10 분간 

사용

2 시간 

사용

48 시간 

사용

10 일간 

사용

무기한 

사용

HT-30-FR 400 175 160 150 125

Z-237 400 160 150 135 95

EC-2155 400 120 105 95 95

폴리우레탄 폼 400 160 150 135 110

표 6.  내화성 목재 프레임 HEPA 필터의 사용 제한온도 

프레임 재질

필터의 사용시간에 따른 사용제한 온도(℃)

10 분간 

사용

2 시간 

사용

48 시간 

사용

10 일간 

사용

무기한 

사용

두께 19 mm

합판
400 150 135 95 80

두께 19 mm

목재-파티클

보드

400 150 120 80 80

      (7) 내습 및 내부식성

  공기중의 수분 또는 공정상에서 발생되는 산, 염기성 흄은 필터의 손상을 

초래한다. 필터 하우징 내로 물이 침투하여 벽, 마운트 프레임, 필터 등의 표

면에 응축되면 목재로부터 염이 누출되어 알루미늄 분리판의 부식을 가속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필터 설치 후에는 예비 필터에 대해서도 매달 또는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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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주기적인 통풍을 권고하고 있다.

  목재 프레임은 카드뮴 도금 강으로 제작된 프레임보다 내화학성이 더 좋으

나 55 ℃  이상의 온도에서 습도가 높을 때(95∼100 %RH) 7 일 이상 계속 

운전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특히 고온에서 운전하다 실온 운전으로 바뀌면 

수분이 필터 프레임 표면에 응축되어 목재 내부로 침투하면 목재의 연화 및 

봉제의 파손으로 필터코어가 완전히 떨어질 수도 있다. 또한 목재는 매우 

건조한( ＜ RH 1 %) 상태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 석면으로 처리된 분리판은 

내부식성이 매우 좋지만 내습성이 좋지 않다. 알루미늄은 내습성이 훌륭하고 

저농도의 염. 산기에도 내부식성이 양호하다. 

  폴리스티렌, 폴리비닐 클로라이드와 같은 플라스틱 분리판은 내열성이 낮아 

32∼50 ℃의 온도에서 주름이 풀리므로 원자력 산업시설용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8) 내 방사선

  HEPA 필터에 3.5 ×10
7
 rad 이상의 방사선을 조사시키면 필터섬유의 내습

성이 현저히 감소된다. Savannah River의 감마선 조사시험 결과에 의하면 여

러 가지 필터에 대하여 집적선량 7 ×10
7
 rad 까지의 감마선 조사시켰을 때 

조사선량의 증가에 따라서 수분에 의한 필터의 눈메움 현상이 증가하 다. 이 

실험결과는 분무 또는 증기응축이 일어날 수 있는 시스템에서는 필터를 수분

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필요성과 고준위 방사선 구역에서도 필터의 사용이 가

능하다는 사실을 보여 주었다.

      (9) 필터의 눈메움 

  HEPA 필터는 Submicron 입자에 대한 포집능력은 월등하지만 수분, 먼지, 

연기 등에 잘 막힌다. 먼지에 의한 막힘은 적절한 프리필터를 사용하여 감소

시킬 수 있고 수분에 의한 막힘은 제습기를 사용함으로써 줄일 수 있다. 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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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는 연기를 제거하는데는 도움을 주지만, 잘 막히고 시스템의 유량을 감소

시킨다. 프리필터의 압력 저항치를 초과하면 필터가 파단되어 HEPA 필터의 

상류에 고농도 연기가 노출되고 순간적인 눈메움으로 인하여 HEPA 필터가 

파손될 수 있다.  HEPA 필터의 파손은 곧 방사성 물질의 방출억제 기능의 

상실이기 때문에 연기가 필터에 도달하기 전에 진압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

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현재 ERDA에서는 연기에 의한 필터의 막힘에 대해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3. 원자력시설의 공기정화 설비 설계시 고려사항

    가. 공기정화설비의 운전방식

  공기정화 설비의 운전은 그 시설의 특성에 따라서 연속운전, 일 중 일정시

간 운전, 그리고 단순히 비상시를 대비한 운전으로 구분할 수 있다. 건물 안

의 공정설비를 하루 1 교대 또는 2 교대로 운전하는 경우 그에 따라서 공조

설비를 연속 운전시킬 것인 지 아니면 공정설비가 가동되는 시간 동안만 운

전할 것인 지 선택해야 할 것이다. 설비를 매일 가동과 정지를 반복시킬 경우

에 필터의 수명, 공조설비의 구성 장치 등의 성능 면에서의 향과 연속운전 

시에 소요되는 유지비용 및 동력소모 등을 비교 평가해야 할 것이다. 경험상 

모든 면을 고려할 때 방사성 물질을 취급하는 건물에서는 공조설비를 주말과 

휴일에는 공기유량을 줄여 운전하고 주중에는 연속운전 시키는 방법이 대체

로 안전한 운전방식으로 보여진다. 덕트, 필터 하우징, 댐퍼 프레임, 팬 하우

징 등에서 완벽한 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공조설비의 운전정지기간 동

안에 오염된 공기가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누출될 것이다. 그리고 방사성 

물질을 취급하는 건물에서는 비상시 또는 가동 중인 공조설비의 고장시 유지

보수를 목적으로 여분의 배기 팬 및 공기정화 설비를 보유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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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필터의 교체주기

  고효율 공기정화 설비의 운 비용은 팬 가동에 따르는 전력비용과 필터교

체에 드는 필터 비용 및 인건비가 주로 차지한다. 필터비용에 향을 미치는 

주요인자는 필터 교체빈도이다. 공조설비를 20 년 동안 유지하는데 드는 전체

비용 중(자본비 포함) 인건비를 포함한 필터교체 비용이 70 % 정도이고 전력

비는 단지 15 %정도 차지한다고 한다.(* Harverd Air Cleaning laboratory) 

  건물의 흡기부에 고성능 필터의 설치, HEPA 필터 전에 프리필터 설치, 공

조설비를 정격공기유량 이하로 운전, 그리고 필터에 걸리는 공기저항이 사용 

가능한 최대 압력에 도달할 때까지 사용하는 방법 등은 모두 필터 교체빈도 

및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대책이 될 것이다. 

    다. 벤틸레이션 인입 공기 정화용 필터

  벤틸레이션 인입 공기와 함께 건물 내로 들어오는 대기 중 먼지는 상당한 

양으로 건물과 배기정화 시스템에 축적된다. 배기 정화용 필터의 눈메움을 줄

이기 위해서는 건물 내에서는 높은 농도의 연기, 먼지, 솜 부스러기 등을 발

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건물 내로 들어오는 대기 중 먼지를 미리 제

거하면 배기 정화용 필터의 눈메움을 줄일 수 있을 뿐더러 청소비용 등 건물

의 유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잇점이 있다. 이는 중간 정도의 효율을 지닌 

필터(50∼60 % ASHRAE)를 건물의 벤틸레이션 흡기구에 설치하면 가능하며, 

실제로 배기 정화용 필터의 먼지축적을 많이 줄일 수 있다. 따라서 배기 시스

템의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필터의 교체빈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인건비

를 상당히 줄일 수 있다. 

  공기 인입구 필터를 보호하기 위하여 흡기구에는 루버 및 습기 분리장치을 

설치해야 한다. 눈, 비, 진눈깨비, 우박 등은 흡기부 필터를 손상시키거나 막

히게 하여 운 비용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건물 내 압력상태를 혼란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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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정화 시스템에 심각한 향을 끼칠 수 있다. 온화한 기후일지라도 흡기구

에 히터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착빙은 흡기부 필터에 심한 손상을 입히기 때

문이다. 지면 또는 옥상에 위치한 흡기구에는 철망을 설치하여 잔디 부스러

기, 나뭇잎, 바람에 날리는 쓰레기 등을 차단하여 필터와 제습기를 보호해야 

한다. 가능하면 이런 점들을 피하기 위하여 흡기구는 2 층 이상의 높이에 위

치하는 것이 좋다.

    라. 프리필터

  HEPA 필터는 본래 미크론 단위 이하의 입자를 제거할 목적으로 사용하며, 

거친 먼지입자를 제거하는 데에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HEPA 필터는 거친 

먼지입자에 대해서 먼지 집적용량이 아주 낮다. 큰 입자, 솜 부스러기 등의 

농도가 높거나 연기 등에 노출된 상태에서는 눈메움이 심하게 일어난다. 솜 

부스러기는 필터의 주름을 가로질러 부착되기 때문에 더욱더 필터의 먼지 수

용능력을 감소시킨다. HEPA 필터는 오염된 물질의 방출을 억제한다는 관점

에서 가장 중요한 공기정화 설비의 구성요소이다. HEPA 필터의 기능 상실은 

곧 공기정화 설비의 역할 상실이기 때문이다.

  프리필터는 덕트 입구에 각각 설치하거나 중앙 집중식 배기필터의 하우징 

안에 설치할 수 있다. 이는 모두 HEPA 필터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HEPA 필터의 손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프리필터를 덕트 입

구에 각각 설치하는 방법은 덕트 안에 먼지가 축적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

으며 잠재적 화재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그림 9.는 프리필터를 사용

함으로써 HEPA 필터의 수명을 얼마만큼 연장시킬 수 있는 지 보여준다. 물

론 수명연장 기간은 선택한 프리필터의 품질과 건물 내의 먼지농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프리필터는 먼지농도가 0.023 g/㎥ 이상인 환경

의 공기정화에 주로 사용하고 있지만,  0.023 g/㎥
 
을 초과하는 먼지 농도에

서도 프리필터를 사용하여 HEPA 필터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 프리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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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용은 ESF( Engineered Safety Feature)에서 권고하고 있으며, 프리필터

의 선택 여부는 HEPA 필터의 수명에 따르는 교체 비용과 프리필터의 설치

비 및 유지비에 의해 결정된다.

