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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연구목적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호흡기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방진마스크에 정전

기 여과재를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2가지 정전여과재(하이드로 정전여과재, 코로나 정전여과재)에 대한

Nacl입자 및 Paraffin oil 에어로졸에 대한 차압과 포집효율 성능을 파악

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마스크 완제품이 아닌 여과재 원단(평량 30g/m2)을 이용하여 고체(Nacl)와

액체(Paraffin oil)에어로졸에 대해 120mg 부하시험(loading test)을 실시하

였다. 이때 TSI사 AFT 8130을 이용하여 정전여과재의 차압과 포집효율을

측정하였다. 또한 표면 정전위와 포집효율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같은

측정기를 이용하여 필터테스트(Filter test)를 추가로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1. Nacl입자에 대해 하이드로 정전여과재의 평균 차압은 428.33Pa, 평균 

포집효율은 99.98%, 코로나 정전여과재의 평균 차압은 396.54Pa, 평균 포집효율은

97.84%를 보였다. 두 여과재간에 평균 차압은 약 31.79Pa, 평균포집효율은

2.14%의 차이를 보였다. 차압은 코로나 여과재가 좋고 포집효율은 하이드로 

여과재가 좋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통계검정 결과, 에서 차압(p=0.310)은

차이가 없고, 포집효율(p<0.001)은 두 여과재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Paraffin oil입자의 경우, 하이드로 정전여과재의 평균 차압은 60.23Pa, 평균 

포집효율은 98.85%, 코로나 정전여과재의 평균 차압은 98.62Pa, 평균 포집효율은

81.18%를 나타냈다. 차압 및 포집효율 모두 하이드로 정전여과재가 좋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통계검정 결과 에서 차압(p<0.014)과 포집효율

(p<0.001)은 두 여과재간에 각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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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온고습(70℃95%) 전처리한 하이드로 정전여과재의 경우, Nacl입자에 

대한 평균 차압은 411.05Pa(표준상태 428.33pa), 평균 포집효율은 99.86%(표

준상태 99.98%)를 나타냈다. 표준상태 여과재와 비교시 차압은 일부 감소 

또는 증가하였지만 평균포집효율은 0.12% 정도 감소하였다. 그리고 통계검정

결과 에서 표준상태 여과재와 차압(p=0.787)은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포집효율(p<0.046)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Paraffin

oil입자의 경우, 평균 차압은 58.55Pa(표준상태 60.23pa), 평균 포집효율은 

96.61%(표준상태 98.85%)을 나타냈다. 표준상태와 비교시 평균 포집효율은 약 

4%정도 감소하였고, 차압은 6.5Pa 감소하였다. 통계검정 결과 에서 

고온고습 전처리한 여과재의 차압(p<0.010) 및 포집효율(p<0.001)은 표준상태 

여과재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고온저습(70℃20%) 전처리한 하이드로 정전여과재의 경우, Nacl입자에

대한 평균 차압은 428.65Pa(표준상태 428.33pa), 평균 포집효율은 99.97%

(표준상태 99.98%)를 나타냈다. 표준상태와 비교시 차압과 포집효율 모두 

거의 차이가 없었다. 통계검정 결과, 에서 Nacl입자에 대해서는 평

균 차압(p=0.820) 및 평균 포집효율(p=0.801)은 표준상태 여과재와 차이가 있

다고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Paraffin oil입자의 경우, 평균 

차압은 54.96Pa(표준상태 60.23Pa), 평균 포집효율은 99.00%(표준상태 

98.85%)로 나타났다. 표준상태와 비교시 차압과 포집효율 모두 거의 차이

가 없었다. 에서 평균 차압(p<0.010)은 표준상태 여과재와 차이가 

있고 평균 포집효율(p=0.663)은 표준상태 여과재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4. 표면정전위와 포집효율과의 관계를 보면, Nacl입자에 대한 표면 정전위와

포집효율간의 상관계수는 0.152(p=0.424), Paraffin oil입자에 대해서는 상관

계수가 0.454(p<0.012)로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無)

정전여과재의 필터 테스트 결과, Nacl입자에 대해 약 34.22%, Paraffin oil

입자에 대해 약 32.42%가량 정전기가 포집효율 상승에 기여하는 것으로 파악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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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Nacl입자에 대해 하이드로 여과재 2겹의 평균 포집효율은 100%로 1겹일 때

99.98%보다 상승하였고, 코로나 여과재의 경우, 2겹일 때 평균 포집효율은 

99.96%로 1겹일 때 97.84%보다 상승하였다. 아울러 Paraffin oil입자의 경우,

하이드로 여과재는 2겹일 때 평균포집효율은 99.99%로 1겹일 때 98.86%보다

상승하였다. 그리고 코로나 여과재의 경우 2겹일 때 평균포집효율은 95.79%로

1겹일 때 81.34%보다 상승하였다. 즉 적층수 증가는 정전방식에 관계없이 

포집효율 상승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1. Nacl입자의 경우, 포집효율은 하이드로 여과재가 코로나 여과재에 비해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차압은 코로나 여과재가 좋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Paraffin oil입자의 경우 하이드로 여과재가 차압과 포집효율 모두 좋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2. 정전여과재의 포집효율은 고습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또한 

Nacl입자에 비해 Paraffin oil입자가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차압은 포집효율 변화에 비하면 온도 및 습도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3. 정전기와 포집효율은 Nacl입자와 Paraffin oil입자 모두에 상관관계가 

있고 정전기는 섬유 구조와 더불어 포집효율 증가에 기여하는 것으로 관찰

되었다.

4. 여과재의 층수 증가시, 고체 및 액체 입자 모두에 하이드로 여과재 

포집효율이 코로나 여과재 보다 우수하였다. 아울러 코로나 정전여과재가 

층수가 증가함에 따라 Paraffin oil 입자에 대해 포집효율 개선이 가장 큰 

것으로 관찰되었다.

……………………………………………………………………
주요어 : 정전(하이드로, 코로나) 여과재, 부하시험, 차압, 포집효율

학 번 : 2013-2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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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필요성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산업용 마스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KCs 안전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보호구 인증고시(고용부 고시제2017-64호)에 따르면 방진마스크는

사용 장소에 따라 (표 1)과 같이 특급, 1급, 2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아울러 방진마스크는 여과재를 교체하면서 사용하는 분리식과 사용 후

폐기하는 안면부 여과식으로 구분된다.

표 1. 방진마스크의 등급

등 급 특 급 1 급 2 급

사

용

장

소

․베릴륨등과 같이

독성이 강한 물질

들을 함유한 분진

등 발생장소

․석면 취급장소

․특급마스크 착용장소를

제외한 분진 등 발생장소

․금속흄 등과 같이 열적으로

생기는 분진 등 발생장소

․기계적으로 생기는 분진 등

발생장소(규소 등과 같이

2급 방진마스크를 착용하

여도 무방한 경우는 제외)

․특급및 1급마스크

착용장소를 제외한

분진 등 발생장소

배기밸브가 없는 안면부여과식 마스크는 특급 및 1급 장소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는 보건용 마스크는 입자상 물질이나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할 목적으로 사용된다. 보건용 마스크는

성능에 따라 KF99, KF94, KF80 세 종류로 나뉜다.

방진마스크와 보건용마스크는 성능 시험항목수와 시험조건 등은 (표 2)와

같이 다르다(홍주연,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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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방진마스크와 보건용마스크 성능기준 비교

구 분 등급
성능기준

비고
분진포집효율(%) 흡기저항(Pa)

방진마스크

(안면부여과식)

특급
평균입경 0.6㎛,

99% 이상

95ℓ/min, 300Pa 이하

30ℓ/min, 100Pa 이하

1급
평균입경 0.6㎛,

94% 이상

95ℓ/min, 240Pa 이하

30ℓ/min, 70Pa 이하

2급
평균입경 0.6㎛,

80% 이상

95ℓ/min, 210Pa 이하

30ℓ/min, 60Pa 이하

보건용마스크

KF99
평균입경 0.6㎛,

99% 이상
30ℓ/min, 100Pa 이하

KF94
평균입경 0.6㎛,

94% 이상
30ℓ/min, 70Pa 이하

KF80
평균입경 0.6㎛,

80% 이상
30ℓ/min, 60Pa 이하

또한 산업용마스크와 보건용마스크의 여과재 원단은 같은 것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시장에서 판매되는 마스크에 사용되는 여과재(Filter)의

성능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호흡용 보호구의 여과재로 정전여과재는 수 십년 동안 사용되어 왔다.

여과재에 정전하를 부여하면 포집효율이 증가되는데, 이는 대전된

여과재와 반대전하의 먼지 입자가 전기적 인력에 의해 포집되는

현상으로 보고되고 있다(Bozenna Lowkis et. al., 2001). 일반 기계식 여과재

(Mechanical Filter)와 달리 정전기를 부여한 정전여과재는 포집효율이

향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전여과재의 효율은 같은 효율과

표면적을 갖는 기계식 여과재(Mechanical Filter)보다 낮은 압력강하를

나타낸다. 또한 정전여과재를 사용한 마스크는 일반적으로 기계식

여과재를 사용한 마스크보다 소형이며 무게도 가볍다. 또한 정전여과재는

호흡용 보호구 소재로 적절하다(Leonard W. Barrett et. al., 1998).



- 3 -

부직포는 다양한 산업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선호되어 지고 있으며,

호흡용 보호구용 정전여과재 소재로는 부직포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여과재로 사용되는 부직포는 카드기(Carding machine), 니들펀치(Needle

punch) 시스템 및 압출용융방사(melt-blown extrusion, MB) 등에 의해

제조된다(L.S. Pinchuk et. al., 1998). MB방식으로 제조되는 부직포는

기공성이라는 단일기능에 의해 여과특성을 나타내므로 눈막힘(clogging)

현상에 따른 압력강하, 포집효율 감소 등의 문제점이 존재한다(Lyle F et

al., 1997). 특히 마스크의 성능평가에서 중요한 여과재 포집효율은 유속,

입자크기, 부직포 섬유크기, 섬유밀도 등에 여러 변수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복잡하다(Revoir HW et. al., 1997).

공조용, 수처리 또는 호흡용 보호구에 사용되는 여과재의 성능은 높은

포집효율과 낮은 흡기저항을 갖을수록 우수하다. 이를 위해 다양한

정전기 처리방식 및 섬유 원단을 사용하고 있으나 정전처리 시스템 및

섬유관련 정보는 회사마다 공개하지 않아 알 수가 없는 실정이다.

