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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본 보고서는 건 성 확보를 하여 실시한 새빛연료과학동 첨단 핵연료 연구개

발시설의 고효율여과기에 한 설검사 한 내용을 기술하 다. 본 보고서에서 

기술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고효율여과기 사양

- 고효율여과기 육안검사

- 고효율여과기 설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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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To maintain the optimum condition of Advanced Fuel Science Building 

in KAERI, this report is described leak tests for HEPA Filter of HVAC 

in this facility. The main topics of this report are  as follows for:

- Procurement Specification

- Visual Inspection

- HEPA Filter Bank In-Plac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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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새빛연료과학동의 환기기설비는 정상 운 시 시설내내 실험 기기  작업종사자

를 한 최 의 환경조건을 유지하기 하여 온도, 습도  환기조건을 유지하며, 개

우라늄 취 구역을 외기로 정화시킴으로서 부유성 우라늄의 축 을 방지하고 제거

하여 건물내의 방사성 부유 물질이 기로 출되는 것을 억제한다.

환기설비는 흡기와 배기계통으로 구성되어 있다. 방사선 구역의 환기설비는 부유

물질이 시설 밖으로 방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특히 요하다. 한, 부유물질이 시

설내에서 작업하는 작업자의 호흡기로 흡입되지 않도록 하는 방호하는 것도 매우 

요하다. 따라서, 이들 목 을 달성하기 해서 방서선 구역의 환기 설비는 일반 건물

과 다른 특별한 설비와 검이 요구된다.

즉, 부유물질의 외부 방출 방지를 해서 고성능여과기(HEPA Filter)를 설치하여 

부유물질의 미세 입자까지도 모두 여과하는 여과장치를 갖추어져 있으며, 건물 내부

는 방사능 에 따라서 각 구역을 달리 구분하여, 방사능 가 높은 곳의 공기가 

가 낮은 구역으로 역류하지 못하도록, 각 구역간 실내압을 다르게 유지하는 부압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새빛연료과학동은 취 되는 우라늄의 물리  형태  부유특성을 기 으로 4개의 

구역으로 구분하며 공기흐름은 선원만을 취 하고 우라늄의 부유 가능성이 없는 

구역-1, 2지역에서부터 부유성 개 우라늄을 취 하고 우라늄의 부유가능성이 있는 

구역-3, 4로 향하도록 하며, 구역-3, 4지역은 부압을 유지하여 외부로의 오염공기 유

출을 방지토록 하 다. 

구역 1, 2지역의 환기 횟수는 Heat Load Calculation에 의해 환기량을 산정하고, 

구역 3지역은 시간당 2회, 구역 4지역은 시간당 4회를 환기토록 설계되었으며, 구역 

3, 4는 하나로 핵연료 가공시설과 첨단핵연료 연구시설  공용시험실 구역을 구분하

여 각각 1 의 공기정화기(ACU)를 설치하 다.

각각의 공기 정화기는 효율 여과기, 고효율 입자 여과기  2×100% 용량이 송

풍기로 구성되며, 효율 99.97 % 의 고효율 입자 여과기(입자 0.3㎛ 이상)를 거친 

리구역 배기는 기체 방출물 감시계통의 방사능 감시하에 건물에 인 한 배기 용 연

돌을 통해 외부로 방출된다.

새빛연료과학동의 환기설비는 하나로 핵연료 가공시설, 첨단핵연료연구 지역  

일반구역인 청정지역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각 지역의 기와 배기 계통은 완 히 

독립 으로 되어 있다. 일반 으로 배기팬 앞 부분에는 배출 공기 여과기가 있다. 시

설 내에서는 방사능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작업 에 발생된 방사성 오염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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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 으로 방출되지 않도록 하기 함이다. 이를 하여 고성능 여과기인 HEPA  

Filter를 설치하고 있다.