  프리필터를 덕트 입구에 각각 설치하는 방법은 전체 공기정화설비를 간섭

하지 않고 필터를 교체할 수 있다. 또한 덕트 내의 먼지축적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덕트의 부식, 사고시 발생할 수 있는 덕트 내 수분축적, 작업지역 내

의 화재로 인한 불꽃 부스러기, 불동 등을 차단시킬 수 있는 대책이 될 수 있

다. 반면에 많은 수량의 프리필터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중앙 집중식 하우

징에 설치하는 경우보다 2∼3 배 비용이 더 든다. 중앙 집중식 공기정화 설비

의 프리필터는 HEPA 필터에 바짝 붙여 장착하지 말아야 한다. 분리된 마운

팅 프레임에 장착해야 하며 적어도 HEPA 필터로부터 전방 1.2∼1.5 m 떨어

져 위치하여만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다. 프리필터와 

HEPA 필터 사이에 접근이 가능한 적당한 공간이 있어야 유지관리에 편리할 

뿐만 아니라 불꽃이 직접 달라붙어 화재가 전파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다. 

만일 화재발생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불꽃을 차단하기에 충분히 미세

한 철망을 (10∼20 메시) 프리필터의 후방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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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바로 직전의 최대 압력감손 상태의 필터를 사용하여 덕트의 말단까지 

팬 압력을 유지하면서 정격 유량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높은 압력감손이 

일어날 때까지 필터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용량의 팬을 설치해야함은 물론 필

터의 초기사용 시점에서 교체할 때까지의 긴 기간동안 넓은 압력감손의 변화 

폭을 극복하면서 필요한 유량을 공급해야 하는 불리한 조건에서 팬이 운전되

어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필요한 팬 용량은 다음 식에 의하

여 계산할 수 있다.

                 HPf=
QΔP
6356Ef

  여기서,

  HPf = 팬 마력

  Q = 시스템 유량 cfm

  ΔP = 필터 교체 시점에서 공기정화 설비에 걸리는 최대 압력감손

  Ef = 팬 효율(보통 0.6)

  모터의 용량은 다음 식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다.

                  HPm=
HPf
Em

  여기서,

  HPm = 모터 마력

  HPf = 팬 마력

  Em = 모터 효율(20 마력 이상의 모터는 보통 0.9)

 

  시설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연간 소요비용은 2 in.WG(50 mmWG)의 압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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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까지 사용하는 시스템이 투자비 및 동력비가 낮을지라도 필터교체에 따르

는 자재비 및 인건비를 감안하면 4∼5 in.WG(100∼127 mmWG)의  압력감손

이 일어날 때까지 사용하는 시스템이 적을 것이다.

    바. 균일한 유속유지의 필요성

  대규모 공기정화 설비에서 필터 하우징의 설계가 잘못되면 덕트와 필터 하

우징 간에 또는 필터 하우징과 팬 사이에서 공기가 원할하게 흐르지 못하고  

편중화되기 쉽다. 때문에 필터뱅크의 중간에 위치한 필터 또는 활성탄 필터는 

뱅크의 주변에 위치한 필터보다 높은 유속에 접하기 된다. 이렇게 되면 필터

에 먼지가 고르게 축적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속의 불 균일성이 심하면 공

기 인입구에 가깝게 설치된 필터는 허용 침투율을 초과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림 11.은 높은 유속에서 매우 작은 입자의 HEPA 필터의 침투율은 속도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 침투율이 심하게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다. 반대로 매우 

낮은 유속에서는 큰 입자의 포획에 관계 있는 ‘고착’ 메카니즘의 향이 줄어

들기 때문에 1 ㎛ 이상의 입자의 HEPA 필터 침투율은 증가하게 된다. 적절

치 못한 하우징이나 필터뱅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느 필터는 매우 높은 유

속에 접하게 되고 또 다른 필터는 매우 낮은 유속에 접하게 되는 경우 필터 

자체의 상태가 양호하더라도 심하게 침투가 일어날 수 있다. 방사성 요드를 

흡착하기 위한 활성탄 필터는 낮은 유속에서 효율이 높고 높은 유속에서는 

효율이 떨어진다. 때문에 특히 방사성 기체를 포집하기 위한 활성탄 필터뱅크

에서는 유속을 균일하게 유지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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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오염공기의 대기 누출 또는 건물 내 작업공간으로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

하여 필수적이다. 사고가 심각한 경우에는 벤틸레이션 설비, HEPA 필터, 활

성탄 필터 등의 손상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만 할 것

이다.

  ① 벤틸레이션 설비 및 공기정화 설비의 운전이상, 정전, 화재, 기타 사고   

     시 발생할 수 있는 충격, 과압, 열, 화재, 상당한 양의 습기 축적에 의한  

     필터 및 활성탄 필터의 손상에 대한 향

  ② 위의 향을 경감시키기 위한 덕트 및 공기정화설비의 구성요소들의 설  

     계 및 배치

  ③ 여분의 공기정화 유닛, 팬, 및 전력

  ④ 공기정화 설비의 기능 상실시 배기 계통의 관리대책

  공중과 건물 내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오염누출의 제어수단인 공기

정화설비 및 벤틸레이션 설비의 구성요소들은 건물 내에서 사고가 발생된 상

황에서도  반드시 건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건물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사고 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압력, 열, 습기, 응력 등으

로부터 최소한의 손상 및 기능 상실로써 반드시 마지막까지 유지될 수 있어

야 한다.

    아. 충격 또는 과압에 에 대한 대책

  공기정화 설비에 대한 기계적 충격은 건물 내 작업지역에서의 폭발, 지진, 

또는 댐퍼나 하우징을 급하게 개폐할 때 시스템 내에서의 가압 및 감압에 의

해서 발생할 수 있다. 그러한 과도적 압력이 초 단위의 기간동안 지속될 때 

정압이 근본적인 파괴의 원인이며, 순간적인 압력상승이 일어나는 단지 2∼3 

millisecond 동안의 충격은 대부분 화학적 폭발로 인해 발생된다. 이 때의 파

괴는 주로 충격파의 운동량에 대한 함수로 나타난다. 지진 또는 부주의한 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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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의 개폐로 인하여 발생되는 충격은 보통 말단의 어딘가에 향을 주게 된

다. 충격에 의한 HEPA 필터 및 활성탄 필터의 기능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는 힘이 이들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이들을 분리시키거나 덕트, 하우징, 마운

팅 프레임, 그리고 이들 장치의 지지물에 대하여 충격에 대한 저항을 강화시

켜야 할 것이다. HEPA 필터에 충격에 대한 저항은 면  보호망을 장치하여 

강화시킬 수 있다.

    자. 화재 및 고온에 대한 향

  로브 박스, 핫셀, 실험실, 기타 방사성 물질의 누출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

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긴급사태 동안 방사선에 오염된 공기의 누출을 방지해

야 하는 문제 때문에 벤틸레이션 및 공기정화설비의 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HEPA 필터의 파열된 부분이나 격리용 시설의 갈라진 틈새를 통

한 오염된 연기의 누출은 화재 자체로 인한 피해보다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다. 건물 내 방사성 물질 취급공간 또는 건물 전체를 완전히 봉쇄하

거나 격리시킬 수 있다면 필터 및 기타 공기정화설비에서의 화재의 향은 

그리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건물서는 건물 내 작업구역

으로부터 오염공기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한 구역간 필요한 압력 차를 유지하

기 위하여 배기 시스템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공기흐름을 유지시키는 것을 

필요로 하고 있다. 또한 배기 시스템에서는 압력과 고온을 배출시키기 위한 

통로와 공기를 대기로 방출하기 전에 오염된 연기를 제거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기정화설비의 

화재에 대한 향은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HEPA 필터, 팬, 그리고 예비용 HEPA 필터 및 팬 등은 화재가 지속되는 

기간이나 잔재 제거를 위한 후속처리 기간동안에 반드시 운전 가능한 상태로 

유지되어 있어야 한다. 방사선 준위가 낮은 구역으로부터 높은 구역으로 공기

흐름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구역이 분리된 건물에서는 화재가 발생한 공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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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상승을 막기 위하여 또한 오염공기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역간 압

력 차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 화재가 일어난 경우 벤틸레이션 설비의 가

동을 중지시킬 때에도 HEPA 필터의 보호는 화재가 진압된 이후에 건물 내 

오염공기를 정화시키기 위하여 매우 중요한 일이다. 화재상황에서 공기정화 

설비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다음과 같다.

  ① 열과 고온의 공기가 필터를 손상시킬 수 있으며, 필터 또는 덕트에 축적  

     된 먼지를 점화시킬 수 있다. 필터 프레임 및 마운팅 부분의 금속재질을  

     뒤틀리게 하여 그 부분으로 오염공기를 바이패스 시킬 수 있으며 또는  

     팬 및 댐퍼를 못쓰게 만들 수 있다.

  ② 불꽃과 재가 HEPA 필터에 있는 먼지를 점화시켜 필터 섬유의 홀을 녹  

     일 수 있다.

  ③ 연기가 제습기, 프리필터, HEPA 필터 등을 눈메움시키면 시스템 유량  

     이 현저히 감소하거나 또는 압력상승으로 인하여 필터가 파열될 수 있  

     다.

  ④ 공기팽창으로 인한 압력상승과 연기로 인한 필터 눈메움 현상이 결합하  

     면 필터가 쉽게 파열될 수 있다.