1.2 여과이론

(그림 1)은 여과재의 여과 메커니즘을 보여주고 있다. 관성 충돌, 간섭,

확산 및 정전기력 등 4가지 서로 다른 포집 메커니즘은 공기 중 분진 

여과재의 성능을 결정한다.

그림 1. 여과 메커니즘(출처 : NIOSH,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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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메커니즘 중 첫 번째 3개는 대개 기계식 소재(Mechanical

Media)에 적용되고 분진크기에 영향을 받는다. 다만 마지막 4번째

정전기력은 기계식 소재에서 매우 작은 역할을 한다. 정전기 충전

여과재에 사용되는 섬유는 포집된 에어로졸을 유지하는 것 외에도

실제로 섬유방향으로 에어로졸을 끌어당긴다. 정전여과재는 충전된

섬유에 의존하여 여과재 전체에 걸쳐 주어진 차압(Pressure drop)에

대한 포집 효율을 크게 높인다(NIOSH Guidance, 2003).

1.3 여과재 제조와 정전기 대전방식

부직포는 카드기 또는 니들펀치기에 의해 가공된 다양한 인조섬유를

고압 또는 접착제를 적용하여 형성된 소재라고 정의할 수 있다(Gui-Bing

Hong et. al., 2012). 즉 부직포는 섬유를 실로 짜지 않고 적당한 방법으로

웹상 배열시켜 물리, 화학, 기계적으로 처리하여 섬유를 결속시켜

섬유로부터 직접 포의 형상으로 만든 것이다.

1.3.1 MB 부직포 제조방식 및 특징

금번 연구의 대상이 되는 MB(Melt Blown)방식의 부직포는 PP(poly

propylene)와 같은 열가소성 고분자를 용융하여 노즐을 통해 압출 

방사하는 부직포 제조 방법으로, 압출기를 통해 용융된 고분자를  

펌프로 이송시킨 후 각각의 고분자를 노즐을 통해 고분자를 방사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표 3)에 MB 여과재 소재, 접착방법 등을 표시하였다.

제조공법 소재
웹형성 및 

접착방법
특징

멜트블로운

(Melt Blown)
pp 용융방사시 접착

․통기저항 높음

․저항상승률 높음

표 3. 멜트블로운 여과재 소재, 접착방법 및 특징

※ 출처 : 일체형 양구 방진마스크 개발 보고서(KOSHA,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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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Melt-blowing process 개략도(출처 : Youngchul Lee et. al., 1990).

MB방식으로 제조된 부직포는 microdenier 섬유웹 구조 때문에 여과재

소재로서 가장 이상적이라 할 수 있다(Youngchul Lee et. al., 1990).

1.3.2 정전기 부여방식

다음으로 마스크 여과재의 포집효율 향상을 위해 정전기를 부여하는 데

정전기를 부여하는 방식으로는 코로나 대전(Corona-charging)방식과

하이드로 대전(Hydro-charging) 방식이 정전여과재 생산에 많이 활용

되고 있다.

1.3.2.1 코로나 대전(Corona-charging)방식

코로나 정전기 부여 방식은 정전속도 등의 이유로 정전여과재를 생산하는데

가장 자주 사용되는 방식이다(Jinwei Xu et. al., 2020). 단일 막대 또는 와이어

전극과 제 2전극의 곡면 사이에서 생성된 전기장에 웹 또는 필름을 노출하고,

선택적으로 웹 또는 필름을 후속 전기장에 순차적으로 노출하여 웹 또는

필름을 정전기적으로 대전시키는 방식이다(US Patent 5401446, 1995).

코로나 정전여과재는 공압출방사 시스템을 이용하여 폴리프로필렌

부직포 여과재를 제조한 후, (그림 3)와 유사한 코로나 방전 장치로

고전압을 인가하여 코로나 정전기가 부여된 폴리프로필렌 여과재를

제조한다(오경근 et. al.,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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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전원 2. 금속실린더 3. 금속봉 4. 텅스텐와이어 5. 금속그리드

6. 저항박스 7. 부직포 8. PVC 지지대

그림 3. Corona-charging 개략도(출처 : Lucian Dascalescu et.al 등, 2010).

1.3.2.2 하이드로 대전(Hydro-charging)방식

하이드로 정전기 부여방식은 정전여과재에 전하를 증대시킨 여과능력을

웹에 제공하기에 충분한 압력에서 다량의 포획된 물의 전하 제트 또는

물방울의 흐름을 가질 수 있는 열가소성 비전도성 미세 섬유(microfiber)의

부직포 웹에 충돌시키고 상기 웹을 건조시키는 단계를 포함한 방식이다

(US patent 5496507, 1996). 대전방법은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처리하는

온라인 대전방식과 제품생산 완료 후 가공을 실시하는 오프라인 대전방식이

있다(임경빈 et. al., 2014). 아래 (그림 4)는 온라인 대전방식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원료 및 첨가제를 호퍼에 넣고 압출기를 통과시킨 후 방사노즐로

고온고압의 공기와 더불어 공급된다. 방사 후 고압의 수류를 분사하여

정전기를 부여하고 적층되어 부직포가 생산된다.

그림 4. Hydro-charging 개략도(출처 : 임경빈 et. a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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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연구목적

금번 연구목적으로는 첫째로, 방진마스크 국제표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하(loading)시험을 통해 에어로졸(Nacl 및 Paraffin oil)별 정전여과재

정전방식(Corona-charging 및 Hydro-charging)에 따른 포집효율 (Filtration

Efficiency)과 차압(Pressure drop) 성능을 파악하고

둘째로, 표준상태((20±15)℃, (65±20)RH%)의 정전여과재를 고온고습(70℃95%)

및 고온저습(70℃20%)으로 전처리 후 포집효율과 차압 성능의 변화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셋째로 정전여과재의 포집효율에서 정전기의 기여도 파악 및

마지막으로, 정전여과재의 적층수에 따른 포집효율의 변화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방진마스크 제조시 낮은 차압과 높은 포집효율 달성,

사용 및 보관시 온·습도변화에 따른 여과재의 성능변화, 정전기의 역할

등을 파악하여 근로자의 호흡기 건강예방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제 2 장 연구대상 및 방법

방진마스크 여과재의 성능은 에어로졸에 대한 포집효율(100%-투과율%)과

차압(압력강하)에 달려있다. 포집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과재를 여러층

(layer)으로 겹치거나 여과재 두께를 두껍게 한다. 또는 여과재의

섬유밀도를 높인다. 이런 방식의 경우 차압이 높아져 근로자가 호흡시

불편을 호소하게 된다. 따라서 포집효율을 높으면서 차압이 낮은

여과재를 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번 연구에서는 방진마스크 완제품이 아닌 현재 국내에서 마스크

제작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하이드로 정전여과재와 코로나 정전여과재

원단을 대상으로 Nacl과 Paraffin oil을 이용하여 시험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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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재료와 방법

2.1.1 샘플과 온도전처리

선택한 여과재는 폴리프로필렌으로 제조된 하이드로 방식 대전

여과재와 코로나 방식 대전 여과재를 사용하였다. 하이드로 정전여과재

3개사 및 코로나 정전여과재 3개사를 선정하여, 각 제조사별로 5개의

시료를 실험에 사용하였다. 각 시료 및 온도전처리는 (표 4) 및 (표 5)와

같다.

제조사
정전
방식

평량
(g/m2)

지름
(cm)

시료수 온도전처리

H1 Hydro 30 16
5 70℃95%
5 70℃20%
5 표준상태*

H2 Hydro 30 16
5 70℃95%
5 70℃20%
5 표준상태

H3 Hydro 30 16
5 70℃95%
5 70℃20%
5 표준상태

C4 Corona 30 16

5 70℃95%

5 70℃20%

5 표준상태

C5 Corona 30 16

5 70℃95%

5 70℃20%

5 표준상태

C6 Corona 30 16

5 70℃95%

5 70℃20%

5 표준상태

표 4. 정전 여과재 사양, 시료수 및 온도전처리

* 표준상태 : (20±15)℃, (65±20)R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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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온도(℃) 습도(RH%) 전처리시간
전처리 후

노출시간

1 70±3 95±10 24 3

2 70±3 20±10 24 3

표 5. 온도 및 습도 변화를 위한 전처리 사양

2.1.2 여과재 원단의 시료 크기

금번 연구는 방진마스크 완제품이 아닌 여과재 원단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상업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호흡용 보호구 여과재 면적에

가깝도록 한 지름이 6inch(약 16cm) 원형의 평평한 시료로 시험하였다.

이는 방진마스크 기전이 평평한 시트의 기전과 유사하기

때문이다(Leonard W. Barrett et, al., ). 여과재 시료는 유량 95ℓ/min 으로

(그림 5)의 홀더를 이용하여 시험하였다.

여과재 홀더 여과재 시료

그림 5. 여과재 홀더 및 시료.

2.1.3 시험입자 사양

여과재의 고체(Solid)와 액체(Oily liquid)입자 각각에 대한 흡기저항과

투과율을 알아보기 위해 염화나트륨(Sodium chloride) 및 파라핀오일

(Paraffinum perliquidum CP27 DAB7) 에어로졸 발생기를 장착한 TSI

Automatic Filter Tester(AFT) 장비를 사용하였다. 1% 염화나트륨 용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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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염화나트륨 에어로졸을 발생시켜 분당 95ℓ의 유량으로 120mg

노출시켰다. 이 염화나트륨 에어로졸의 평균농도는 (8±4)mg/m3 이며,

입경분포는 0.04㎛∼1㎛이다. 또한 파라핀오일 미스트의 입경분포는

0.05㎛∼1.7㎛이며, 평균입경은 약 0.4㎛이다. 염화나트륨과 동일하게

분당 95ℓ의 유량으로 120mg 노출시켰다. 미스트의 평균농도는

(20±5)mg/m3이다.