원자력 이용 시설에서, HEPA  Filter는 오염된 공기를 제거하여 작업자에게 쾌

한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기 배출 오염원을 사 에 제거하여 환경보호 목 으로 사

용하고 있으며, 원자력 사고 발생 시, 기로의 방사능 출을 막기 한 최후의 문 

역할을 하는 핵심 설비로써 성능증명을 한 시험은 선택사항이 아닌 필요사항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첨단 핵연료연구개발 시설의 HEPA  Filter 구매사양, 

HEPA FILTER 육안검사  HEPA FILTER BANK 장 설시험 결과 등을 기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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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검사 개요

2.1 목

본 시험․검사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새빛연료과학동 첨단 핵연료 개발시설 배

기시설(ACU-557)의 HEPA Filter 18개월 주기검사와 련하여 성능효율을 측정

하여 공기조화 설비가 의도한 기능을 수행하는지 확인하는 데 그 목 이 있

다.

2.2 시험․검사 상 설비

(1) 설 비 명 : ACU-557

(2)     치 : 새빛연료과학동 3F 401호

(3) 용    도 : 배기시설

2.3 시험․검사 기간

HEPA Filter 설 시험은 2007년 4월 10일에 수행되었다.

2.4 시험․검사 내용

HEPA Filter 설 시험과 련하여 측정한 검사는 다음과 같다.

2.4.1 HEPA FILTER 육안검사

2.4.2 HEPA FILTER BANK 장 설시험

2.5 검사기

HEPA Filter 설 시험에 용된 기 은 다음과 같다.

2.5.1  KEPIC MHD TA

공기처리계통의 장시험

2.5.2  ASME-AG1 TA 

FIELD TESTING OF AIR TREATMENT SYSTEMS

2.5.3  ASME-N510

TESTING OF NUCLEAR AIR TREATMENT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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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측정기 황

HEPA Filter 설 시험에 사용된 측정기는 다음과 같다.

2.6.1 DOP AEROSOL GENERATOR

모델명 제조사

TDA-5B ATI

2.6.1  DOP AEROSOL DETECTOR

모델명 제조사

TDA-2E (s/n 9537) ATI

2.6.2 압력계(디지털 압력계)

모델명 제조사

n/a Digitron

2.6.3 풍속계(열 유속계)

모델명 제조사

DWYER/471(471-2) DWYER

2.6.4 압력 & 풍속계(아날로그)

모델명 제조사

MM-400 DWYER

2.6.5 온․습도계(건습구유리제온도계)

모델명 제조사

SATO(-20~50) SATO

2.6.6 기압계

모델명 제조사

Aneroid Barometer -

2.6.8 사용 에어로졸(DOP 에어로졸)

모델명 제조사

Di-(2-ethylhexyl) 
phthalate(DEHP) 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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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효율 여과기(HEPA Filter) 구매 사양서

3.1 품명

고효율여과기(HEPA Filter)

3.2 용범

본 규격서는 원자력시설의 안 성에 련되는 공기 는 가스처리 계통에서 사

용하는 HEPA Filter의 성능, 설계, 제작, 시험, 포장, 운송  설치 등에 해 

용한다.

3.3 일반사항

공 자는 본 시방서의 경미한 장치 락이나 오류가 있다하더라도 고품질의 헤

필터와 필요한 부속품 일체를 공 하여야 한다. 공 자와 구매자의 이견이 

있는 경우 구매자의 의견을 따른다.

3.4 정격사양

3.4.1 크기 : 24 × 24 × 11¹/2 in(610×610×292mm)

3.4.2 정격유량 : 1500 scfm (2550 ㎥/h)

3.4.3 최 항 : 1.3in W.G (325Pa)

3.5 용어정의

3.5.1 독립 인 필터시험기  (Independent Filter Test Laboratory) :  헤 필터

가 이 기술기 을 만족시킨다는 것을 실증하는데 필요한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 시험 기

3.5.2 여재 (media) : 필터에서 여과하는 재료

3.5.3 여재속도(media velocity) : 여재로 들어가는 공기나 가스의 선형 속도

3.5.4 통과량계 (penetrometer) : 본질 으로 0.3㎛의 단분산되는 시험 에어로졸을 

발생시키고, 제작된 MIL-STD-282의 헤 필터의 에어로졸의 통과량  공기 

항을 평가하기 한 Q-107장비

3.5.5 헤 필터(HEPA filter) : 고 효율입자공기 필터로서, 여재 체를 수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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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 이스 내에 소모성의 확장여재, 건식 필터, 필터는 단분산되는 0.3

㎛시험 에어로졸 입자로 시험할 경우, 최소 99.97%의 효율을 나타내어야 한

다.