  ⑤ 스프링클러에 의한 물방울 또는 소화제 입자가 필터 섬유에 구멍을 내  

     어 필터의 구조적 특성(고유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차. 공기정화 설비의 분리 배치

  공기정화 설비가 여러 개로 분할되어 있으면 화재, 폭발, 장비고장 등의 사

건이 일어나도 설비관리가 매우 쉬워진다. 손상된 유닛을 격리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공기정화설비 전체를 중단시키는 일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림 12.는 

고위험 α방출물질을 취급하는 곳의 중앙 집중식 공기정화 설비의 병렬배치 

방식이다. 이 방식에서는 어느 한곳의 하우징에서 장비고장이나 화재가 일어

나더라도 프리필터 및 HEPA 필터의 하우징을 각각 격리시킬 수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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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필터의 장착

        (가) 필터와 사용환경  

  필터설비는 공기중의 온도와 습도가 필터의 성능에 미치는 향을 고려하

여야 한다. 특히 이러한 물리적 조건들은 비정상 조건이나 비상사태시를 고려

하여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건물 벤틸레이션 설비의  공기 

온도가 60 ℃이하이면 필터의 선택시에 향을 주지 않는다. 기체의 점성이 

필터의 포집효율에 미치는 향은 무시할 정도이며, 유리섬유 페이퍼 재질의 

필터로 시험한 결과 유리섬유의 성질이 떨어지는 온도에 가까워져도 효율의 

변화는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기중 습도가 80 % 이상이 되

면 셀루로우즈 페이퍼 재질의 필터는 적당하지 않다. 약품 처리된 유리섬유 

페이퍼 재질의 필터는 100 %의 습도에서 성능을 유지할 수 있지만, 습도가 

100 %에 가까워지면 공기중의 안개나 작은 물방울 형태의 수분을 함유하게 

되며 필터에 물이 축적되는 일이 일어난다. 필터가 스크러버 이후에 설치되어 

있으면 공기가 필터에 들어가기 전에 스크러버를 통과하여 발생될 수 있는 

모든 물방울들을 기화시키기 위한 가열기를 필터뱅크 앞에 설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기중에 산이 함유되어 있으면 부식방지를 위하여 필터 및 덕트는 

내산성 재질로 제작되어야 한다. 

  대기중의 먼지농도는 보통 시골지역에서 0.05 ㎎/㎥, 도지지역에서 1 ㎎/㎥

으로 차이가 있다. 산업지역의 대기 중 먼지농도는 도시지역보다 더 높을 것

이다. 건물 입구에서 대기중의 먼지를 여과시키지 않는다면 건물의 배기구에 

설치된 필터는 대기 중 먼지 농도에 완전히 노출될 것이다. 대기중의 먼지농

도가 0.05 ㎎/㎥일지라도 공기정화 시스템 연속운전시 1 년 후의 배기구 

HEPA 필터의 압력상승은 약 2 배까지 증가할 수 있으며, 대기중의 먼지농도

가 높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필터의 눈메움이 심화된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건

물의 공기 인입구에 성능이 좋은 필터를 설치하는 것이 배기구의 HEPA 필

터 교체빈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며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HE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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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의 취급이나 처리비용 면을 고려하면 더욱더 유리하다. 방사성물질을 취

급하는 시설에서의 인입 공기의 여과는 일반적인 벤틸레이션 설비에서 작업

공간의 청정도를 유지시키기 위하여 인입 공기를 여과시키는 목적에 비해서 

더욱더 절실하다. 그리고 작업지역의 표면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도 작업지역의 

공기중 먼지농도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물의 공기 인입구에 설치

하는 필터는 그룹 Ⅱ 또는 그룹 Ⅲ의 필터를 사용한다. 건물의 공기 인입구는 

먼지농도가 낮은 위치를 선정해야 하며, 인접한 다른 건물의 배기구를 피하는 

것이 좋다. 건물 인입 공기의 먼지농도가 낮으면 보건물리 관련 비용과 공기

정화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다.

        (나) 필터의 화재방지 대책

  발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 또는 화재로 인하여 필터의 손상이 우려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비가연성 재질의 필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필터는 먼지 

축적으로 인하여 화재위험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내화염성 필터가 많이 사

용되고 있다. HEPA 필터로부터 적당히 먼 곳에 프리필터가 설치되어 있으면 

최종 방어벽인 HEPA 필터는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중화되지 않은 불화수소 산이 내포된 기체의 여과에는 셀룰로우즈 재질의 필

터를 사용하여야 하며, 필터에 불티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불티 방

지장치를 설치하여 필터를 보호하여야 한다.

        (다) 프리필터의 장착

  방사성물질을 취급하는 건물 내에서는 바닥 면, 작업대 등을 을 항상 청결

하게 유지하고, 작업대는 사용한 후에는 덮어둠으로써 설비에서의 먼지 발생

을 줄일 수 있다. 그래도 공정 자체에서 먼지는 발생되며, HEPA 필터는 보

통 먼지농도가 1 ㎎/㎥보다 높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HEPA 필터 

이전에서 공기를 전 처리하는 것이 보통이다. 배기체의 처리비용은 프리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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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착에 필요한 건설비용 및 프리필터의 교체에 따르는 추가비용과 프리필터

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HEPA 필터의 교체빈도가 증가하는 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프리필터를 사용함으로써 일정 유량을 여과처리하기 위한 

전체적인 비용은 먼지농도, 먼지입자의 크기 등의 조건에 따라 감소하거나 또

는 증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기계장치로부터 많은 양의 먼지가 발생되면 집

진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으면 기계장치의 배기구에 프리필터를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조치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자연 발화성 먼

지나 감마 방사성 먼지가 덕트에 퇴적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라) HEPA 필터의 장착

           1) HEPA 필터 교체시 주의사항

  덕트나 필터 하우징으로부터 먼지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터설비는 

배기 팬의 전방에 설치되어야 하며, 필터 하우징의 내부는 부압 상태를 유지

해야 한다.

  HEPA 필터의 장착작업은 가스켓의 완벽한 봉상태 유지 및 약한 필터섬

유를 취급해야 하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 HEPA 필터의 성능은 

적절치 못한 장착이나 취급으로 인하여 쉽게 저하될 수 있다. 필터의 장착은 

여과되지 않은 공기가 필터유닛을 바이패스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제거해

야 한다. 필터의 분진 포집성능이 99.97 % 이고, 처리유량이 1,700 ㎥/h 인 

표준형 HEPA 필터에서 필터섬유를 정상적으로 통과하지 않은 0.03 % 또는 

0.5 ㎥/h의 누출은 필터 정격치의 2 배까지 침투를 증가시킬 수 있다. 필터에 

의한 압력강하가 25 mmWG일 때 필터에 생긴 지름 약 3 mm의 구멍은 0.03 

% 이상의  누출을 발생시킬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사용하고 있는 필터의 장

착기구 및 방식과 관련하여 항시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이다. 필터의 배치는 

필터의 수량, 필터의 교체기술, 방사능 오염농도와 형태, 작업공간, 덕트 등에 

향을 받는다. 필터는 방호복, 방독면 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취급하여야 



- 49 -

하며, 유지보수, 운송 등을 위한 충분한 작업공간이 있어야 한다.

          2) HEPA 필터유닛의 교체원인 및 절차

           가) 필터유닛의 교체원인

  필터설비의 전단에서 발생하는 저항, 압력손실 등이 주로 필터유닛의 교체

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각 필터뱅크에는 차압계를 장치하고 압력 

지시치를 정기적으로(예를 들면 매주) 점검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허용 

압력은 사용하는 팬의 용량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의 벤틸레이션 설비는 필터

에 의한 압력손실이 50 mmWG에서 100 mmWG가 되도록 설계한다. 필터유

닛 교체의 필요성은 필터의 눈메움으로 인한 압력의 감손 외에도 다음과 같

은 원인이 있을 수 있다.

  ① 필터 전단에서 발생되는 저항, 압력손실

  ② 필터유닛의 고준위 방사선 오염

     필터를 취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오염되었거나 필터 근처에 접근하기 곤  

     란할 정도의 방사선 준위가 되기 전에  필터를 교체하여야 한다.

  ③ 필터유닛에 솜 부스러기 같은 가연성 입자의 과도한 축적

  ④ 필터유닛의 후방에서 공기를 시료채취 및 측정하여 얻은 필터의 포집효  

     율 저하 

  ⑤ 눈에 보이는 필터섬유의 손상이나 파열

  ⑥ 조업방식, 실험실 운 , 후드 등의 변경이나 필터로 유입되는 공기가 건  

     조한 상태에서 습한 상태로 바뀐 경우

           나) HEPA 필터의 교체절차

  필터를 장착하기 전에는 필터뿐만 아니라 필터유닛이 봉되는 표면이 정

하고 견고하게 만들어졌는지, 평탄한지, 청결한지, 그리고 용접으로 인한 스

패터가 남아 있는지 반드시 검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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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터는 주름 및 분리판이 수직상태가 되도록 장착하는 것이 좋다. 이 방법

은 필터유닛에 의해 정체되는 먼지의 무게증가로 인해 필터주름이 가라앉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필터 하우징의 형태 중에는 플라스틱 백을 이용하여 필터를 교체하도록 설

계된 필터 하우징이 많다. 때로는 필터의 양쪽 방향 중 어느 방향에서든 필터

를 용이하게 교체할 수 있도록 필터 하우징을 설계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공간을 줄이기 위해서 하우징의 한쪽방향으로만 접근하는 방식이 주로 이용

되고 있다. 필터의 교체절차는 아래와 같다. (그림 13. 참조)

  ① 필터의 양쪽에 있는 댐퍼를 모두 닫는다. 댐퍼에 빈틈이 없으면 필터 전  

     방에 위치한 댐퍼는 필터를 교체하는 동안에 동일 하우징 내에 병렬로  

     설치되어 있는 다른 필터들을 통하여 하우징이 통풍이 되도록 완전히   

     닫지 않는 것이 좋다.  필터 하우징 내에 인입되는 공기는 플라스틱 백  

     안에 적절한 부압이 걸리도록 압력평형 밸브를 이용하여 조절되어야 한  

     다. 