시험조건
염화나트륨

에어로졸

파라핀오일

에어로졸

에어로졸 발생기 TSI 8130 TSI 8130

에어로졸 Nacl(고체) Paraffin(액체)

에어로졸 유량 95 ℓ/min 95 ℓ/min

에어로졸 입경분포 0.04㎛~1㎛ 0.05㎛~1.7㎛

에어로졸

평균입경
mass median diameter 0.6㎛ 0.4㎛

에어로졸 농도 (8±4)mg/m3 (20±5)mg/m3

에어로졸 부하량 120mg 120mg

표 6. 시험조건 요약

2.1.4 여과재 표면 정전위 측정

정전부직포의 표면 정전기 전위측정은 시료를 온도(20±2)℃, 상대습도

(40±2)%의 실험실에 24 시간 방치하는 전처리 후 측정하였다. 측정은

정전하 측정기(FMX-004)를 이용하여 정전기 전위를 측정하였다.

그리고 정전하 측정기의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여 정전기 전위를 측정하기

위한 최적의 거리로 제시한 2.5 cm의 거리에서 측정하였다. 측정기의

최대측정범위는 ±3.31 kV 이다. 정전위는 여과재당 임의의 40개 지점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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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온도전처리

온도전처리는 (70±3)℃의 온도에서 습도를 (95±10)% 또는 (20±10)%

24시간동안 연속하여 전처리한 후 표준상태((20±15)℃, (65±20)RH%)

실온에서 3시간 유지 후 차압과 포집효율을 측정하였다.

2.2 결과분석

시험결과는 정규성 검정(Shapiro-Wilk test)를 실시하여 분포특성을

살펴보았다. 실시결과 일부는 정규분포를 하고 일부는 하지 않았으며,

시료가 충분하지 않은 관계로 비모수 검정방식인 Mann-Whitney test(or

Kruskal-Wallis rank test)를 통해 차이를 살펴보았다. 자료분석을 위한

통계처리는 SPSS를 사용하였다.

제 3 장 연구결과 및 고찰

3.1 정전방식에 따른 차압(Pressure drop)과 포집효율

동일 평량(30g/m2)의 하이드로(Hydro) 정전여과재 및 코로나(Corona)

정전여과재의 Nacl입자 및 Paraffin oil 에어로졸에 대한 차압과 포집효율

성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평량 30g/m2 정전여과재는 안면부

여과식 방진마스크에 주로 사용되므로 금번 연구대상 여과재의 차압과

포집효율 성능이 안면부 여과식 2급 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안면부 여과식 방진마스크의 차압과 포집효율 기준은 (표 7)과 같다.

형태 등급
유량
(LPM)

흡기저항 포집효율

차압(Pa) Nacl 및 파라핀 오일시험(%)

안면부

여과식

특급 95 300 이하 99.0 이상

1급 95 240 이하 94.0 이상

2급 95 210 이하 80.0 이상

표 7. 안면부 여과식 차압 및 포집효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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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Nacl에 대한 정전여과재의 차압과 포집효율

(표 8)은 평량 30g/m2, 1겹에 대한 정전 여과재의 Nacl 부하시험에 대한

차압과 포집효율을 나타낸다.

표 8. 정전여과재 차압과 포집효율 (30g/m2, 1겹, Nacl)

사업장
차압(Pa) 포집효율(%)

범 위 평균±표준편차 범 위 평균±표준편차

H1 66.0~1218.6 455.29±31.01 100.00~100.00 100.00±0.00

H2 45.5~641.5 221.34±16.81 99.67~100.00 99.95±0.59

H3 66.7~1464.1 608.35±32.42 99.99~100.00 100.00±0.00

평   균 428.33±166.70 - 99.98±0.03

C4 58.3~1446.0 608.71±17.38 98.46~100.00 99.70±0.08

C5 71.8~1126.1 384.08±13.08 94.42~100.00 98.23±0.06

C6 39.2~684.9 196.83±17.74 86.40~100.00 95.52±2.33

평   균 396.54±174.93 - 97.84±2.18

※ H : Hydro-charging, C : Corona-charging

그림 6. 정전방식과 Nacl 입자의 누적량에 따른 포집효율의 변화.

(하이드로 정전방식, H2사, 1겹). (코로나 정전방식, C4사, 1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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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평량 30g/m2, 1겹에 대한 정전여과재간 포집효율을 보면, (그림 6)

에서 보여지듯이 정전여과재의 포집효율은 부하시험이 진행됨에 따라

초기값보다 하락하다 최소값을 지나 일정시간이 지나면 다시 상승 하는

양상을 보였다. 다만 초기부터 종료시까지 100 %를 유지하는 경우도

관찰되었다.

평균 포집효율은 하이드로 정전여과재가 99.98% 코로나 정전여과재가

97.84%로 하이드로 정전여과재가 코로나 정전여과재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하이드로 정전여과재 3개사의 최소포집효율은 99.67%였으며

코로나 정전여과재 3개사의 최소 포집효율은 86.40%으로 모두

Nacl입자에 대해 안면부 여과식 2급 기준(≥80.0%)을 만족하였다.

그림 7. 정전방식과 Nacl 입자의 누적량에 따른 차압의 변화.

(하이드로 정전방식, H2사, 1겹). (코로나 정전방식, C4사, 1겹).

다음으로 차압을 보면, (그림 7)에서 보여주듯이 여과재의 종류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증가하다 포집효율이 100%에 가까워질수록 급격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표 6)을 보면 평균 차압은 하이드로

정전여과재가 428.33Pa, 코로나 정전여과재가 396.54Pa로 코로나

정전여과재가 조금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코로나 정전여과재가

하이드로 정전여과재에 비해 숨쉬기가 조금 원활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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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1 정전여과재간의 차압과 포집효율 통계분석

하이드로 및 코로나 정전방식간의 차이를 관찰하기 위해 t-test를

활용하기 위하여 정규성 검토를 실시한 결과, 유의수준 0.05에서,

하이드로 정전여과재의 경우 차압(p<0.040)과 포집효율(p<0.001) 모두

정규분포를 이루지 않았다. 아울러 코로나 정전 여과재의 경우

차압(p=0.190)은 정규분포를 이루었으나 포집효율(p<0.020)은 정규분포를

이루지 않았다. 정규성 검토 결과 정규분포를 이루지 않아 비모수적

방법인 Mann-Whitney test 검정을 실시하였다.

차압 Z값은 –1.016이고 유의확률은 0.310으로 유의수준 0.05에서

정전방식에 따라 차압은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포집효율 Z값은 –4.785 (p<0.001)으로 두 집단간에 포집효율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1.2 정전여과재 제조사간 차압과 포집효율 통계분석

하이드로 여과재 제조사간 Shapiro-wilk 정규성 검정 결과, 3개 제조사

모두 차압은 정규성을 따랐으나 포집효율의 경우, H3사(p<0.001)의 경우

정규성을 따르지 않았다.

정규성 검토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항목이 있어 ANOVA과

비모수적 방법인 Kruskal- wallis 검정을 동시에 실시하였다.

Kruskal-wallis 검정결과 제조사별 차압 순위는 H3사, H1사, H2사

순으로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차압의 카이제곱은 12.500이고

유의확률은 0.002로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하여 제조사에 따라 평균

차압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포집효율 순위는 H1사,

H3사, H2사 순으로 좋은 것으로 나타났고 포집효율(p=0.077)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코로나 여과재 제조사간 정규성 검정 결과, 하이드로 여과재와

달리, 차압과 포집효율 모두 정규분포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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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하이드로 정전여과재 및 코로나 정전여과재에 공통으로

AN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9. 정전여과재 제조사간 차압과 포집효율 ANOVA 분석

제곱합 df 평균 제곱 F 유의확률

하이

드로

차압

집단-간 379882.839 2 189941.419 248.219 .000

집단-내 9182.613 12 765.218

합계 389065.452 14

포집

효율

집단-간 .007 2 .003 2.933 .092

집단-내 .014 12 .001

합계 .020 14

코로나

차압

집단-간 425266.977 2 212633.488 809.385 .000

집단-내 3152.519 12 262.710

합계 428419.495 14

포집

효율

집단-간 45.163 2 22.581 12.387 .001

집단-내 21.876 12 1.823

합계 67.039 14

하이드로 정전여과재의 경우, 차압 분산분석결과 F값 248.219(p<0.001)

으로 유의수준 0.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제조사별로

차압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집효율 분석결과 F값

2.933(p=0.092)으로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제조사별로

포집효율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Kruskal wallis 검정과

같은 결과를 보였다.

코로나 정전여과재의 경우, 차압은 C6사, C5사, C4사 순으로 낮았으며

포집효율은 C4사, C5사, C6사 순으로 높았다. 코로나 정전여과재의

분산분석결과, 차압 F값 809.385(p<0.001) 및 포집효율 F값 12.387(p<0.001)로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제조사별로 차압 및

포집효율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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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Paraffin oil에 대한 정전여과재(30g/m2, 1겹)의 차압과 포집효율

액체 에어로졸로 파라핀 오일 (Paraffin oil)을 사용하였다. 3개사

15개(1개사 당 5개 시료) 하이드로 정전여과재와 3개사 15개(1개사 당

5개 시료) 코로나 정전 여과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정전여과재의

Paraffin oil 부하시험에 대한 차압과 포집효율 성능을 (표 10)에 나타냈다.

표 10. 정전여과재 차압과 포집효율(30 g/m2, 1겹, Paraffin oil)

사업장
차압(Pa) 포집효율(%)

범위 평균±표준편차 범위 평균±표준편차

H1 60.2~68.9 65.10±1.39 99.77~99.98 99.92±0.02

H2 44.7~54.4 49.64±0.37 92.09~99.84 97.08±0.23

H3 60.2~70.2 65.94±2.39 98.55~99.95 99.56±0.09

전체평균 60.23±7.89 - 98.85±1.31

C4 53.4~60.1 58.05±2.52 91.84~97.78 94.75±0.61

C5 65.6~70.0 68.07±0.70 65.40~89.00 77.29±1.41

C6 32.3~1053.6 169.75±27.11 46.70~100.00 71.50±2.19

전체평균 98.62±54.22 - 81.18±10.32

그림 8. 정전방식과 Paraffin oil 에어로졸 누적량에 따른 포집효율 변화.
(하이드로 정전방식, H3사, 1겹). (코로나 정전방식, C4사, 1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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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정전방식간 포집효율을 보면, (그림 8)에서 보여지듯이

정전여과재의 포집효율은 부하시험이 진행됨에 따라 포집효율은

정전방식에 관계없이 초기값을 최대값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평균 포집효율은 하이드로 정전여과재가 98.85% 코로나 정전여과재가

81.18%로 하이드로 정전여과재가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하이드로 정전여과재 3개사의 최소 포집효율은 92.09%로 모두

안면부 여과식 2급을 만족하였다. 그러나 Nacl입자에 대해서는 모두

인증기준의 특급(≥99.0%)을 만족하였지만 Paraffin oil에 대해서는 H2사는

1급(≥94.0%)을 만족하지 못하였고, H3사의 경우도 5개 시료 중 2개

시료가 특급기준을 만족하지 못했다.