3.5.6 DOP에어로졸(DOP aerosol) : 공기 에 분산되어 있는 Dioctylphthalate 

(DOP) 입자의 부유물

3.6 용기술기

계약자는 용기술기 에 따라야 하고 비치하여 입회검사가 검사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내용은 모두 숙지하여야 한다.

3.6.1 MIL-STD-282  

MILITARY STANDARD FILTER UNITS, PROTECTIVE CLOTHING, GAS-MASK 

COMPONENTS AND RELATED PRODUCTS: PERFORMANCE TEST METHODS

3.6.2 MIL-F-51068F  

MILITARY SPECIFICATION FILTERS, PARTICULATE (HIGH-EFFICIENCY FIRE 

RESISTANT)

3.6.3 MIL-F-51079D  

MILITARY SPECIFICATION FILTER MEDIUM, FIRE-RESISTANT, HIGH-EFFICIENCY

3.6.4 ASTM D 2986 

Standard Practice for Evaluation of Air Assay Media by the Monodisperse 

DOP(Dioctyl Phthalate) Smoke Test

3.6.5 ASME N509

NUCLEAR POWER PLANT AIR CLEANING UNITS AND COMPONENTS

.

3.6.6 ASME N510

TESTING OF NUCLEAR AIR TREATMENT SYSTEMS.

3.6.7 ASME AG-1

CODE ON NUCLEAR AIR AND GAS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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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 DOE-STD-3020

SPECIFICATION FOR HEPA FILTERS USED BY DOE CONTRACTORS

3.6.9 DOE-STD-3022 

DOE HEPA FILTER TEST PROGRAM

3.6.10 KEPIC-MH  

공조기기

3.6.11 UL 586 

HIGH-EFFICIENCY, PARTICULATE, AIR FILTER UNITS.

3.6.12 IEST-RP-CC 001.3

INSTITUTE OF ENVIRONMENTAL SCIENCES AND TECHNOLOGY HEPA AND ULPA 

FILTERS

3.6.13 ASTM A 176

Standard Specification for Stainless and Heat-Resisting Chromium 

Steel Plate. Sheet, and Strip

3.6.14 ASTM A 240

Standard Specification for Heat-Resisting Chromium and 

Chromium-Nickel Stainless Steel Plate, Sheet, and Strip for Pressure 

Vessels

3.6.15 ASTM A 740

Standard Specification for Hardware Cloth (Woven or Welded Galvanized 

Steel Wire Fabric)

3.6.16 ASTM B 209

Standard Specification for Aluminum and Aluminum-Alloy Sheet and 

Plate



- 8 -

3.6.17 ASTM D 1056

Standard Specification for Flexible Cellular Materials - Sponge or 

Expanded Rubber

3.7 허용재료

3.7.1 허용 재료

3.7.1.1 이스 재료

헤 필터의 이스는 ASTM A 366, A 570, A 611 는 KS D 3506 SGCC에 따

르는 최소 두께가 0.0720 in (14 gage USS) (1.83㎜)인 박강 .

3.7.2 개스킷 재료

3.7.2.1 탄성물질

ASME D 1056, 2C3 는 2C4에 따르는 내유성이고 확장된 다공성의 탄성 물

질(elastomer)

3.7.2.2 젤라틴 

폴리다이메틸실록세인(Polydimethylsiloxane)으로 만들고, 자기 착성  

자기변형성을 가지고 있는 경화된 젤(gel) . 젤을 에 사용할 때 

필터는 9.1항에 따라서 검증하여야 한다.

3.7.3 여재

여재는 ASME-AG-1의 부록 FC-I의 요건에 따른다.

3.7.4 보호망

속 보호망은 ASTM A 740에 따라서 23 게이지(0.56㎜) 강선에 아연을 도

하여 만든 4×4 강선구조 망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3.7.5 착제

여재의 연결, 개스킷과 필터 임의 착, 그리고 필터 팩 는 보호 과 

임의 에 사용되는 착제는 9.1.6항 는 UL-586의 국부 화염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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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t-flame test)에 따라서 시험한 증거로 자기소화성이 있어야 한다.