  ② 필터의 클램핑 장치를 풀고 난 후 필터를 꺼내어 이전의 교체작업시    

    남아 있던 플라스틱 백 또는 필터교체 전에 그루브 플랜지에 끼운 플라  

     스틱 백에 집어 넣는다. 플라스틱 백은 2 열로 용접하여 양쪽을 봉시  

     킨 후 열의 가운데 부분을 잘라내어 플라스틱 백으로 포장된 상태로 필  

     터를 제거한다.

  ③ 새 필터를 새 플라스틱 백 안에 넣고 새 플라스틱 백을 하우징 어댑터  

     의 내측 홈에 끼우기 위하여 하우징 어댑터에 남아 있던 필터백의 나머  

     지 부분을 어댑터의 외측 홈으로 어낸다.

  ④ 오염된 플라스틱 백은 새 필터 백을 통한 조작으로 하우징 어댑터 홈으  

     로부터 제거시킨다. 새 필터를 하우징 안으로 어 넣고 클램핑 장치로  

     고정시킨다. 플라스틱 백이 하우징 어댑터에 끼워 있는 상태로 뚜껑을   

     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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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3. HEPA 필터 교체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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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필터의 양쪽에 있는 댐퍼를 모두 열어 놓는다.

  필터유닛이 마운팅 프레임에 개방된 상태로 장착된 경우의 교체작업시에는 

작업자는 방호복을 입고 튜브나 호스를 통하여 신선한 공기를 공급받을 수 

있는 산소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필터는 오염된 먼지의 확산을 방

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봉시켜야 한다.

        (마) HEPA 필터용 필터뱅크 및 하우징

          1) 필터뱅크 설계시 고려사항

  필터와 마운팅 프레임과의 완벽한 봉을 위해서는 봉 면이 견고하며, 평

탄하고, 용접 부스러기 등이 없이 청결해야 한다. 필터 프레임이 목재인 경우

에는 습공기에 의한 팽창을 감안하여 필터교체시 용이성을 위한 공차를 고려

하여야 한다.  필터 장착기구는 필터에 먼지가 최대 부하량까지 적재되었을 

시에 휨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필터뱅크에서 250 mmWG의 압력강하가 일

어나면 공기 압은 250 Kgf/㎡의 힘을 소비한다. 필터에 최대 부하량의 1.5 배

까지 먼지가 적재되었을 때 필터뱅크 빔 길이의 0.1 %이상 변형이 일어나서

는 않된다. 필터 마운팅 프레임은 현장조립시 휨, 찌그러짐, 선의 불일치 등을 

거의 피하기 힘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공장 내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필터유닛은 진동, 열팽창, 프레임의 굴곡, 충격, 과압, 그리고 운전 중에 예

상되는 다소 높은 온도 및 습도의 변화 등의 상태 하에서 가스켓에 의한 

봉이 신뢰성을 갖기 위하여 충분한 강도로 죄여야 한다. 상기 조건 하에서는  

마운팅 프레임에 필터를 볼트와 너트로 체결하는 방법이 가장 간단하면서도 

신뢰성이 있는 방법이다.    클램핑 강도는 가스켓의 경도, 가스켓 두께의 허

용오차 그리고 봉 면의 조건에 따라서 달라진다. 가스켓 두께의 허용오차가 

±0.25 mm, 마운팅 표면의 평면도 허용오차가 ±0.25 mm가 유지된다면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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켓의 압축비율은 20 % 정도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 허용오차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장기간 신뢰성 있는 봉효과를 얻기 위

해서는 보통 80 % 정도의 압축비율이 필요하다. 이 정도의 압축비율은 가스

켓의 면에서 약 1.4 Kg/㎠의 압력이 필요하며, 610×610 mm의 면적을 갖는 

필터의 클램핑력은 650 Kg이 된다. 압력 분산형 프레임이 아닌 경우에는 610

×610 mm 필터유닛에서는 8 개의 압력 포인트가 필요하며, 압력 분산형 프

레임인 경우에는 4 개의 압력 포인트면 충분하다. 여러 개의 필터를 장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필터마다 클램핑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필터의 선택은 덕트 또는 팬에 접속시 편리뿐만 아니라 요구되는 필터의 

성능과 유지보수의 편리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필터의 장착방식은 수

평보다는 수직으로 세워 공기가 수평으로 흐르도록 하는 방법이 좋다. 특히 

필터의 주름과 분리판이 수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이 방법은 필터재료

의 자체 무게와 필터에 축적된 먼지무게에 의해 필터주름이 처지는 현상을 

피할 수 있으며, 수직으로 세워진 필터가 취급하기에도 편리하다. 필터 교체 

시 필터에 포집된 먼지가 쉽게 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필터 하우징에 필

터를 넣고 뺄 때에도 프레임을 타고 잘 미끄러지게 할 수 있다. 또한 수평식 

필터뱅크에서 흔히 일어 날 수 있는 필터 안에서 포집된 먼지가 서로 응결되

는 현상을 피할 수 있다.

  그림 14.와 같이 필터를 마운팅 프레임 전방에 설치하거나 마운팅 프레임 

후방에 설치하든 간에 별 차이가 없으나 프레임 전방에 설치하는 방법이 더 

많이 채택되고 있다. 그 이유는 봉 면에 필터를 압착시킬 때 배기체의 공기 

압을 이용할 수 있는 잇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터에서 배기체의 압력

이 100 mmWG 강하할 때 610×610 mm 면적의 필터에 걸리는 힘은 약 36 

Kg인 것과 비교하여 필터를 완전히 클램핑하는데 필요한 힘은 이보다 훨씬 

큰 650 Kg이 필요하다. 필터를 마운팅 프레임 전방에 설치하는 경우 장점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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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필터를 교체하는 동안 필터뱅크의 오염된 지역에서 필터를 취급하기 때  

     문에 오염된 먼지가 뱅크의 비 오염지역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② 벤틸레이션 설비 운전시 공기흐름에 의한 힘이 필터 가스켓을 마운팅   

     프레임에 가할 수 있는 방향이다.

 

  단점은 다음과 같다.

  ① 필터 클램핑 장치가 먼지, 부식물질, 방사성 오염물질 등에 노출되는 뱅  

     크의 오염지역에 위치한다. 

  ② 필터교체시 작업자가 오염된 지역에서 일을 해야 하며, 필터 교체를 위  

     한 프라스틱 백이 없이 하우징이 설계된 경우에는 작업자에 의한 오염  

     확산이 뒤따른다. 

  ③ 필터 케이스의 외부 면이 오염된다.

  마운팅 프레임 후방에 필터를 설치하는 방법의 장단점은 전방에 설치하는 

방법의 장단점과 반대가 되며, 가스켓이나 프레임에서 누출이 있을 경우 시험

용 에어로졸이 필터를 통과하는 공기와 혼합되기 전에 누출지점을 통과하여 

미리 탐지되기 때문에 누출시험의 정확도가 떨어진다. 

  필터뱅크를 부득이 공기가 수직방향으로 흐르는 수평식으로 할 때는 공기

흐름 방향을 상향식으로 하는 것이 좋다. 그 이유는 공기 압에 의하여 필터코

어의 처짐이 상쇄되고 필터뱅크에서 오염지역으로부터 비 오염지역으로 오염

확산의 가능성이 좀 더 적기 때문이다. 공기흐름 방향이 하향식인 경우에는 

필터교체시 필터에 포집된 먼지가 필터뱅크의 비 오염지역으로 떨어질 가능

성이 많다. 그러나 하향식은 배기 시스템을 운전하는 동안 필터유닛 안에 포

집된 먼지가 탈착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수평식 필터뱅크에 장착할 때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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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15.와 같이 마운팅 프레임의 윗 방향에 장착하는 것이 좋다. 필터룸 바닥

에서 필터를 교환할 때 프레임 아래 방향에 설치된 필터를 교환하는 것보다 

작업이 훨씬 용이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필터뱅크의 측면에서 필터를 교환하

도록 하우징이 설계된 경우에는 필터교체시 필터 가스켓이 없는 면을 미끌 

수 있도록 필터를 마운팅 프레임의 아래 방향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 610×

610 mm 필터인 경우 필터 자체 무게 약 15∼20 Kg, 그리고 배기체의 압력

이 100 mmWG 강하할 때 필터단면에 발생하는 공기의 힘 36 Kg은 필터의 

클램핑력 650 Kg과 비교하여 훨씬 적기 때문에 효과적인 가스켓의 압착을 

위해서는 적절한 클램핑 장치가 필요하다. 필터의 단면에 발생하는 공기힘 36 

Kg, 필터코어의 자체 무게 약 10 Kg, 필터코어의 기계적 강도 110 Kg (610

×610 mm 필터에 300 mmWG 압력강하가 일어날 때 필터섬유가 견딜 수 있

는 기계적 강도)를 고려하면 필터를 상향식으로 장착시 필터코어에 먼지를 

적재하지 않은 순 하중 26 Kg은 하향식 장착시 순 하중 46 Kg보다 필터코어

의 강도에 여유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백분율로 나타내면 먼지 적

재 허용량의 각각 24 % 및 42 %가 된다. 필터코어의 기계적 강도는 먼지무

게에 의해서도 저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필터의 장착방식에 따른 먼지 

적재량의 차이는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깊이 292 mm 필터코어의 

경우 일반적으로 300 mmWG의 압력에서 견딜 수 있는 기계적 강도를 지니

고 있기 때문에 하향식 장착방법을 채택할 수도 있지만 바람직한 방법은 아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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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방호복을 착용해야 하며 에어록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3) 필터 하우징

  필터 하우징은 처음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원형 그대로 시험을 하여 안정

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필터 봉용 가스켓의 조임시 발생하는 1.5 Kg/㎠ 이

상의 압축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충분히 견고하여야 한다. 하우징은 실질적으