코로나 정전여과재의 경우, 3개사 중 C4사만 최소포집효율 91.84%로

안면부 여과식 2급을 만족하였다. C4사의 경우 Nacl입자에 대해서는

1급(≥94.0%)을 만족하였으나 Paraffin oil입자에 대해서는 1급을

만족하지 못하였다. C5사와 C6사는 각각 최소 포집효율로 65.40%,

49.30%로 안면부 여과식 2급(≥80.0%)을 만족하지 못했다.

Paraffin oil에 대한 포집효율의 경우, 하이드로 정전여과재에 비해

코로나 정전여과재가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Nacl입자에 대한

3개사 평균 포집효율과 비교해 보면, 하이드로 정전여과재는 99.98%에서

98.85%로 1.13% 감소하였으며 코로나 정전여과재는 97.84%에서

81.18%로 16.66% 감소하였다. 이는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정전여과재는 고체입자에 비해 액체 에어로졸에 대해 포집효율에 대해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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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정전방식과 Paraffin oil 에어로졸 누적량에 따른 차압 변화.

(하이드로 정전방식, H3사, 1겹). (코로나 정전방식, C4사, 1겹).

다음은 Paraffin oil에 대한 정전여과재의 차압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림 9)는 하이드로 여과재 그리고 코로나 정전여과재의 차압곡선의

형상을 보여주고 있다. Paraffin oil에 대한 차압은 여과재의 정전방식에

관계없이 고체(Nacl) 입자 시험과 다른 양상으로 각 제조사별로 일정한

범위내에서 변동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C6사의 경우는 조금 다른

변동을 보였다. C6사의 차압 그래프는 (그림 10)와 같다. 평균 차압은

하이드로 정전여과재가 60.23Pa로 코로나 정전여과재 98.62Pa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Nacl입자에 대한 3개사 평균 차압과 비교해 보면,

하이드로 정전여과재는 428.33Pa에서 60.23Pa로 85.9% 감소하였으며

코로나 정전여과재는 396.54Pa에서 98.62Pa로 75.1% 감소하였다.

그림 10. Paraffin oil 누적량에 따른 차압과 포집효율 변화.

(코로나 정전방식, C6사, 1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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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에서 차압이 낮게 유지되다가 약 96 mg 정도에 다달아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이는 다른 2개사 보다 포집효율을 높이기 위해

여과재 내부의 섬유밀도를 높였거나 여과재 두께가 두꺼워 액체에어로졸이

여과재에 적재되면서 차압이 순간적으로 증가한게 원인이 될 수 있다.

다만 정전기 부여기술과 원단제조기술 등은 제조사별로 비밀로 하고

있어 정확하게 원인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어, 향후 관련 연구에서

섬유직경, 여과재 두께, 기공크기 등을 변수로 한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3.1.2.1 정전여과재간의 차압과 포집효율 통계분석

파라핀 오일에 대한 정전방식별 차압과 포집효율 간 차이를

파악하였다. 두 집단간의 차이를 분석방법인 t-test를 활용하기 위하여

정규성 검토를 실시한 결과, 하이드로 정전 여과재의 경우, 유의수준

0.05에서, 차압 0.760(p<0.001)과 포집효율 0.727(p<0.001) 모두 유의하지

않아 정규분포를 이루지 않았다. 아울러 코로나 정전 여과재의 경우도,

모두 유의수준 0.05에서, 차압 0.742(p<0.001) 및 포집효율

0.819(p<0.006) 모두 유의하지 않았고 정규분포를 이루지 않았다.

이에 따라 t-test의 비모수적 방법인 Mann-whitney 검정을 실시하였다.

검정결과, 차압은 Z값–2.468(p<0.014)로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하이드로 정전여과재와 코로나 정전여과재 사이

차압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포집효율도

Z값–4.667(p<0.001)로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역시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2.2 정전여과재 제조사간 차압과 포집효율 통계분석

하이드로 정전여과재 제조사별 정규성 검토를 실시하였고 3개사 모두

차압과 포집효율이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하였고 정규분포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코로나 정전여과재 제조사별 정규성 검토 결과,

모든 제조사의 차압과 포집효율은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하였다. 이에

따라 각 정전방식별 ANOVA 분석결과를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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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정전여과재 제조사간 차압과 포집효율 ANOVA분석

구   분 제곱합 df 평균 제곱 F 유의확률

하이

드로

차압

집단-간 841.824 2 420.912 160.785 .000

집단-내 31.414 12 2.618

합계 873.239 14

포집

효율

집단-간 23.845 2 11.923 536.174 .000

집단-내 .267 12 .022

합계 24.112 14

코로나

차압

집단-간 38194.333 2 19097.166 77.217 .000

집단-내 2967.808 12 247.317

합계 41162.141 14

포집

효율

집단-간 1464.937 2 732.468 304.833 .000

집단-내 28.834 12 2.403

합계 1493.771 14

하이드로 정전여과재의 분산분석결과, 차압 F값 160.785(p<0.001) 및

포집효율 F값 536.174(p<0.001)으로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제조사별로 차압 및 포집효율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압은 H2사, H1사, H3사 순으로 좋았으며, 포집효율은 H1사,

H3사, H2사 순으로 좋았다. 또한 코로나 여과재의 분산분석결과 차압

F값 77.127(p<0.001) 및 포집효율 F값 304.833(p<0.001)로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제조사별로 차압 및 포집효율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압은 C6사, C5사, C4사 순으로 좋았으며,

포집효율은 C4사, C5사, C6사 순으로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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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온·습도 변화에 따른 차압(Pressure drop)과 포집효율

다음은 정전여과재의 온도 및 습도의 변화에 대한 차압과 포집효율

변화를 알아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하이드로 정전여과재를 대상으로

온도 70℃, 상대습도 95% 그리고 온도 70℃, 상대습도 20%에서 각각

24시간 전처리한 후 표준상태((20±15)℃, (65±20)RH%)에서 3시간

노출시킨 후 고체입자 및 액체입자에 대해 부하(loading)시험을

실시하였다.

시험대상은 3개의 하이드로 정전여과재 제조사별로 각각 5개의 시료를

준비하여 총 15개의 시료를 시험하였다.

3.2.1 고온고습(70℃95%) 전처리 여과재와 표준상태 여과재의 성능 비교

3.2.1.1 Nacl에 대한 전처리한 하이드로 여과재 차압과 포집효율

전처리한 하이드로 정전여과재의 차압과 포집효율은 (표 12)에

정리하였다.

표 12. 고온고습(70℃95%) 하이드로 정전여과재 차압과 포집효율

(30g/m2, 1겹, Nacl)

사업장
차압(Pa) 포집효율(%)

범위 평균±표준편차 범위 평균±표준편차

H1 61.1~1255.6 429.22±39.68 99.81~100.00 99.98±0.02

H2 51.2~889.7 292.72±17.53 98.62~100.00 99.61±0.09

H3 61.7~1385.1 511.21±61.18 99.94~100.00 99.99±0.00

전체평균 411.05±101.53 - 99.86±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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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고온고습 vs 표준상태 하이드로 정전여과재 포집효율.

(30g/m2, 1겹, Nacl).

고온고습 전처리한 여과재의 포집효율을 표준상태와 비교했을 때,

전처리한 여과재가 약간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표준상태에서 평균

포집효율은 99.98%였으나 고온고습 전처리 후 99.86%로 감소하였다. 각

제조사별로 보면 H1사는 100%에서 99.98%, H2사는 99.95%에서 99.61%,

H3사는 100%에서 99.99%로 전부 감소하였다. 그렇지만 고온고습

전처리 후 정전여과재의 최소포집효율은 H1사는 99.81%, H2사는

98.62%, H3사는 99.94%로 안면부 여과식 2급 기준을 모두 만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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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고온고습 vs 표준상태 하이드로 정전여과재 차압.

(30g/m2, 1겹, Nacl).

고온고습 전처리한 여과재의 평균 차압은 411.05Pa로 표준상태 여과재의

평균 차압 428.33Pa보다 낮았다. 제조사별 표준상태 여과재와 비교해

보면 H1사는 455.29Pa에서 429.22Pa로 H2사는 221.34Pa에서 292.72Pa로,

H3사는 608.35Pa에서 511.21Pa로 변화하였다. H2사를 제외하고 2개사는

감소하는 형상을 보였다.

고온고습 여과재와 표준상태 여과재의 성능을 비교하기 위해, t-test를

적용하기 전 정규성 검정 결과 고온고습의 경우, 차압은 0.942(p=0.405)로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그러나 포집효율은 0.724

(p<0.001)로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표준상태의 차압과

포집효율도 통계적으로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정규성 검토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 비모수적 방법인 Mann-whitney

검정을 실시하였다.

두 집단간 검정 통계량을 보면, 유의수준 0.05에서 차압은 Z=-0.270

(p=0.787)으로 유의하였고 포집효율은 Z=–1.994(p<0.046)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차압은 고온고습 전처리한 여과재와 표준상태 여과재

사이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포집효율은 두 집단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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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2 Paraffin oil에 대한 전처리한 하이드로 여과재의 차압과 포집효율

파라핀 오일에 대한 고온고습 전처리한 하이드로 정전여과재의 차압과

포집효율은 (표 13)에 정리하였다.

표 13. 고온고습(70℃95%) 하이드로 정전여과재 차압과 포집효율

(30g/m2, 1겹, Paraffin oil)

사업장
차압(Pa) 포집효율(%)

범위 평균±표준편차 범위 평균±표준편차

H1 55.1~62.5 58.78±1.46 91.84~99.84 98.35±1.19

H2 41.0~46.5 43.87±0.97 74.80~99.30 89.55±1.83

H3 55.5~62.3 58.55±1.00 89.30~99.73 96.61±0.97

전체평균 53.73±8.54 - 94.83±4.66

그림 13. 고온고습 vs 표준상태 하이드로 정전여과재 포집효율.

(30g/m2, 1겹, Paraffin oil).