3.7.6 분리

그림 2, 필터의 분리 는 ASME B 209, 합  5052-H39, 3003-H19, 는 1145-H19

에 따르는 주름진 알루미늄으로 만들고, 최소 두께는 0.0015 in(0.038 mm)

로 만들어야 한다.

3.7.7 재료의 특별 제한사항

사용에 따른 열화 상은 일반 으로 이 기술기 의 용 범 의 밖이다. 필

터를 운 할 환경에 한 규정은 발 사업자의 책임이다. 체 재료는 이 기

술기 에서 참고한 재료 외에 검증시험에서 승인된 다른 재료도 헤 필터의 

제작에 사용할 수 있다. 

3.8 설계

3.8.1 일반설계

3.8.1.1 헤 필터

(1) 헤 필터는 그림 1, 2 같은 형상으로 제작하여야 하고, 필터의 크기와 

정격요건은 표1에 기술된 값을 따른다. 이스의 체 내표면은 필터 

팩을 이스에 단단히 고정하고, 하기 하여 착제로 도포하여

야 한다. 개스킷은 3.7.5항에 따라서 착제로 이스에 고정한다.

(2) 필터 팩에서 체 여재의 면 은 여재면의 최고 속도가 정격 유량에서 

5ft/min (1.52m/min)가 되는 면 이어야 한다.

3.8.1.2 이음매  패치

500cfm(850㎥/h)보다 작은 필터는 이음매를 가질 수 없다. 500cfm(850㎥

/h)이상인 필터는 필터 팩에서 하나의 이음매만을 가질 수 있다. 여재에 

패치가 있어서는 안된다.

3.8.2 필터 이스

필터의 이스는 필터 팩을 수용하는데 사용한다. 모든 이스의 이음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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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 이스의 재료는 3.7.1.1항에 따른다. 제작은 10.0항의 

요건에 따른다.

3.8.3 필터 팩

필터 팩은 여재를 필요한 크기로 어서 만들 수 있다. 힌 여재는 주름진 

분리 로 지지하여야 한다. 여재 팩은 분리 의 노출된 끝단보다 밖으로 나

오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여재 팩을 임에 착할 경우, 분리 는 

임보다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필터 팩은 임의 내

부에 단단히 고정시켜야 하고, 분리 는 임의 평행한 양쪽 두면과 직교

하도록 하여야 한다. 분리   여재는 양쪽 고정단을 연결한 직선에서 1/4 

in(6㎜)이상의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심한 편차는 승인될 수 없다.

3.8.4 개스킷

3.8.4.1 탄성 물질

개스킷은 3.7.5항에 따른 착제로 필터의 임에 하여야 한다. 개

스킷의 모서리는 임의 외부로 돌출되지 않아야 한다. 개스킷 재료의 

이음이 필요할 경우, 노치 는 더 테일(dovetail)로 잘 맞추어야 하고, 

모서리는 설이 확실하게 방지되도록 착하여야 한다. 하나의 헤 필터

당 4개를 과하는 개스킷 이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

3.8.4.2 젤라틴  

헤 필터 이스의 채 과 임의 모서리는 서로 하도록 하여야 

한다. 채 에는 을 하여 모서리와 합하는 부분에 3.7.2.2항에 따

라서 젤라틴 화합물로 채워야 한다.

3.8.5 분리

분리 의 재료는 부풀림(swelling), 처짐(sagging), 는 용융(melting)등

이 없이 규정된 모든 운  조건하에서 연속 인 사용을 견딜 수 있어야 한

다.

3.8.6 보호

보호 은 개스킷의 하부를 제외하고 필터 이스의 내부에서 필터의 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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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구 면에 설치한다.