로 주변으로 누출이 일어날 수 없도록 빈틈이 없어야 하며, 시스템에서 발생

하는 부압에 아무런 손상 없이 견딜 수 있어야 한다. 필터와 마운팅 프레임의 

봉 면 또는 필터 하우징 자체에 의한 누출로 인하여 오염지역으로부터 비 

오염지역으로의 누출이 없어야 한다. 하우징에는 플라스틱 백을 이용한 폐쇄

식 필터교환을 할 수 있도록 유도관이 있어야 하며, 필터를 교체하는 동안 접

근이 용이하도록 하우징 전면에는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610×610 

mm 필터를 취급하는 경우 적어도 1 m 이상의 여유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필터를 교체하는 동안에는 하우징 유닛을 통과하는 공기흐름이 차단되어야 

한다. 먼지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플라스틱 백의 취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하우징 내는 수 mmWG 정도의 약한 부압이 걸리도록 

하는 것이 좋다. 외부와의 차압이 크면 플라스틱 백이 하우징 내로 흡입되어 

필터표면에 부착되기 때문에 필터 교체작업이 어려워진다. 여러 개의 하우징 

유닛이 평행으로 설치된 경우에는 필터를 교체하는 동안에도 배기 팬을 가동

시킬 수 있다. 팬이 가동되는 상태에서 필터 교체작업을 수행할 때는 각각의 

하우징 유닛을 격리시킬 수 있는 댐퍼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댐퍼에는 언제

나 약간의 누출이 있기 때문에 하우징 내로 조절공기를 공급하기 위한 배관

이 없으면 부압이 너무 높게 걸릴 수 있다. 또한 필터를 교체하는 동안에 하

우징 내에 과압이 걸리는 경우에 방사성 오염물질의 확산을 피하기 위한 대

책으로 필터는 이 공기 공급배관에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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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필터장착 후 누출시험

  원자력시설의 배기계통에 장착된 HEPA 필터의 포집성능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필터 제조 후 제조사에서 제품의 출하 전에 성능시험을 수행한 경

우라도 필터의 취급 및 운송 중에 부주의로 인한 손상이 발생될 수 있고 저

장 중에도 필터의 성능이 저하될 수 있다. 필터의 부적절한 장착으로 인하여 

방사성 먼지가 필터를 정상적으로 통과하지 않고 샐 수 있으며, 필터 마운팅 

프레임 자체의 결함으로 인하여 많은 양의 방사성 먼지가 필터여과 없이 통

과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필터를 필터뱅크에 장착하기 전의 필터자체의 

성능시험 뿐만 아니라 장착 후에도 공기정화 시스템의 전반적인 누출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필터 장착 후 누출시험’을 수행할 때에는 다음에 설명하는 

사항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원자력시설에서는 대체로 많은 양의 공기를 취급하기 때문에 필터유닛이 

많고 이에 따라 시험용 에어로졸과 배기체를 완전하게 혼합시키는 일이 쉽지 

않다. 따라서 시설의 배기량에 맞는 큰 용량의 에어로졸 발생기를 사용해야 

할 것이며 시료를 채취하기 전에 배기체와 에어로졸이 잘 혼합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샘플을 채취하는 지점은 필터의 전후 덕트에서 공기중 에어로졸 농도를 가

장 잘 대표할 수 있는 지점이어야 한다. 공기와 에어로졸이 잘 혼합되도록 덕

트 내에 베플을 설치하기도 한다. 베플 중에는 ‘Stairmard 디스크’ 라고 불리

는 베플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 것은 덕트 단면적의 1/2 이 되는 환상의 

평판으로서 사용하지 않을 때는 압력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베플을 덕트 축과 

평행한 방향으로 선회시킬 수 있다. 필터 후방에서 공기중 에어로졸 농도를 

대표할 수 있는 시료를 채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여러 지점에서 시료를 채

취한 다음 평균을 내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 필터 전방에서 기체의 혼합정도

를 검사하기 위해서는 덕트의 여러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모든 

필터가 같은 농도의 혼합기체에 접해야 하기 때문에 시료의 농도가 허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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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을 정도의 변화량을 갖는다면 혼합기체는 반드시 잘 혼합되도록 개선되

어야 한다. 현장에서는 시료채취를 위한 필터뱅크와 연결된 덕트나  도관에 

근접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다. 차폐물 또는 다른 구조물들이 에어로졸의 분

사나 시료채취에 적당한 지점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는 시료채취를 

위한 배관이나 에어로졸 분사용 배관을 덕트 내에 구적으로 설치하면 시험

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시험장비는 견고하며 쉽게 이동시킬 수 있는 것이 누출지점까지 직접 위치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 측정장비는 측정범위가 40 배까지 미치면 시

료를 희석하기 위한 별도의 장비를 구비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간단해 질 

수 있다. 시험장비는 표 7.과 같이 시험용 에어로졸에 따라서 측정장비가 달

라지며, DOP 에어로졸 및 광 산란도 측정장비를 주로 이용하고 있다. 시험에 

적용되는 기술은 시험대상 설비 및 수량과 필터뱅크의 크기에 따라 선택하는 

측정장비에 따라 달라진다. 

  많은 필터를 장착하고 있는 비교적 큰 설비에서는 초기 비용이 많이 들더

라도 완전한 시험장비를 갖추는 것이 경제적이며 설비가 작은 경우에는 시험

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있는 시험 전문업체에게 의뢰하는 것이 유리할 것

이다.

        (가) DOP 에어로졸 누출시험

  DOP 에어로졸은 주로 DOP액을 증기화시킨 후 곧바로 응축시키는 방법으

로 발생시킨다. Dioctyl Phthalate 액을 에어로졸로 만들기 위해서는 압축공기 

또는 압축공기 및 가열 병행 발생기를 사용한다. 이 발생기들을 사용하여 발

생시킨 에어로졸의 입자크기는 연속분포를 이루지만 ‘필터 장착 후 누출시험’

은 누출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시험이기 때문에 입자크기별 분포는 별로 중요

하지 않다. 입자크기가 연속분포를 갖는 DOP 에어로졸을 이용하여 시험한 

결과는 0.3 ㎛ 크기의 단일입자 DOP 에어로졸로 시험한 결과와 비교하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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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시험 에어로졸 및 측정방법

에어로졸 측정방법

 DOP 

 - 압축공기식 발생기로 연속분사

 - 압축공기 및 가열 병행 에어로졸 발생  

   기로 연속분사 

광 산란도 측정

 Uranine 

 - 압축공기식 발생
채집 후 플루오르화물 측정

 천연 에어로졸 Pollak counter

 대기 중 방사능 채집 후 방사능농도 측정

주 적은 차이로 침투도가 적게 나온다고 알려져 있다. 입자크기가 연속분포를 

갖는 에어로졸의 경우 미연방 표준협회에서 제안한 “에어로졸의 평균 지름은 

0.5 ㎛ 이어야 하며 지름이 1.0 ㎛ 보다 적은 입자가 95 % 이상이어야 한다.”

는 요건을 충족시킨다. 에어로졸의 농도의 측정에는 광산란 농도 측정장비를 

사용하고 있다.

  포집효율 시험장치는 그림 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덕트 흡기부에 위치하는 

DOP 에어로졸 분사부와 필터의 전후방 덕트에서 시료의 채취 및 시료 중 에

어로졸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측정부로 구성된다. 필터의 여과효율은 두 지점

의 시료농도를 계산하여 얻을 수 있다. DOP 에어로졸은 필터에 도착하기 전

에 덕트 안을 흐르는 공기와 완전히 혼합될 수 있도록 필터로부터 충분히 떨

어진 지점에서 분사시켜야 한다. 공기정화 시스템이 큰 경우에는 여러 개의 

압축 공기식 에어로졸 발생기를 동시에 사용할 수도 있다. 그림 17.은 압축공

기 및 가열 병행 에어로졸 발생기의 주요 구성품을 나타내는 개략도이다. 공

급노즐은 약 200 ㎤ 용량의 시약 저장 및 혼합용 오일 챔버로부터 CO2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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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혼합물을 가열부로 이송시킨다. 여기서 혼합물은 발생기 노즐로 분사하기 

전에 에어로졸 상태로 되기까지 높은 온도로 가열된다. 분사율은 0.7 Kg/㎠ 

∼ 2.8 Kg/㎠ 작동 압에서 5∼15 g/mim 정도이다. 에어로졸의 온도는 온도조

절기를 이용하여 300℃까지 올릴 수 있다. HEPA 필터 침투도 시험에서 압축 

공기식 에어로졸 발생기나 압축공기 및 가열 병행 에어로졸 발생기를 사용하

여 시험한 결과는 거의 동일하게 나타난다. 두 종류의 에어로졸 발생기에서 

발생시킨 에어로졸 농도가 같을 경우 광 산란도 측정기로 측정한 지시값은 

거의 같은 결과를 보인다.

  압축공기 및 가열 병행 에어로졸 발생기의 주요 잇점은 간단하고 또한 많

은 공기량을 취급하는 공기정화 시스템에서 압축공기용 배관을 설치하지 하

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압축공기 및 가열 병행 에어로졸 발생기는 유량이 

25,000 ㎥/h가 되는 공기정화 시스템에서도 시험에 필요한 에어로졸 양을 충

분히 발생시킬 수 있다. 장비종류에 따라서는 약 0.01 % 감도의 측정장비로 

50,000 ㎥/h 이상의 유량에도 시험이 가능하다. 가열식 에어로졸 발생기는 공

기압 에어로졸 발생기와 비교해서 좀 더 복잡한 기계적 구조를 가지고 있으

며 전기계통의 유지보수가 필요하다.