액체입자(Paraffin oil)에 대한 고온고습 전처리 여과재의 평균 포집효율은

94.83%로 98.85%인 표준상태와 비교했을 때 약 4% 감소하였다. 또한

제조사별로 평균 포집효율 추이를 보면 H1사는 99.92%에서 98.35%,

H2사는 97.08%에서 89.55%, H3사는 99.56%에서 96.61%로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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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Nacl과 달리 H1, H3사를 제외하고 H2사는 최소포집효율 74.80%로

안면부 여과식 2급을 만족하지 못했다.

그림 14. 고온고습 vs 표준상태 하이드로 정전여과재 차압.

(30g/m2, 1겹, Paraffin oil).

차압도 포집효율과 같이 표준상태와 비교했을 때, 전처리 후 감소현상을

보였다. 전처리 전후를 비교하기 위해 평균 차압의 추이를 보면,

고온고습 전처리한 여과재의 평균 차압은 53.73Pa로 표준상태 여과재의

평균 차압 60.23Pa보다 감소하였다. 제조사별로 보면 H1사는 65.10 Pa에서

58.78Pa, H2사는 49.64Pa에서 43.87Pa, H3사는 65.94Pa에서 58.55Pa로

낮아졌다.

Paraffin oil에 대한 고온고습 여과재와 표준상태 여과재의 성능을

비교하기 위해 t-test를 적용하기전 정규성 검정을 실시한 결과

유의수준 0.05에서 고온고습의 경우, 차압은 0.729(p<0.001) 및

포집효율 0.866(p<0.029)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준상태의

차압(p<0.001)과 포집효율(p<0.001)도 유의하지 않았다. 정규성 검토

결과 두 집단 모두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지 않아 비모수적 방법인

Mann-whitney 검정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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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집단간에 차압의 Z=-2.592(p<0.010) 및 포집효율의 Z=-3.464(p<0.001)로

모두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고온고습 전처리한 여과재와

표준상태 여과재간의 차압과 포집효율 모두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2.2 고온저습(70℃20%) 전처리 여과재와 표준상태 여과재의 성능 비교

3.2.2.1 Nacl에 대한 전처리한 하이드로 여과재의 차압과 포집효율

전처리한 하이드로 정전여과재의 Nacl 부하시험의 차압과 포집효율은

(표 14)에 정리하였다.

표 14. 고온저습(70℃20%) 하이드로 정전여과재 차압과 포집효율

(30g/m2, 1겹, Nacl)

사업장
차압(Pa) 포집효율(%)

범위 평균±표준편차 범위 평균±표준편차

H1 65.4~1320.7 483.00±31.63 100.00~ 100.00 100.00±0.00

H2 50.8~767.0 268.85±6.17 99.54~100.00 99.92±0.07

H3 62.9~1374.1 534.10±33.05 100.00~ 100.00 100.00±0.00

전체평균 428.65±121.47 - 99.97±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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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고온저습 vs 표준상태 하이드로 정전여과재 포집효율.

(30g/m2, 1겹, Nacl).

고온저습 전처리한 여과재의 포집효율을 표준상태와 비교했을 때,

전처리한 여과재는 크게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표준상태에서 평균

포집효율은 99.98%였으나 고온저습 전처리 후 99.97%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각 제조사별로 보면 H1사는 100%로 전 후변화가 없었고,

H2사는 99.95%에서 99.92%로 조금 감소했고, H3사도 100%로

전 후변화가 없었다.

고온저습 전처리 후 정전여과재의 최소 포집효율은 H1사는 100%,

H2사는 99.54%, H3사는 99.94%로 3개사 모두 안면부 여과식 2급(≥

80.0%)을 모두 만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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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고온저습 vs 표준상태 하이드로 정전여과재 차압.

(30g/m2, 1겹, Nacl).

고온저습 전처리한 여과재의 평균 차압은 428.65 Pa이고 표준상태

여과재의 평균 차압은 428.33 Pa로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제조사별 표준상태와 비교해 보면 H1사는 455.29Pa에서 483.00Pa로,

H2사는 221.34Pa에서 268.85Pa로, H3사는 608.35Pa에서 534.10Pa로

변화하였다. H3사를 제외하고 2개사는 차압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고온저습 여과재와 표준상태 여과재의 성능을 비교하기 위해, t-test를

적용하기 전 정규성 검정 결과 고온저습의 경우, 차압 0.813(p<0.005)과

포집효율 0.527(p<0.001) 모두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준상태의 차압과 포집효율도 통계적으로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정규성 검토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

비모수적 방법인 Mann-whitney 검정을 실시하였다.

Mann-whitney 검정결과, 유의수준 0.05에서 두 집단간 차압은

Z=-0.228(p=0.820)과 포집효율은 Z=-0.252(p=0.8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따라서 고온저습으로 전처리한 여과재와 표준상태의

여과재간 차압과 포집효율은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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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2 Paraffin oil에 대한 전처리한 하이드로 여과재의 차압과 포집효율

고온저습 전처리한 하이드로 정전여과재의 Paraffin oil 부하시험 후

차압과 포집효율은 (표 15)에 정리하였다.

표 15. 고온저습(70℃20%) 하이드로 정전여과재 차압과 포집효율

(30g/m2, 1겹, Paraffin oil)

사업장

차압(Pa) 포집효율(%)

범위
중위수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범위

중위수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H1
56.3~

64.6

60.06

±1.68

60.08

±1.64

99.80~

99.97

99.88

±0.01

99.88

±0.01

H2
42.8~

47.2

45.12

±0.44

45.17

±0.44

95.49~

99.64

98.11

±0.10

97.99

±0.13

H3
56.0~

63.4

59.52

±1.39

59.63

±1.39

97.98~

99.89

99.21

±0.12

99.14

±0.12

전체평균
54.90

±7.26

54.96

±7.26
-

99.07

±0.76

99.00

±0.81

그림 17. 고온저습 vs 표준상태 하이드로 정전여과재 포집효율 

(30g/m2, 1겹, Paraffin 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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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ffin oil에 대한 고온저습 전처리 여과재의 평균 포집효율은

99.00%로 98.85%인 표준상태와 비교했을 때 0.15% 증가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 또한 제조사별로 평균 포집효율 추이를 보면 H1사는

99.92%에서 99.88%, H2사는 97.08%에서 97.99%, H3사는 99.56%에서

99.14%로 약간 감소하거나 증가하였다. 아울러 고온고습과 달리 모두

안면부 여과식 2급을 모두 만족하였다.

그림 18. 고온저습 vs 표준상태 하이드로 정전여과재 차압  

(30 g/m2, 1겹, Paraffin oil).

포집효율과 같이 표준상태와 비교했을 때, 고온저습 여과재의 차압은

약간의 감소현상을 보였다. 평균 차압의 추이를 보면, 고온저습 전처리한

여과재의 평균 차압은 54.96Pa로 표준상태 여과재의 평균 60.23Pa보다

감소하였다. 제조사별 추이를 보면 H1사는 65.10Pa에서 60.08Pa, H2사는

49.64Pa에서 45.17Pa, H3사는 65.94Pa에서 59.63로 낮아졌다.

파라핀 오일에 대한 고온저습 여과재와 표준상태 여과재의 성능을

비교하기 위해 정규성 검정을 실시한 결과 고온저습의 경우, 차압은

0.744(p<0.001)과 포집효율은 0.848(p<0.016) 모두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준상태의 차압(p<0.001)과

포집효율(p<0.001)도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두 집단 모두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지 않아 비모수적 방법인 Mann-whitney 검정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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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결과, 차압은 Z=-2.592(p<0.010)로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포집효율은 Z=-0.436(p=0.66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고온저습 전처리한 정전여과재와 표준상태 정전여과재

간에 차압은 두 집단간에 차이가 있지만 포집효율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2.3 고온고습(70℃95%)과 고온저습(70℃20%) 전처리 여과재의 성능 비교

마지막으로 고온고습(70℃95%)과 고온저습(70℃20%)간의 부하시험 후

차압과 포집효율간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3.2.3.1 Nacl에 대한 전처리한 하이드로 여과재의 차압과 포집효율

그림 19. 고온저습 vs 고온고습 하이드로 정전여과재 포집효율 

(30g/m2, 1겹, Nacl).

고온고습 전처리 여과재의 평균 포집효율은 99.86 %이었고 고온저습

전처리 여과재의 평균 포집효율은 99.97 %로 정전여과재가 포집효율에

습도의 영향을 받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사별 추이를 보면

H1사는 100.00%에서 99.98%, H2사는 99.92%에서 99.61%, H3사는

100.00%에서 99.99%로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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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고온저습 vs 고온고습 하이드로 정전여과재 차압 

(30g/m2, 1겹, Nacl).

그리고 고온고습 전처리 여과재의 평균차압은 411.05 Pa이고, 고온저습

전처리 여과재의 평균 차압은 428.65 Pa로 차압이 고습일 때 조금

낮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제조사별 추이를 보면 H1사는 429.22Pa에서

483.00Pa, H2사는 292.72Pa에서 268.85Pa, H3사는 511.21Pa에서

534.10Pa로 소폭 증가 또는 감소하였다.

기 실시한 정규성 검토 결과, 두 집단 모두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지

않아 비모수적 방법인 Mann-whitney 검정을 실시하였다. 검정결과,

유의수준 0.05에서 차압 Z=-0.436(p=0.663)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포집효율 Z=-2.178(p<0.029)은 유의하지 않았다. 고온고습 전처리한

정전여과재와 고온저습 전처리한 정전여과재의 차압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포집효율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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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2 Paraffin oil에 대한 전처리한 하이드로 여과재의 차압과 포집효율

마지막으로 고온고습(70℃95%)과 고온저습(70℃20%)간의 파라핀 오일

부하시험 후 차압과 포집효율간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먼저 평균포집효율 비교해보면, 고온고습 전처리 여과재의 평균

포집효율은 96.61%이었고 고온저습 전처리 여과재의 포집효율은

99.00%로 증가하였다. 제조사별 추이를 보면 H1사는 98.35%에서

99.88%, H2사는 89.55%에서 97.99%, H3사는 96.61%에서 99.14%로

증가하였다. 정전여과재의 포집효율은 고체입자에 비해 액체입자가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그림 21. 고온고습 vs 고온저습 하이드로 정전여과재 포집효율

(30g/m2, 1겹, Paraffin 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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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고온고습 vs 고온저습 하이드로 정전여과재 차압

(30g/m2, 1겹, Paraffin oil).