3.8.2 성능요건

설계는 3.9항에 따라서 검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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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1 필터 항

청정 필터의 정격 공기유량에서 필터 항은 <표 1>의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표 1> 호칭 크기  정격

지정

번호

크    기 최소 정격 공기유량 최  항

inch mm scfm ㎥/h in.wg pa

4 24 × 24 × 57/8 610×610×149 500 850 1.0 250

5 24 × 24 × 11¹/2 610×610×292 1000 1700 1.0 250

6 24 × 24 × 11¹/2 610×610×292 1250 2125 1.0 250

7 24 × 24 × 11¹/2 610×610×292 1500 2550 1.3 325

8 24 × 24 × 11¹/2 610×610×292 2000 3400 1.3 325

9 12 × 12 × 11¹/2 305×305×292 250 424 1.0 250

3.9 시험  검사

헤 필터의 시험  검사는 독립 인 필터시험기 에서 MIL-STD-282의 시험방

법에 따라 승인된 Q-107 장비를 사용하여 합격한 제품만을 공 하여야 하며, 

시험의 결과는 각각의 필터의 라벨에 표시하여야 한다.

3.9.1 필터 항 시험

청정 필터의 공기유량에 한 항은 <표 1>의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3.9.2 육안 검사

각각의 필터는 3.10.1에 따라서 공차  설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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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ter 

Main Flow

Quench 

Vapor 

Mixing 

Main Control 

Fa

MIL-STD-282

Method 102.9.1

MIL-F-10462B

그림 1  통과량계(Q-107장비)

3.10 제작  설치

헤 필터는 3.8항의 설계 요건에 따라서 3.7.1항에 규정된 재료로 조립하여

야 하고, 조립된 필터는 3.9항에 따라서 각각 시험  검사를 하여야 한다.

3.10.1 제작  조립

3.10.1.1 공차 

(1) 평편도  직각도

이스의 면은 평편하여야 하고, 체 으로 1/16 in(1.6 mm)의 허용 

범  내에서 평행하여야한다. 이스는 각 면의 꼭지 에서 각선으

로 측정할 경우 체 으로 1/8 in(3 mm)의 허용범  내에 있는 사각

형이어야 한다.

(2) 치수공차

필터의 외부측 치수공차와 깊이공차는 표 4에 따른다. 이 치수공차는 

개스킷을 제외한 치수이다. 가스켓의 치수공차는 폭 3/4 ±1/16 in 

(19 ±1.6 mm) 이며, 두께는 1/4 in (6 m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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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필터의 외부측 치수공차와 깊이공차

크       기
외부측 

치수공차
깊 이 공 차

각선 

치수공차

24×24×5 7/8in

(610×610×149 mm) 이상

+0, -1/8 in

(+0, -3 mm)

+1/16, -0 in

(+1.6, -0 mm)

1/8 in

(3 mm)

24×24×5 7/8 in

(610×610×149 mm) 미만

+0, - 1/16 in

(+0, -1.6 mm)

+1/16, -0 in

(+1.6, -0 mm)

1/8 in

(3 mm)

3.10.1.2 여재설치

여재는 필터 이스의 측면  끝단(side and ends)에 여재의 모서리를 

필터 이스에 완 히 하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여재에서 구멍이나 

찢김(holes or tears)을 덧 어서(patch) 보수한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10.1.3 개스킷 설치

개스킷은 헤 필터의 하류면(Downstream)에 설치하며, 3.7.2.1의 재료 사

항을 만족하고 3.8.4.1의 설계요건을 따라야 한다.

3.10.1.4 보호  설치

보호 은 3.7.4에 따라 헤 필터의 상류면(Upstream)에 설치하여야 한다.

3.10.2 품질

필터는 이물질(먼지, 기름, 는 성 물질)이 없어야 하고, 변형이나 균열

이 발생한 임, 여재, 분리   보호  등의 변형이나 처짐, 착제의 

균열, 그리고 여재의 노출부에서 균열이나 구멍(holes)과 같은 손상이 없어

야 한다. 이 기술기 의 모든 치수  성능요건은 성취할 수 있는 최고의 

품질  완제품을 목표로 한다.

3.10.3 장 설치  시험

3.10.3.1 설치장소

공 자는 헤 필터를 한국원자력연구원 새빛연료과학동 공조실 첨단 핵연

료개발시설 배기설비에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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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3.2 장확인

구매자는 장에서 공   설치된 헤 필터가 운송  설치시 성능이 

하됨이 없음을 확인하며, 공 자는 성능이 하된 헤 필터에 해서는 

즉시 무상으로 교체해 주어야 한다.