  에어로졸 농도의 측정에는 광 산란도 측정장비를 사용하지만 압축공기 및 

가열  병행 에어로졸 발생기를 사용하여 유량이 적은 공기정화 시스템의 침

투도 시험을 수행할 경우에 DOP 에어로졸 농도가 200 ㎍/ℓ를 초과하면 광 

산란도 측정장비에서 ‘overload'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발생시킨 에어로졸의 

일부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농도가 높으면 측정기에서 나타나는 반응은 직선

성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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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필터의 구입 및 취급관리

      (1) 필터의 선정시 사전 검토사항

  적합한 필터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기초자료로서 시설에서 필요한 필터의 

포집효율 정도가 가장 먼저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시설의 공기정화 시스템의 

규모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처리유량이 계산되어야 할 것이다. 공기중 먼

지입자의 크기 분포도와 농도는 선정할 필터가 적절한 지 또는 전 처리 장치

가 필요할 것인지 예측을 가능케 한다. 필터가 사용중인 상태에서의 물리적인 

조건, 예를 들면 실내 온도와 습도 또는 진동이나 공기역학적 힘으로부터 발

생되는 기계적 응력과 어떠한 화학적 향도 조사되어야 한다. 화재와 같은 

사고 상태 하에서 필터가 제 성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도 반드시 분석하

여야 한다. 방사성 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에서 필터의 포집효율은 스텍을 통하

여 배출되는 예상 공기중 방사능 농도와 시설주변의 허용방사능 농도로부터 

결정할 수 있다. 공기중 방사능 농도의 추정이 다소 어려울 수 있으나 시설에

서 처리되는 재료의 파편이 먼지라고 가정함으로써 농도의 상한선을 예측할 

수 있다. 습식 작업일 경우에는 재료의 손실이 1 % 미만이 되기 쉬우며 건조

한 분말을 취급하는 경우라도 1 % 이상이 먼지가 되는 경우는 매우 적다. 이

러한 방법으로 배기 중 방사능 량의 개략적인 추정이 가능할 것이다. 시설에

서 발생되는 에어로졸의 입자크기 분포도와 농도 예측의 불확실성은 필터뱅

크에서 표준 사이즈의 HEPA 필터용 마운팅 프레임의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표준 사이즈의 HEPA 필터는 포집효율 95 % 이상부터는 

0.005 % 간격으로 시중에 널리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초기 운전 기간에 배기 

중 샘플을 취하여 농도를 측정하여 안전하고 경제적인 품질의 필터를 선정하

여 적용할 수 있다. 정상운전 상태에서는 필터의 배기 중 먼지의 포집 능력이 

문제되지 않을지라도 사고로 인하여 공기중 먼지농도가 급격히 증가할 경우

에 공기정화 시스템이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지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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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상태 하에서 그 당시 등가선량이나 년간선량이 허용한도 내일지라도 필

터전방에서 먼지농도가 높거나 순간 방출시 희석률이 낮은 경우에는 보다 높

은 제거효율의 필터를 필요로 할 것이다. 필터로 인입되는 공기의 양은 먼지 

발생원을 봉쇄하거나 배기 계통을 격리시키는 등 적절한 작업방법을 통하여 

가능한 한 먼지가 적게 발생하도록 하여야 한다. 중앙 집중식 배기 시스템의 

경우 말단에 설치하는 필터의 용량은 필터를 개별적으로 설치한 경우 각각의 

합보다 적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실험실에서 필터를 개별적으로 설치한 경

우에 모든 장비들을 동시에 가동시키는 일은 없기 때문일 것이다. 공기정화 

시스템을 설계하는 사람이 필요한 필터의 효율과 용량을 잘 이해하고 있을 

때 적절한 필터장치를 선정할 수 있을 것이다. 먼지입자의 크기가 서브미크론 

범위 내에 있고 공기정화 시스템에서 필요한 여과효율이 99 % 이상일 때 

HEPA 필터가 주로 사용된다. 먼지 입자의 크기가 5 ㎛ 이상일 때는 별도의 

전 처리 필터를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공기중 먼지농도가 너무 높은 경우에

도 전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 HEPA 필터는 먼지농도가 1 ㎎/㎥보다 낮은 

경우에 사용한다. 그 이유는 필터의 먼지 적재용량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며, 

만일 먼지 농도가 1 ㎎/㎥보다 높은 조건에서 HEPA 필터를 사용할 경우에는 

높은 농도의 먼지를 처리하기 위하여 너무 잦은 필터 교체빈도가 문제가 되

며 이는 경제적인 운전 측면에서 부적절할 것이다.(1 ㎎/㎥의 먼지농도에서 1 

달 동안 약 1 번의 교체주기가 됨)

  HEPA 필터를 선정할 때는 정상운전 조건이나 사고시 운전조건 하에서 필

터가 견디어 내야 하는 물리적인 조건들을 고려하여 필터 구조물의 재료를 

선정해야 한다. 실험실의 배기 계통 필터나 또는 일반적인 작업시설 내에서 

사용되는 필터는 보통 실온에서 운전된다. 만일 높은 온도에서 운전되는 경우

에는 사용 제한온도를 결정해야 할 것이며, 필터의 재질은 다음 표 8.에 주어

진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선정할 수 있다. 대부분의 필터는 상대습도 80 %에

서 견딜 수 있으나 이보다 높은 습도에서 사용되는 필터의 재질은 습기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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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성이 약한 재료는 피하고 필터가 절대로 젖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

하여 제습기를 필터 전방에 설치하여야 하며 공기가 필터에 닿기 전에 공기

를 가열하거나 건조한 공기로 희석시켜야 한다. 내습성 재질의 필터는 일반적

으로 모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필터가 화학적 물질에 노출되는 경우 화학

적 향의 정도를 예측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일 수 있다. 중앙 집중식 배기 

시스템을 갖춘 실험실에서는 말단에 설치된 HEPA 필터는 공기가 필터에 도

착하기 전에 희석되기 때문에 고농도의 증기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지 않을 것

이다. 특수 공정의 배기 시스템에 사용되는 필터의 구조물 재료는 그 공정 시

설 자체와 배기 설비의 구성요소들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어느 경우에

는 값이 저렴한 표준 품질의 필터를 먼저 사용해 본 이후에 만족스럽지 못하

면 보다 비싼 필터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진동이나 공기역학적 힘

으로부터 발생되는 필터의 기계적 응력은 반드시 피해야 하며 이것이 용이하

지 않은 경우에는 필터는 기계적 강도를 충분히 고려하여 제조되어야 할 것

이다. 화재 위험성이 예상되거나 화재발생시 그 결과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경

우에는 표 9.에 제시되어 있는 내화성 필터를 사용해야 한다. 

      (2) 필터의 사용환경 조건 및 선정

  필터가 갖추어야 할 요건은 필터가 사용되는 환경조건에 따라 다르다. 그 

환경조건은 필터의 선정에 필요한 일반적인 조건보다 우선일 수도 있다. 필터

는 필터섬유, 분리판, 프레임, 봉제, 그리고 가스켓 등의 필터 구조재를 사

용조건에 적합한 재료를 선정하여 조합함으로서 필터 완제품의 속성이 정해

진다. 표 8.에 필터제조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재료들의 특성을 나타내었다. 

  기류에 내포된 화학적 성분과 농도의 변화, 그리고 온도 또는 습도와 같은 

조건들은 필터재료의 선정을 어렵게 한다. 대부분의 경우 이를 해결하는 방법

은 서로 다른 재질을 실제로 비교 시험하는 방법 밖에 없을 것이다. 필터의 

제조에 사용되고 있는 재료들의 기본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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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섬유 필터섬유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불화수소나(HF) 부

식성 물질에 노출되면 성능이 저하될 수 있다. 높은 농도의 불화수소 환경에

서는 오히려 셀룰로우즈-석면 페이퍼가 더 좋다.

  석면 재질의 분리판은 화학적 안정성이 매우 높다. 알루미늄 재질의 분리판

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부식성 물질을 내포한 기류에 매우 민

감하다. 플라스틱 재질은 대부분의 환경 하에서 사용할 수 있으나 높은 온도

의 증기 기류에서는 적합하지 않다.

  목재 프레임도 높은 농도의 화학물질에는 견디지 못한다. 프레임 재질로는 

카드뮴 도금처리한 철 재질이 비교적 좋다. 강한 화학적 작용에 의해 심각한 

손상이 우려될 때에는 강화 플라스틱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나, 이도 역시 유

기성 증기를 많이 내포한 경우에는 사용을 피해야 한다.

  봉제는 필터의 다른 구조재들과 부합되게 선정하여야 한다. 기류가 유기

성 증기를 많이 내포한 경우에는 합성고무 또는 플라스틱 봉제 대신에 규

산염 봉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높은 온도와 높은 화학적 안정성이 동시에 

요구될 때는 기계적 봉방식을 채택할 수도 있다.

  유기성 증기를 많이 내포한 경우에는 합성고무 또는 네오프렌 재질의 가스

켓은 적합하지 않다. 무기섬유 재질의 가스켓은 높은 화학적 안정성을 지니고 

있다.

  높은 온도조건 하에서 사용하고 있는 세라믹 필터는 불화수소물을 제외한 

모든 화학물질에 잘 견딘다.

  필터 제조사와 사용자 모두를 위하여 필터 재료들의 조합을 표준화시키는 

것이 유리하다. 사용하고자 하는 필터의 종류가 많지 않을 경우에는 예비로 

저장해야 할 필터의 수를 줄일 수 있으며, 또한 구입절차를 단순화 할 수 있

기 때문이다. 특수한 환경을 제외하고는 필터는 항시 상온에서 사용하고 기류

에 내포할 수 있는 화학물질의 농도는 아주 낮게 유지시켜야 한다. 또한 시설

의 화재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화재에 대한 위험도가 어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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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할 것이다. 화재에 대한 위험성이 그리 심하지 않

은 시설에서 완전한 내화성 필터를 설치하는 것은 경제적인 면에서 적합하지 

않을 것이다. 내화성 필터는 값이 비쌀 뿐만 아니라 폐기처리 비용도 높기 때

문이다. 대체로 요구되는 정도는 내화염성이거나 화재발생시 필터 자체가 화

재를 확대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정도이다. 표 9.에 내화염성 필터에 대한 규

격을 제시하 다. 표 9.에 제시한 내화염성 필터는 일반적인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100 %의 습도조건에서도 잘 견딜 수 있다. 필터를 높은 온도에서 사

용하거나 화재 위험성이 높은 곳에서는 고온도용 필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화

재 위험성이 높은 발화성 물질이나 인화성 솔벤트 등을 취급하거나 화재발생 

시 심각한 방사선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주의가 요망되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평상시 운전 온도가 낮을지라도 고온도용 필터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고온도용 필터는 화재에 대하여 높은 저항성을 지녔을 뿐만 아니라 습

기에 대해서도 저항성이 아주 좋다. 