그리고 고온저습 전처리 여과재의 평균 차압은 54.96 Pa이고 고온고습

전처리 여과재의 평균 차압은 58.55 Pa이었다. 제조사별 추이를 보면

H1사는 58.78Pa에서 60.08Pa, H2사는 43.87Pa에서 45.17Pa, H3사는

59.63Pa에서 58.55Pa로 소폭 증가하였다. 액체입자에 대한 차압은

고온저습 정전여과재가 고온고습 정전여과재에 비해 약간 상승하였지만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정전여과재의 차압은 포집효율과

달리 고체입자가 액체입자에 비해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기 실시한 정규성 검토 결과, 두 집단 모두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지

않아 비모수적 방법인 Mann-whitney 검정을 실시하였다. <부록 28>의

검정결과, 차압 Z=-1.390(p=0.165)은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하였고,

포집효율 Z=-3.546(p<0.001)은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고온고습 전처리한 정전여과재와 고온저습 전처리한 정전여과재의 차압은

두 집단간 차이가 없고 포집효율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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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표면 정전위와 포집효율 

3.3.1 정전기 전위와 포집효율

여과재에 정전기를 부여함에 따라 에어로졸의 정전기력에 의한 포집으로

압력강하 없이 포집효율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Pete P.Tsai

et. al., 2002). 표면 정전위 측정은 시료 당 40개 지점을 측정하였다.

3.3.1.1 표면 정전위가 정전여과재의 포집효율에 미치는 영향

(표 16)에 정전여과재의 시료별 표면정전위 세기와 포집효율을 표시하였다.

아울러 표면 정전위에 대한 평균 변동계수(C.V., Coefficient of Variation)는

약최소 50 %에서 최대 53 %로 높게 나왔다.

표 16. 정전여과재 표면 정전위와 포집효율 (30g/m2, 1겹)

제조사

Nacl Paraffin oil

정전위
(kV)

CV
(%)

포집효율
(%)

정전위
(kV)

CV
(%)

포집효율
(%)

H1 1.24±0.81 57 100.00±0.00 1.66±0.43 42 99.92±0.02

H2 1.78±0.24 54 99.95±0.06 1.14±0.25 66 97.08±0.23

H3 1.92±1.20 48 99.99±0.00 1.18±0.19 43 99.56±0.09

전체평균 1.65±0.84 53 99.98±0.03 1.33±0.37 50 98.85±1.31

C4 1.96±0.36 49 99.71±0.08 1.82±0.43 64 94.75±0.61

C5 1.52±0.30 54 98.28±0.06 0.76±0.22 48 77.29±1.41

C6 1.53±0.53 47 95.53±2.33 1.02±0.22 47 71.51±2.20

전체평균 1.67±0.43 50 97.84±2.18 1.20±0.55 53 82.18±13.78

먼저 에어로졸에 대한 표면정전위가 포집효율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정전여과재를 대상으로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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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cl에 대해 정전여과재의 상관계수는 통계적으로 유효하지 않았지만

r=0.152(p=0.424)였고 Paraffin oil은 상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효하였으며

r=0.454(p<0.012)였다. 두 입자 모두 표면정전위와 포집효율은 서로

상관관계를 보였다. 특히 코로나 정전여과재는 Nacl에 대해

r=0.433(p=0.107) 또한 Paraffin oil에 대해 r=0.644(p=0.010)로 하이드로

여과재에 비해 표면 정전위와 포집효율은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림 23. 정전여과재 정전위와 포집효율 곡선(30g/m2, 1겹, Nacl).

그림 24. 정전여과재 정전위와 포집효율 곡선(30g/m2, 1겹, Paraffin 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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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2 무(無) 정전 여과재와 포집효율 관계

코로나 정전여과재 제조사 중에서 C4사 시료를 대상으로 에탄올을

이용하여 정전기를 제거한 후 포집효율에 대한 필터테스트(Filter test)를

실시하였다.

시료를 에탄올에 30분간 담근 후 약 10분간 건조 후 필터테스트를

실시하였다. 필터테스트(Filter testing)라함은 여과재 포집효율시험의

일종으로 (30±3)초 사이에 얻어진 평균값으로, 포집효율 시험 시작 후

3분이내에 효율값을 측정하기 위한 실험이다. 이번 실험에서는 3분이내

3회 측정을 하였고, 시험결과는 (표 17)에 정리하였다.

표 17. 코로나 정전여과재 에어로졸에 따른 정전위와 포집효율

(30g/m2, 1겹, C4사)

제조사
포집효율 (%), Nacl 포집효율 (%), Paraffin oil

표준상태 정전기제거 표준상태 정전기제거

C4 99.59±0.60 64.20±1.05 93.84±1.22 60.10±0.75

C4 99.80±0.36 64.96±0.96 95.39±0.99 63.73±0.95

C4 99.65±0.55 63.36±0.90 94.51±1.18 63.66±1.15

C4 99.78±0.41 68.23±1.00 95.22±1.15 62.26±0.70

C4 99.73±0.43 66.70±1.05 94.82±1.03 62.00±0.95

산술평균 99.71±0.08 65.49±2.00 94.75±0.61 62.35±1.58

정전기 제거 후 평균 포집효율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고체입자(Nacl)에 대해 표준상태에서 평균 포집효율은 99.71%이고,

정전기 제거 후 평균 포집효율은 65.49%로 나타났다. 약 34.22%가

정전기로 인한 포집효율 상승효과를 보였다. 액체입자(Paraffin oil)의

경우, 표준상태에서 평균 포집효율은 94.75%이고, 정전기 제거 후 평균

포집효율은 62.33%로 나타났다. 약 32.42%가 정전기로 인한 포집효율

상승효과를 보였다.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정전기의 포집효율

기여도는 액체입자보다 고체입자에 대해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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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적층수에 따른 포집효율

3.4.1 고체입자(Nacl)에 대한 여과재 적층수와 포집효율 관계

여과재의 적층수에 따른 포집효율은 (표 18)와 같다.

사업장

1겹 2겹

포집효율(%)

평균±표준편차

포집효율(%)

평균±표준편차

H1 100±0.00 100.00±0.00

H2 99.96±0.06 100.00±0.00

H3 100±0.00 100.00±0.00

전체평균 99.98±0.03 100.00±0.00

C4 99.70±0.08 100.00±0.00

C5 98.28±0.06 99.93±0.03

C6 95.52±2.33 99.96±0.07

전체평균 97.84±2.18 99.96±0.05

표 18. 여과재 적층수에 따른 포집효율(30g/m2, 1겹, Nacl)

먼저 하이드로 정전여과재의 층을 추가하였을 때 포집효율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H1사의 경우, 포집효율은 겹수에 상관없이 부하시험 내내

최고효율 100%를 유지하였다. H2사는 포집효율은 1겹일 때 99.96 %

이었고 2겹에서는 부하시험 동안 최고효율 100 %를 유지하였다. H3사의

경우 포집효율은 겹수에 상관없이 부하시험 내내 거의 최고효율 100%를

유지했다.

다음으로 코로나 정전여과재의 포집효율을 관찰하였다. C4사의 경우

포집효율은 겹수가 증가함에 따라 2겹일 때 최고효율 100 %를

유지하였다. C5사 포집효율은 1겹일 때 98.28 % 이었고 2겹에서는 99.93

약 1 %로 상승하였다. C6사의 경우, 포집효율은 1겹일 때 95.52 %

였지만 2겹에서는 99.96 약 4 %로 상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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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액체입자(Paraffin oil)에 대한 여과재 적층수와 포집효율 관계

사업장

1겹 2겹

포집효율(%)
평균±표준편차

포집효율(%)
평균±표준편차

H1 99.92±0.02 100.00±0.00
H2 97.08±0.23 99.99±0.00
H3 99.56±0.10 100.00±0.00

전체평균 98.86±1.31 99.99±0.00
C4 94.75±0.61 100.00±0.00
C5 77.29±1.41 95.18±0.82

C6 71.98±2.16 92.19±1.69

전체평균 81.34±10.16 95.79±3.47

표 19. 여과재 적층수에 따른 포집효율(30g/m2, 1겹, Paraffin oil)

정전여과재의 층을 추가하였을 때 포집효율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H1사의 경우 포집효율은 99.92 %에서 100 %로 상승하였다. H2사는

포집효율은 1겹일 때 97.08 % 이었고 2겹에서는 99.99 %로 역시

상승하였다. H3사의 경우 포집효율은 99.56 %에서 100 %로 조금

증가하였다.

다음으로 코로나 정전여과재의 포집효율을 관찰하였다. C4사의 경우

포집효율은 94.75 %에서 최고효율 100 %로 상승하였다. C5사는

포집효율은 1겹일 때 77.29 % 였지만 2겹에서는 95.18 %로 약 23 %로

상승하였다. C6사의 경우 포집효율은 1겹일 때 71.98 %였지만

2겹에서는 92.19 % 약 28 %로 상승하였다.

동일평량의 여과재의 경우, 층수가 증가하면 더 푹신한 구조로 이어지며

이는 다층의 MB 부직포가 더 좋은 여과성능을 가질 수 있다고 추측

하게 한다(Xing Zhang et. al., 2021). 따라서 층수를 늘렸을 때 포집효율이

증가하는 데 이는 섬유의 구조 중 섬유두께가 증가하는 효과로 인해

여과성능이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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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토의 

4.1. 고체(Nacl)입자에 대한 정전여과재의 차압과 포집효율

하이드로 정전여과재 3개사 15개 및 코로나 정전여과재 3개사 15개

시료를 대상으로 부하(Loading)시험을 실시하였다.

먼저 정전여과재의 Nacl에 대한 포집효율에 대해 살펴보았다.

정전여과재의 포집효율은 부하시험이 진행됨에 따라 초기값보다

하락하다 최소값을 지나 일정시간이 지나면 다시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다. 안면부 여과식 2급 포집효율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한 결과,

Nacl 입자에 대해 두 종류 정전여과재 모두 최소포집효율 80% 이상을

만족하였다.