3.10.3.3 장시험

다음의 성능시험이 구매자의 주 으로 ASME-N510에 따라 공인된 시험기

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1) 풍량시험

(2) 헤 필터 뱅크 장 설 시험

3.11 장  취

포장, 운송  장은 ASME-AG-1, AA-7000  ASME-NQA-2등 에 따른다. 

필터는 개별 포장을 하여야 한다. 지상자(catrons)에 포장된 필터의 모서

리에 여분의 충격 흡수재를 넣어야 한다. 필터는 리트(pleat)가 수직으로 

되도록 지상자에 놓고 포장하여야 한다. 지상자는 3.13.2항에 따라서 

한 방향을 분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장  취  에 필터는 3개를 

과해서 쌓지 말아야 한다.

3.12 품질보증

품질보증은 ASME-AG-1, AA-5000  다음의 요건을 따른다.

3.12.1 책임

공 자는 모든 규정된 정보를 제공하고, 품질 리의 수행과 이 기술기 에

서 요구하는 상세 검사  시험이 제작 단계에서 수행되었음을 보증할 책임

이 있다.

3.12.2 품질보증확인서

품질보증확인서는 다음의 사항으로 국한하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다음 사

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3.8항에 따른 헤 필터의 설계.

(2) 3.7항  ASME-AG-1의 부록 FC-1에 따른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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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9항에 따른 시험성 서.

(4) 3.11항에 따른 필터의 포장. 

3.13 명   인증

3.13.1 필터 표시

각 필터의 표시  라벨은 3 ft(0.9 m) 거리에서 읽을 수 있는 크기  형

태로 하고, 리트(pleat)가 수직일 경우는 필터의 에 있어야 한다. 최소

한 다음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공 자의 상호  상표

(2) 모델번호

(3) 일련번호

(4) 정격 유량

(5) 통과량  압력강하 시험을 한 공기흐름의 방향  설치 치 표시

(6) 100 % 정격 유량에서 압력강하 (in wg)

(7) 정격 유량에서 체 인 통과량

(8) 20 % 정격 유량에서 체 인 통과량

3.13.2 포장 표시

각 운송 용기(하나의 필터를 담은 지상자)의 표시  라벨은 3ft(0.9m)거

리에서 읽을 수 있는 크기  형태로 한다. 최소한 다음의 사항을 표시하여

야 한다.

(1) 공 자의 상호  상표

(2) 세로 크기가 3/8in(19mm)이상의 자로 운송  장을 한 방향을 나

타내는 화살표와 “윗면” 는 “취  주의” 등의 지시문

(3) 필터의 모델번호

(4) 구매주문번호 는 구매자가 요구하는 다른 식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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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HEPA Filter Bank 육안검사

4.1. 목

본 검사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새빛연료과학동 첨단 핵연료개발시설 배기설비

(ACU-557)의 HEPA Filter BANK에 새로 설치된 HEPA FILTER의 장착상태, 외

상의 손상, 필터여재의 설구멍 존재여부, 오염물질  이물질 여부 등을 확

인하여 배기시설의 성능 시험을 수행하기에 앞선 선결 확인 차이다.

4.2 검사 항목  기

4.2.1 FITLER MEDIA의 손상

FILTER MEDIA는 외 상 구부러짐 찢어짐 등이 없어야 하고 핀홀 등의 설

부 가 있어서는 안되며, 얼룩  오염물질에 훼손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4.2.2 FILTER GASKET 압착 상태

FILTER GASKET은 최소한 원 가스켓 두께의 50%로 압착이 되어 있어야 한다.

4.2.3 FILTER BANK 내의 이물질 존재 여부

FILTER BANK 내에 허용할 수 없는 이물질이나 성능에 향을 미칠만한 오염

물질이 없어야 한다.

4.2.4 실란트나 코킹의 유무

어떠한 실란트나 코킹이 없어야 한다.

4.2.5 FILTER 설치 상태

필터는 필터 주름에 수직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유량의 진행 방향에 맞게 설

치되어야 한다.