  봉제 대신에 기계적 봉방법을 이용한 필터는 필터를 운반한 경우나 필

터뱅크에 장착한 경우 모두 효율시험을 반드시 다시 수행해야 한다. 고온도용 

필터는 화학작용에 대한 저항성도 좋은 편이지만 화학물질의 농도가 높은 경

우에는 철 재질의 프레임은 적합하지 않으므로 플라스틱 재질의 프레임을 사

용해야 한다. 농도가 높은 화학물질을 포함한 기류가 흐르는 곳에서는 배기 

덕트도 플라스틱 재질이나 스테인레스 스틸 재질로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기

류 중에 유기성 물질의 증기가 많이 내포한 경우에는 플라스틱 재질의 필터

는 사용을 피해야 한다. 표 9.에 내화학성 필터에 대한 보기가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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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필터재료의 특성              

재질 연속사용온도(℃) 내화성 방수성

필터섬유

플라스틱 60 나쁨 좋음

셀룰로우즈-석면 100 나쁨 나쁨

유리섬유(표준) 500 좋음 적당

유리섬유(방수용) 500 좋음 좋음

세라믹 1000 좋음 좋음

분리판

플라스틱 60 나쁨 좋음

크라프트지 100 나쁨 나쁨

알루미늄 300 좋음 좋음

석면 400 좋음 나쁨

방수용 석면 500 좋음 좋음

세라믹 1000 좋음 좋음

프레임

강화 플라스틱 60 나쁨 좋음

목재,보드,합판 100 나쁨 적당

난연성 목재 100 적당 적당

철 500 좋음 좋음

세라믹 1000 좋음 좋음

봉제

합성고무 재질 70 나쁨 좋음

플라스틱합성 재질 250 적당 좋음

규산염 봉제 500 좋음 좋음

세라믹 1000 좋음 좋음

가스켓

고무 70 나쁨 좋음

네오프렌 100 나쁨 좋음

무기질 섬유 500 좋음 좋음

세라믹 1000 좋음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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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내화염성, 고온도용, 내화학성 필터의 사용 재료 

필터의 

종류
필터섬유 분리판 프레임 봉제 가스켓

최대 

사용온도

내화염성 

필터
유리섬유 알루미늄

난연성 

목재

 난연성 재질 

(고무기질)

합성고무, 

네오프렌
100℃

고온도용 

필터
유리섬유 알루미늄 철

규산염 

봉제,

기계식 봉

무기질 

섬유
400℃

내화학성 

필터
유리섬유 플라스틱

강화 

플라스틱
에폭시 수지 네오프렌 75℃

 

      (3) HEPA 필터 구입 시방서의 예

  필터를 구입할 때는 구입코자 하는 필터의 사양뿐만 아니라 필터 제조사 

또는 구매자가 시험하고 검증해야 할 사항들을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 온도, 

습도, 화재 그리고 화학적 상해에 대한 저항성뿐만 아니라 필터 구조물의 재

질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그리고 성능시험결과에 대한 자료를 인수할 때는 

시험방법에 대한 내용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아래에 표준 규격의 HEPA 

필터 구입시 명세서의 예를 들어 보았다.

예) HEPA 필터 구입 명세서

  o 품명 : High Efficiency Particulate Air filter, flame-resistant

  o 수량 : 

  o 효율 : 정격 유량의 20 % 감손시까지 먼지입자 크기 0.3 ㎛를 기준으로  

           포집효율 99.97 % 이상

  o 정격유량 : 1,700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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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필터의 공기흐름에 대한 저항성 : 필터 사용초기의 공기흐름에 대한      

    저항은 20 ℃,  대기압 하에서 정격유량 통과시 정압 손실이 25          

    mmWG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o 필터의 크기 및 허용공차 : 높이 : 610±2 mm(24 in.±1/16 in.)

                              넓이 : 610±2 mm(24 in.±1/16 in.)

                              깊이 : 292±1 mm(11 1/2 in.±1/32 in.)

    깊이는 가스켓의 두께를 포함하며 필터 대각선의 최장길이는 867 mm(43  

    1/8 in.)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o 열에 대한 저항성 : 70 ℃에서 연속 사용시 이상이 없어야 한다.

  o 화염에 대한 저항성 : 필터재료 및 필터를 구성하는 어떠한 재료도 화염  

    과 일치하여 화염을 확대시키는 재료를 사용해서는 않된다.(난연성 재질  

    이어야 한다.)

  o 습기에 대한 저항성 : 상대습도 100 %에서 견딜 수 있어야 한다.

  o 기계적 강도 : 필터에 먼지가 축적되어 압력손실이 300 mmWG(12       

     in.WG)에 이르기 전에 먼지 침투율이 증가해서는 않된다.

  o 필터의 재료 : 

   - 필터섬유 : 유리섬유

   - 필터 프레임 : 난연성 목재

   - 분리판 : 알루미늄

   - 봉제 : 난연성 고무재질

   - 가스켓 : 합성고무 또는 네오프렌

  o 필터 프레임 : 목재의 두께는 19 mm(3/4 in.)정도이어야 한다.

  o 가스켓 : 두께 6 mm, 폭 19 mm의 가스켓을 필터 양쪽 면에 부착한다.   

    (혹은 필터의 설치형태에 필터의 한쪽 면에만 가스켓을 부착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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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시험 : 모든 필터는 필터 제조공장에서 표준 시험방법의 시험을 거쳐야   

    하며 시험에 합격한 필터는 필터의 형식, 사용 정격유량(㎥/h), 공기저항  

    (mmWG), 침투율(%), 제조번호 등이 인쇄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o 포장 : 모든 필터는 판지상자로 포장하고, 판지상자의 외부에 필터의 형  

    식을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콘테이너에는 필터의 주름 및 분리판이  

    수직으로 유지되도록 화살표 및 'This side up'란 자가 인쇄되어 있어  

    야 한다.

  o 물품인수 : 제조 완료된 필터가 현장에 도착하면 운송도중에 손상된 물품  

    이 없는 지 확인하기 위한 인수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손상된 물품은   

    공급자에게 반품시킨다.

      (4) 필터의 취급 및 검사

  방사성 물질을 취급함으로써 발생되는 위험성은 고성능 필터의 개발을 촉

진시켜 왔으며, 이러한 고품질 필터는 공기정화 시스템의 관리와 유지보수에 

새로운 기술을 요구하게 되었다. 그러나 부주의한 취급과 부적절한 장착방법

으로 인한 공기정화 시스템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에 관련 작업자들은 필터의 취급 및 장착작업시 필터의 조심스런 취급의 중

요성을 인지하여야 한다. 

        (가) 필터취급시 주의사항

  ① 필터취급시 슬링 또는 후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② 필터를 손으로 들어올릴 때는 한쪽 모서리 방향으로 기울인 다음 반대  

     방향의 모서리로 들어올린다.

  ③ 필터를 떨어뜨리거나 다른 물체에 부딪치지 말아야 한다. 떨어뜨리거나  

     부딪힌 필터는 반드시 재시험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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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필터는 필터뱅크에 설치 전까지는 방향표시가 위로 향하도록 유지되어  

     야 한다.

  ⑤ 포장을 벗긴 필터를 바닥이나 또는 다른 물체의 표면에 놓을 때는 필터  

     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그 표면은 깨끗하여야 하며, 필터의 전면 또는  

     후면이 바닥에 닿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필터를 운반하거나 적재할 때는 필터 주름살 방향이 항상 지면과 수직  

     이 되도록 유지되어야 한다.

        (나) 필터 육안검사

  ① 필터 포장박스의 윗면 날개를 열어 고정시킨 후 필터박스를 뒤집어 노  

     출된 필터유닛이 평탄하고 깨끗한 표면에 닿도록 조심스럽게 내려놓은  

     후 포장박스만 위로 끌어올린다. 포장박스로부터 필터 프레임을 잡아끌  

     어 꺼내는 방법은 약한 필터섬유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좋지  

     않다.   

  ② 필터섬유에서 크랙, 분리판의 손상, 필터 프레임으로부터 필터유닛의 탈  

     착 등이 있는 지 필터의 양쪽 면을 세심히 검사한다.  

  ③ 필터의 가장자리에 있는 가스켓의 상태를 검사한다. 가스켓은 필터 프레  

     임에 완벽하게 부착되어 있어야 하고 가스켓의 이음부는 메이팅 조인트  

    방식으로 접합되어 있어야 한다.

        (다) 인수검사

  필터는 운송도중 진동이나 심한 요동으로 인하여 필터섬유의 접합부에서 

찢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필터가 목적지에 도착하 을 때는 인수검사가 

꼭 필요하다. 운송 중 발생하는 필터 손상의 원인은 필터의 주름이 수평위치

가 되도록 적재하 거나, 콘테이너 안에 필터유닛을 적절하게 적재하지 않았

을 경우, 또는 트럭이나 기차에 콘테이너를 실을 때 콘테이너 안의 필터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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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의 화살표시가 위로 향하도록 실지 않은 경우들이다. 인수검사는 필터 하

차시부터 필터 포장상자의 외부손상이 없는 지 모두 검사하고 손상된 포장물

은 정 조사를 위하여 별도 보관한다. 필터유닛의 구성재료는 구매시방서와 

일치하는 지 확인하여야 한다. 운송 중에 발생한 필터유닛의 손상을 찾아내는 

데는 single smoke leak test 방법을 이용하면 좋다. 이 시험은 단지 정성적인 

시험일지라도 필터의 효율을 저하시킬 수 있는 손상부위를 찾아내는 데는 유

용하다. 필터 소비량이 적은 경우에 필터 효율측정을 위한 장비를 단독으로 

준비해야 할 필요는 없으며 중앙 집중식 필터시험실을 공동으로 이용하면 좋

을 것이다.