다만 두 여과재의 포집효율을 비교해 보면, 하이드로 여과재의 평균

포집효율은 99.98%로 97.84%인 코로나 여과재보다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전방식에 따른 포집효율의 차이를 보기 위해 실시한

비모수적 검정 결과 유의수준 0.05에서 포집효율(p<0.001)은 두 집단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전여과재간 포집효율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고체입자는 정전여과재의

공극을 막고 고체입자가 적재됨에 따라 여과재 표면 전하를

감소시킨다고 하였다(Edmund Motyl et. al., 2006). 또한 여과에 영향을

미치는 2가지 요소로 여과재 섬유의 성질(Nature of the fabric)과

특정온도에서 사용조건을 들었다(Javier R. Sanchez et. al., 2009). 그리고

섬유직경이 큰 것은 여과시 차압을 적게 하고 높은 포집효율을 유지한다고

하였다(Bozena Lowkis et. al., 2001). 따라서 고체입자에 대한 포집효율

차이는 고체입자의 적재에 따른 필터케이크(Filter cake) 형성으로

기계적 여과효율 증대, 정전기세기 및 섬유의 구조에 따라 발생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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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차압의 경우, 부하시험에 따른 차압을 보면, 여과재의 종류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증가하다 포집효율이 100%에 가까워질수록 급격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하이드로 정전여과재는 평균차압이 428.33

Pa으로 396.54 Pa인 코로나 정전여과재에 비해 조금 높았다. 차압성능은

코로나 여과재가 하이드로 여과재보다 좋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전방식에 따른 차압의 차이를 보기 위해 실시한 비모수 검정 결과

유의수준 0.05에서 차압(p=0.310)은 두 집단간에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음 연구에서는 이번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섬유구조, 예를 들면

섬유직경, 여과재 두께, 공극크기 등을 변수에 추가하여 평가해야

포집효율 및 차압에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좀 더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4.2 액체(Paraffin oil) 에어로졸에 대한 정전여과재의 차압과 포집효율

파라핀 오일에 대한 정전여과재의 특성은 Nacl에 대한 정전여과재

특성과 많이 달랐다. 차압은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는 동안 포집효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포집효율이 이러한

양상을 보이는 이유로는 정전여과재의 기계식 포집메커니즘과 분극력

포집메커니즘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정전여과재는 정전기 축적으로

입자를 포집할 때 쿨롱힘(Coulomb forces)과 분극력(Polarization forces)

2가지 기전이 작용한다고 하였다. 아울러 금번 연구에 사용된 Paraffin

oil(입경분포 : 0.05∼1.7)과 같이 중성입자를 사용한 정전여과재의

투과율(=1-포집효율) 시험시 투과율 성능은 다음 식과 같이 기계적

여과메커니즘과 분극력 포집 메커니즘과 관련이 있다 라고

하였다(Francesca TOMBOLINI et. al., 2016).

투과율  exp



 : 기하평균섬유직경, t:여과재 두께, :Packing density,

Emech:기계적여과효율, Epol:분극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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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집효율의 경우, 하이드로 정전여과재 및 코로나 여과재 모두 초기에

가장 높은 포집효율을 보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효율은 계속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하이드로 정전여과재는 3개사 모두 안면부 여과식

2급 기준(≥80 %)을 만족하였으나 코로나 정전여과재는 C4사를 제외한

2개사 모두 2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또한 최소 포집효율 대비 최대 포집효율을 비교해 보면, 하이드로

정전여과재 제조사 중 H2사가 최소 6 %에서 최대 8 % 감소하여 가장

큰 변동을 보였으며 나머지 2개사는 1 % 범위내에서 감소하였다.

그러나 코로나 정전여과재는 C4사 최소 4 %에서 최대 5 %, C5사 최소

20 %에서 최대 26 %, C6사 최소 48 %에서 최대 53 % 변동을 보였다.

코로나 정전여과재의 액체에어로졸에 대한 포집효율 변동폭이 훨씬 컸다.

전체적으로 파라핀 오일에 대한 평균 포집효율은 하이드로 여과재(98.85

%)가 코로나 정전여과재(81.18 %)에 비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Nacl입자에 비해 두 여과재 모두 포집효율은 감소하였다.

액체입자에 대한 포집효율 감소원인으로 액체에어로졸이 정전섬유의

표면을 덮어 포집효율과 표면저하를 감소시킨다 라고 하였다(Moyer, E.S.

et. al., 1989, Edmund Motyl et. al., 2006). 또한 DOP와 같은 상대적으로

높은 유전율 갖는 오일에서 발생한 액체 에어로졸은 정전여과재의

여과효율을 낮출 수 있다 라고 밝히고 있다(Leonard W. Barrett et al,

1998). 따라서 Nacl 입자에 비해 액체에어로졸에 대해 포집효율이

감소하는 이유로는, 파라핀 오일 입자의 유전율이 높고 또한 오일 입자가

여과재의 표면에 빠르게 퍼져 정전하를 마스킹(masking) 하여 정전기력을

감소시킨 것이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차압은 두 종류 정전여과재는 모두 시험 시작에서 종료시까지 변동이

크지는 않았지만 일정한 범위내에서 변동하였다. 최소 차압과 최대

차압을 비교하여 보면, H1사는 최소 60.2 Pa에서 최대 68.9 Pa, H2사는

최소 44.7 Pa에서 최대 54.4 Pa, H3사는 최소 60.2 Pa에서 최대 70.2 Pa을

보였다. 코로나 정전여과재는 C4사는 최소 53.4 Pa에서 최대 62.9 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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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5사는 C5사는 최소 65.6 Pa에서 최대 70.0 Pa, C6사는 최소 32.3

Pa에서 최대 1053.6 Pa을 보였다. 다만 C6사를 제외하면 액체에 대한

적재(Loading) 시험동안 코로나 정전여과재가 최소차압 대비 변동이 적었다.

파라핀 오일에 대한 통계검정결과 차압(p<0.014)은 하이드로 정전

여과재와 코로나 정전여과재 사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포집효율(p<0.001)도 역시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압과 포집효율 모두 하이드로 정전여과재가 코로나 정전여과재에 비해

좋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4.3 Nacl에 대한 고온고습(70℃95%) 하이드로 여과재 차압과 포집효율

고온고습 전처리한 여과재의 포집효율을 표준상태 여과재 포집효율과

비교해 보았을 때, 고온고습 전처리한 여과재는 각 제조사별로 보면

H1사는 100 %에서 99.98 %, H2사는 99.95 %에서 99.61 %, H3사는 100

%에서 99.99 %로 전부 감소하였다. 그렇지만 안면부 여과식 2급 기준은

모두 만족하였다.

고온고습에서 포집효율이 저하하는 이유를 추정해보면, 상대습도(RH)가

높으면 높을수록 표면전하는 감소한다라고 하였다(Edmund Motyl et. al.,

2006). 이는 표면전하(Surface charge)를 감소시키는 물분자에 의해

정전기력이 감소하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또 다른 이유로는 습윤한 상태에서 전하를 저장하는 능력은 섬유의

구조에 달려있고 섬유 내부 얽힘이 많을수록 내수성(耐水性)이 더

좋다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수분에 노출된 이 섬유를 상온에 노출 시

전하의 복구는 느리다고 하였다(Bozena. Lowkis et. al., 2001). 따라서

포집효율에 차이가 나는 것은 여과재 섬유구조 및 전하의 복구력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차압을 보면 고온고습 전처리한 여과재의 평균 차압은 411.05

Pa로 표준상태 여과재의 평균 차압 428.33 Pa보다 약 4 %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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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차압의 변화 원인으로는 여과재의 모재(母材)인 폴리프로필렌이

내열성(녹는점=160℃, 열변형온도(Heat deflection temperature)=100℃(at

0.46MPa) 출처 : Wikipedia)이 있고 고온고습의 공기가 여과재 내부를

통과하면서 섬유내부에 차압의 큰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물리적

섬유구조 변경을 일으키지 않아서 차압에는 큰 증가 또는 감소를

일으키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Mann-whitney 검정결과를 보면, 차압(p=0.787)은 고온고습 전처리한

여과재와 표준상태 여과재 사이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포집효율(p<0.046)은 두 집단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4 Paraffin oil에 대한 고온고습(70℃95%) 하이드로 여과재 차압과

포집효율

액체입자에 대한 고온고습 전처리 여과재의 포집효율은 표준상태와

비교했을 때, 표준상태에서 포집효율 최소 중위수를 보면 H1사는 99.91

%, H2사는 97.27 %, H3사는 99.47 %인 반면에 전처리 후 포집효율

최소 중위수는 H1사는 96.84 %, H2사는 88.20 %, H3사는 95.61 %를

나타냈다. 전처리 후 제조사별로 차이를 보였으며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3개사중 2개사는 안면부여과식 2급을 만족하였지만

H2사는 만족하지 못했다.

이는 기설명한 바와 같이, 시료간 섬유구조의 차이와 모재와 함께 넣은

첨가물 등의 영향에 따른 고온고습에서 전하의 보유력 및 표준상태에

3시간 동안 노출하였을 때 전하의 복구력 등에 차이로 인해 포집효율에

차이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차압도 포집효율과 같이 표준상태와 비교했을 때, 최소 중위수를 보면,

표준상태에서 H1사는 63.4 Pa, H2사는 48.9 Pa, H3사는 62.7 Pa를

기록하였다. 반면에 전처리 후 H1사는 56.6 Pa, H2사는 42.4 Pa, H3사는

57.3 Pa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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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차이는 제조사별 또는 시료별 섬유구조에서 오는 차이 때문에

차이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Mann-whitney 검정검정결과, 고온고습 여과재와 표준상태 여과재간에 차압

(p<0.010) 및 포집효율(p<0.001)은 두 집단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5 Nacl에 대한 고온저습(70℃20%) 전처리한 여과재의 차압과 포집효율

포집효율을 표준상태와 비교했을 때 표준상태에서 최소 포집효율은

H1사는 100 %, H2사는 99.67 %, H3사는 100 %를 나타낸 반면

고온저습 전처리 후 최소 포집효율은 H1사는 100 %, H2사는 99.54 %,

H3사는 100 %를 보여 전처리 전후 포집효율에는 각 제조사별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 또한 포집효율은 모두 안면부여과식 2급 기준을 만족했다.

실내온도 25℃에 5일동안 정전부직포를 노출하면 시료의 전하량이 약간

감소하고, 그 보다 긴 시간 노출하면 전하량이 부직포의 결정도가

증가하는 것처럼 다소 증가한다라고 하였다(MuhaiminulAlam et. al., 2019).