4.3 검사 결과

육안 검사를 실시한 결과 <표 2>와 같이 HEPA Filter는 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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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육안 검사 결과

1 Filter Media의 손상여부 ■ 만족 □ 불만족 □ N/A

2 가스켓 압착상태 (최소 50 %) ■ 만족 □ 불만족 □ N/A

3 Filter Bank내의 먼지 이물질 존재 여부 ■ 만족 □ 불만족 □ N/A

4 실란트나 코킹의 유무 ■ 만족 □ 불만족 □ N/A

5 필터설치 상태 (수직여부) ■ 만족 □ 불만족 □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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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기유량 검사

5.1 목

본 시험․검사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새빛연료과학동 첨단 핵연료개발시설 배기

설비(ACU-557) 설계유량의 ± 10 % 이내에 있다는 것을 유 증명하는데 그 목

이 있다.

5.2 시험시기

HEPA 필터 설검사 에 수행한다.

5.3 수행방법

5.3.1 계통에 모든 기기가 정상 으로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5.3.2 HEPA 필터 후단부(Downstream)에 유속측정기를 설치한다.

5.3.3 팬을 가동한다.

5.3.4 HEPA 필터 후단에서 각 필터 심으로부터 일정한 거리가 떨어진 곳에서 유

속을 측정한다.

5.4 정

5.4.1 각 필터별 유속 측정 후 공기유량 분포시험 기록지에 평균값을 구한다.

5.4.2 시험․검사 항목  기

확인사항 : 공기유량 확인

(배기설비 정격유량(22,800 m3/h의 ± 10 % 이내))

5.5 검사 결과

검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합하 다.

5.5.1 공기유량 확인

(1) 기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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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기설비 정격유량(Q)의 ±  10 %

Q = 22,800 m
3
/h ±  10 % = (20,520 m

3
/h ~ 25,080 m

3
/h)

(2) 측정  확인

• 정격측정 유량: 22,800 m
3
/h

• 시험측정 유량: 21,773 m
3
/h

• 20,520 m
3
/h < Q(21,773 m

3
/h) < 25,080 m

3
/h 이므로 정상임



6. HEPA FILTER BANK 현장 누성시험 갱사

"' 용석

용 시영 경샤능 안유띤'1쩍연구띤 셰냉연1파악용 엉안 얘연1개발사성 애기

성씨 (OCU-~~7) 사+갱애 성 'I핀 HEPA ’ ILn:R DANH의 누성양이 기충'I 이안잉

응i 송명‘}능대 2 용석이 잉다

"'시영 경샤앙용잉기충

.，용 HεPA FILn:R DANH 누성<.<웅)

기혼 에용양 수 잉능 에어호용의 용아양슨 애기시성(。이 -~~7)의 성깨사망셔

에 -I아-누성양 "ε ”이야잉것

"'시영경'*

경샤경아는 다응아 '<이 껴안야엇다

''< ‘> HEr A FILTER DANH 누성웅

@갱1잉수 상}융오 ， eu' " ‘}용융오t ζa ι 누성* 인갱

1 i。 。，，，

a "' 。，，，

3 .. 。，，，

영융 .. 。，，， 。'" ”척

초"상용용오‘ ·ω- 。‘

초" ‘}용 융오 ‘ I"' • 。 ‘
@’성 ~'t!， :I~ 이상 @’성 ”’” 섣 @’덩 융오.，리 i " 이내에 @성.，가

인용해어야앙

누4녕융 갱샤 ;71~' 0 。“ .，인

누응을(PI-α- .Bd X1OO • 0.009 oo xl00' 0.015" <0.05"a.-Bo "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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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검사결과 요약

새빛연료과학동 첨단 핵연료연구개발시설 배기시설 (ACU-557) 의 }正PA Filter 18

개월 주기검사로 누설율을 측정하여 공기조화 설비가 의도한 기능을 수행하는지 확

인하였다. 그 결과는 }표PA Fil ter Bank 육안 검사는 만족스러웠으며， 공기유량은

21 , 773 m3/h (20 , 520 m3/h ~ 25 , 080 m3/h) 및 누설율은 0.015% «0.05%)로 모두 만

족스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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