      (5) 필터의 저장

  인수검사를 마친 필터는 인수시 상태로 재 포장하여야 한다. 필터유닛의 강

도와 필터유닛의 보호를 위하여 사용하 던 모든 포장물질을 원래대로 재 장

착하여 하며,  필터유닛의 방향표시와 포장상자의 화살표시 방향을 일치시켜 

필터주름이 수직방향이 되도록 저장되어야 한다. 필터유닛의 적재시 적재더미

의 높이는 610 × 610 ×292 mm 필터의 경우 필터유닛을 3 개 이상 쌓지 않

아야 하며, 습기가 많은 곳, 온도가 너무 높거나 낮은 곳, 급격한 온도 변화가 

있는 곳은 피해야 한다.

      (6) 필터의 장착 후 누출시험

  필터를 설치한 후에는 반드시 각 필터뱅크마다 ‘필터 장착 후 누출시

험’(Initial In-Place Leak Test)을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이 시험은 운전 중

에도 시스템의 형태와 운전조건에 맞게 주기를 정하여 수행되어야 하며, 필터 

교체시나 필터의 포집효율이 감소된 경우에도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 

  어느 조사에 의하면, ‘필터 장착 후 누출시험’을 초기 수행했을 때 많은 시

스템에서 규정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 다. 99.95 % 이상의 포집효율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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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곳이 필터를 1 개 내지 2 개를 장착한 필터뱅크의 경우 조사 대상 중 

78 % 정도 고, 3 개 이상의 필터를 장착한 필터뱅크에서는 불과 38 % 정도

다. 누출의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다.

  ① 필터와 프레임 사이의 봉 불량

    o 클램핑 장치의 느슨한 고정

    o 가스켓의 손상

    o 가스켓과 프레임 사이의 이 물질 삽입

    o 마운팅 프레임의 표면이 거칠거나 뒤틀림

    o 클램핑 장치의 수가 너무 적거나 부적당한 위치에서 필터를 고정

  ② 필터섬유의 결함

    o 필터 장착시 부주의한 취급으로 인한 구멍의 발생 

    o 필터주름이 수직 대신 수평으로 설치된 경우처럼 부적절한 장착으로   

      인한 필터 섬유의 늘어짐

  ③ 필터 마운팅 프레임과 하우징의 결함

    o 프레임의 모서리나 옆면을 용접으로 접합시키지 않은 경우

    o 2 개의 인접한 필터 사이에 프레임 구조물이 없는 경우

    o 프레임에 필터를 고정시키는 클램핑 기구가 없는 경우

  HEPA필터는 보통 99.97 %의 포집효율을 지니고 있지만, 필터의 장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약간의 침투를 고려하여 ‘필터 장착 후 누출시험’에서는 99.95 

%의 포집효율을 허용하고 있다. 

      (7) 필터의 폐기

  방사성물질을 포함한 폐기필터는 방사성 고체폐기물로 처리된다.  폐기물의 

양을  줄이기 위해 목재 프레임으로 된 필터는 소각시킬 수 있다. 때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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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브박스 내에서 필터를 기계적으로 해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필터패드

는 압축하고 목재프레임은 대각선 방향으로 찌그러뜨린다.  분해가 가능한 스

테인레스 스틸 프레임에 필터섬유를 채워 만든 필터는 폐기물량을 상당히 줄

일 수 있다. 필터 프레임은 제염 후 재사용하고 필터섬유는 파쇄기로 부수어 

폐기물 처리하면 일반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방법과 비교하여 약 1/5 이

상 폐기물 부피를 줄일 수 있다.

      (8) 필터설비 운 비용

  설비의 기능유지와 신뢰성 보장에 필요한 사항들을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공기정화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위험물질에 의한 공기오염은 사전에 소규모 모의시험이나 습식 작업을 통

해서 줄일 수 있다. 가급적 먼지 발생원을 봉하기 위한 장치 즉, 흄후드, 

로브 박스 등을 이용해야 하며, 먼지를 발생시키는 기계장치는 꼭 필요한 개

구부만 남기고 나머지 부분은 봉하여 오염되는 공기량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오염된 공기의 특성에 따라 배기 덕트를 분리시켜 각각 그에 적합한 

정화 설비를 설치할 수도 있다.

  공기정화 설비의 운전방식은 건물 내 공정설비의 운전조건에 따라 연속운

전, 일 중 부분시간 운전, 비상시를 대비한 대기운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건물 내 공정설비를 1 교대 또는 2 교대로 운전하고 있다면 공기정화 설비 

관리자는 공기정화설비를 연속운전 시킬 것인지 또는 공정설비 가동시간 동

안에만 운전시킬 것인지 결정해야 할 것이다. 필터의 수명 및 성능유지 면에

서 일중 부분시간 운전시킬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연속운전시의  

동력소비 및 설비 유지비용의 증가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 경험적으로, 이러한 모든 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방사선 작업

이 이루어지는 건물에서는 주말과 휴일에는 공기유량을 줄이고 평일에는 정



- 76 -

상적으로 운전시키는 연속운전이 안전한 운전방식으로 알려져 있다. 덕트, 필

터 하우징, 댐퍼 프레임, 팬 하우징 등에서 완벽한 봉이 보장되지 않으면 

공기정화 설비의 운전정지 기간 동안에 오염누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설 외부의 기후조건에 따라 냉난방 비용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조업 

정지 기간 동안에는 공기정화 설비의 용량을 줄여 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량은 여러 대의 팬을 병렬 운전시키거나 속도 가변 모터를 사용하여 쉽

게 조절할 수 있다. 

  공기정화설비 운 에 관한 경제적 비용을 분석할 때에는 설비 설치비용과 

운 비용 모두 고려해야 한다. 필터설비의 연간 전체 운 비용 중 자본비는 

대체적으로 20 %보다 적은 반면, 재료비 및 인건비를 모두 포함한 필터교체 

비용은 60 %이상 차지한다. 운 비용 중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필터교

체 비용이기 때문에 설비를 크게 설치하고 정격용량 이하로 운전하면 경제적

일 수 있다. 그러나 필터시스템의 정격용량을 기준으로 80 % 이하에서 설비

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단위 유량당 연간 운 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반면에 

정격용량의 80 ∼ 100 %에서 설비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단위 유량당 연간 

운 비용의 차이가 거의 없게 나타난다. 따라서 필터설비를 정격용량보다 너

무 크게 설계하면 비경제적일 것이다. 

  동력비는 연간 운 비용의 약 15 % 정도로 적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필터에 걸리는 압력이 다소 높게 걸릴 때까지 사용한다면 설비 운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필터에 걸리는 압력손실을 보통 50 mmWG 까지 

허용하는 팬을 주로 사용하고 있지만, 100 mmWG까지 허용하는 팬을 설치하

는 것이 좋다. 또는 유량을 조금 줄임으로써 설비 중 다른 저항 요소들을 줄

여 필터에서 더 많은 압력손실을 소화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다. 

  필터의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는 가급적 공기중 먼지농도를 낮게 유지

해야 하며 이는 건물 내로 인입되는 공기를 정화시키면 가능하다. 인입 공기

를 정화시키면 작업장소를 청결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 효과도 있다. 먼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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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시키는 공정상에서 먼지농도가 1 ㎎/㎥ 이상이면 전 처리가 필요하다. 낮

은 먼지농도 하에서도 먼지의 필터 눈메움 특성에 따라서 전 처리하는 것이 

경제적일 수 있다.

  HEPA 필터의 가격은 프리필터에 비해서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필터교체

에 필요한 인건비를 포함한 연간 운 비용을 가능한 한 줄이기 위해서 프리

필터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필터에 대한 비용이 공기정화설비 연간 운 비용

의 약 60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가격에 비해서 높은 먼지탑재 용량을 지닌 

필터를 선정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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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결 론

  원자력시설의 건물 내에서 발생되는 우라늄 분말이나 핵분열 생성물 또는 

방사성 동위원소 등은 먼지 또는 에어로졸 형태로 작업공간 중에 부유하게 

된다. 따라서 건물 내 작업종사자의 호흡에 의한 내부 피폭을 방지하기 위한 

환기설비와 공기정화 설비가 필수적으로 설치되어 있다. 

  원자력시설의 공기정화 계통은 방사성 오염으로부터 주변환경과 주민을 보

호하기 위하여 건물 밖으로 방사성 핵종의 누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

를 위하여 원자력시설 공기정화설비에는 ‘HEPA 필터’ 라고 불리고 있는 고

효율의 필터를 사용하고 있다. 

  HEPA 필터는 주로 유리섬유 원료의 여과포, 필터주름을 유지시키기 위한 

분리판, 여과포와 필터 프레임의 봉을 위한 봉제, 가스켓 등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0.3 ㎛ 입자에 대한 제거효율이 보통 99.97 % 이상인 고성능의 필

터이다.

  그러나 HEPA 필터는 그 구조가 취약하기 때문에 부주의한 취급은 쉽게 

그 성능을 저하시킨다. 또한 실제로 현장에서는 부적절한 장착방법으로 인하

여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HEPA 필터를 취급하는 실무자를 염두에 두고 HEPA 

필터의 구조와 특성, 성능 요건, 필터뱅크 및 HEPA 필터 장착기술, HEPA 

필터 누출시험 기술, 필터의 선정 및 취급관리 등에 대하여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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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PA filter, pollution air, removal efficiency, characteristics of HEPA filter, 

filter mounting, air leaka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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