따라서 24시간 고온저습 전처리 후 포집효율이 약간 감소하는 것은

온도에 대한 부직포의 결정도에 따른 반응으로 판단된다. 또한

부직포내의 함유된 수분을 제거하게 됨에 따라 포집효율이 약간

상승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차압의 경우 고온저습 전처리한 여과재의 평균 차압은 428.65 Pa이고

표준상태 여과재의 평균 차압은 428.33 Pa로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통계검정결과, 고온저습 전처리한 여과재와 표준상태 여과재 두 집단간 차압

(p=0.820)과 포집효율(p=0.801)은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6 Paraffin oil에 대한 고온저습(70℃20%) 전처리한 여과재의 차압과 포집효율

고온저습의 포집효율은 표준상태와 비교했을 때, 전처리 후 제조사별로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준상태 여과재와 마찬가지로 안면부

여과식 2급기준을 모두 만족하였다.

표준상태에서 포집효율 최소 중위수를 보면 H1사는 99.91 %, H2사는 97.27 %,

H3사는 99.47 %를 기록하였다. 반면에 전처리 후 포집효율 최소 중위수는

H1사는 99.87 %, H2사는 97.97 %, H3사는 99.12 %를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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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차압은 고온저습 여과재의 차압은 포집효율과 같이 표준상태와

비교했을 때, 전처리 후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처리

전후를 비교하기 위해 중위수를 보면, 표준상태에서 H1사는 최소 63.4

Pa, H2사는 48.9 Pa, H3사는 62.7 Pa을 기록하였다. 반면에 전처리 후

H1사는 58.4 Pa, H2사는 44.4 Pa, H3사는 57.5 Pa를 기록하였다.

Mann-whitney 통계검정 결과 차압은 Z=-2.592(p<0.010)로 고온저습

전처리한 정전여과재와 표준상태 정전여과재 간에 차압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포집효율은 Z=-0.436(p=0.663)으로 두 집단간

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7 표면 정전위와 포집효율 관계

Nacl에 대해 정전여과재의 상관계수는 0.152(p=0.424) 이고, Paraffin

oil은 상관계수가 0.454(p=0.012)로 표면정전위와 포집효율은 서로

상관관계를 보였다.

아울러 코로나 여과재에 대해 정전기를 제거한 후 실시한 필터테스트를

통해 정전기의 포집효율에 대한 기여도를 관찰해 보았을 때, 고체입자

(Nacl)에 대해 표준상태에서 평균 포집효율은 99.71 %이고, 정전기 제거

후 평균 포집효율은 65.49 %로 나타났다. 약 34.22 %가 정전기로 인한

포집효율 상승효과를 보였다. 액체입자(Paraffin oil)의 경우, 표준상태에서

평균 포집효율은 94.75 %이고, 정전기 제거 후 평균 포집효율은 62.33

%로 나타났다. 약 32.42 %가 정전기로 인한 포집효율 상승효과를 보였다.

다만 고체입자(Nacl)에 대해 여과 과정에 정전기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으나, 표면전하밀도 (Surface charge density)가

여과성능과 관련이 없고 정전기가 충전된 섬유사이의 국부적인 구역에

의존한다 라고 하였다(Bozena Lowkis et. al., 2001). 즉 표면 전하밀도가

높다고 반드시 정전기로 인해 포집효율이 높다 라고 할 수 없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정전기 보유능력은 섬유의 특성 뿐만 아니라

가는 섬유, 섬유내부의 얽힘이 많고 두꺼운 여과재 두께 등의

섬유구조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Peter P.Tsai et. al.,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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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금번 실험에서 고체입자에 대한 정전여과재가 표면 정전위가

포집효율과 낮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통계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온 것은 시료의 오랜 보관 등으로 일부 시료의 정전기력이 약화되었고

여과재의 섬유 구조가 포집효율에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금번 연구에서 정전기 측정값의 변동계수가 비교적 크기 때문에 보다

정밀도가 좋은 측정기를 사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섬유구조가

포집효율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보다 정확한 정전기의 고체 및

액체입자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섬유 구조(섬유직경, 공극크기,

두께 등)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4.8 여과재 적층수와 포집효율

고체입자에 대해, 하이드로 여과재 1겹일 때 차압은 428.33 Pa,

포집효율은 99.98 %이고, 2겹일 때 차압은 587.11 Pa, 포집효율은 100

%로 차압은 약 27 %, 포집효율은 1 % 미만 상승하였다. 아울러 코로나

여과재는 1겹일 때 차압은 396.54 Pa, 포집효율은 97.84 %, 2겹일 때

차압은 621.79 Pa, 포집효율은 99.96 %로 차압은 약 36 %, 포집효율은

약 2 % 상승하였다.

다음으로 액체입자의 경우, 하이드로 여과재는 1겹일 때 차압은 60.23

Pa, 포집효율은 98.86 %, 2겹일 때 차압은 115.69 Pa, 포집효율은 99.99

%로 차압은 약 47 %, 포집효율은 약 1 % 상승하였다. 코로나 여과재는

1겹일 때 차압은 102.53 Pa, 포집효율은 81.34 %, 2겹일 때 차압은

111.16 Pa, 포집효율은 95.79 %로 차압 7%, 포집효율 15 % 상승하였다.

동일평량의 여과재의 경우, 층수가 증가하면 더 푹신한(fluffy) 구조로

이어지며 이는 다층의 MB 부직포가 더 좋은 여과성능을 가질 수

있다고 추측하게 한다(Xing Zhang et. al., 2021). 금번 연구에서도 여과재

층수가 쌓이면 예상한 바와 같이 포집효율이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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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5.1 정전방식에 따른 차압과 포집효율

본 연구는 방진 마스크의 재료가 되는 여과재의 대표적 정전전기

부하방식인 하이드로 정전방식과 코로나 정전방식의 차이에 따른

여과재의 포집효율, 차압, 온습도의 영향, 정전기의 역할을 규명하였으며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고체(Nacl) 입자에 대해, 정전기 부여방식에 따른 포집효율은

하이드로 방식이 코로나 방식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안면부여과식 2급 기준을 모두 만족하였다. 차압의 경우, 정전기

부여방식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지만 코로나 방식이 조금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액체(Paraffin oil) 입자에 대해서는, 부하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포집효율은 두 여과재 모두 초기값이 가장 높았으며 이후 계속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하이드로 여과재는 모두 안면부 여과식 2급을

만족하였지만 코로나 여과재는 3개사 중 2개사가 만족하지 못 했다.

하이드로 정전여과재의 포집효율이 코로나 정전여과재 포집효율에 비해

좋았다. 차압은 고체입자와 달리 정전기 부여방식에 관계없이 각

제조사별로 일정 구간내에서 변동하였으며 하이드로 여과재가 우수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5.2 온·습도 변화에 따른 차압과 포집효율

1. 고온고습과 표준상태 정전여과재를 비교했을 때,

먼저 고체입자에 대한 고온고습 전처리한 하이드로 여과재의 평균

포집효율 그리고 평균 차압은 표준상태 여과재에 비해 감소하였다.

그러나 고온고습 전처리한 하이드로 여과재 모두 안면부 여과식 2급

기준을 만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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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입자의 경우도 평균 포집효율과 평균 차압은 감소하였다. 특히

고온고습 전처리한 하이드로 여과재에서 3개사 중 2개사가 안면부

여과식 2급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였다.

2. 고온저습과 표준상태정전여과재를 비교했을 때,

고체입자에 대한 고온저습 전처리한 정전여과재의 평균 포집효율은

감소하였고 평균 차압은 증가하였으나 거의 변화가 없었다. 그리고

3개사 포집효율은 모두 안면부 여과식 2급 기준을 만족하였다.

액체입자의 경우 전처리 여과재의 평균 포집효율은 증가 그리고

평균차압은 감소하였으나 그 변화는 크지 않았다. 아울러 고온저습

전처리 여과재 3개사 평균 포집효율은 모두 안면부 여과식 2급을

만족하였다.

3. 고온고습과 고온저습을 비교해 보면,

고체입자에 대해 포집효율은 고온고습 3개사 모두가 고온저습 보다

낮았다. 또한 차압은 습도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액체입자의 경우 고온고습 3개사 모두 차압과 포집효율이 고온저습에

비해 낮았다. 다만 액체입자의 경우에도 차압은 습도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5.3 표면 정전위와 포집효율 관계

표면 정전위와 포집효율간에는 상관관계가 있으며, 무정전여과재에

대한 필터테스트를 한 결과 정전기는 고체입자 및 액체입자에 대해

포집효율에 상승에 기여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5.4 적층수와 포집효율 관계

에어로졸에 상관없이 층수의 증가는 여과성능을 향상시켰고 이는 층수의

증가는 솜과 같이 푹신한 구조를 갖는 효과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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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effect of Layer,

Temperature, and Humidity

changes on the Perfomance of

Hydro- or Corona-charged

Filter Fabric

Yun, Young-Joo

Department of Environmental Health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Advisor Chungsik Yoon, Ph.D,CIH

Introduction To protect the respiratory health of workers from

harmful particles, electrostatic filter media are used in dust mask. In

this study, the pressure drop and filtration efficiency of two currently

commonly used electrostatic fabrics in Korea, namely, the hydro- and

corona-charged fabrics, for NaCl particles and paraffin oil aerosols

were investig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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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s A 120 mg loading test was performed on solid (Nacl) and

liquid (Paraffin oil) aerosols using a filter material fabric (basis

weight 30 g/m2) and not a mask. The pressure drop and filtration

efficiency of the electrostatic filter fabrics were measured using

TSI-8130 AFT. In addition, a filter test was performed using the

same measuring device to deter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urface potential and the filtration efficiency.

Results

1. For Nacl particles, the average pressure drop of the hydro-

charged fabric was 428.33Pa and the average filtration efficiency

was 99.98%, while the average pressure drop of the corona-charged

fabric was 396.54Pa and the average filtration efficiency was

97.84%. The average pressure drop between the two fabrics was

about 31.79Pa and the average filtration efficiency was

approximately 2.14%. It was concluded that the corona-charged

fabric was better in terms of pressure drop and the hydro-charged

fabric was better in terms of the filtration efficiency. As a result of

the statistical test,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pressure

drop(p=0.310) and the filtration efficiency (p<0.001) between the two

fabrics was found to be different. In addition, in the case of paraffin

oil particles, the average pressure drop of the hydro-charged fabric

was 60.23Pa and the average filtration efficiency was 98.85%, while

the average pressure drop of the corona-charged fabric was 98.62Pa

and the average filtration efficiency was 81.18%, In terms of

pressure drop and filtration efficiency, the hydro-charged fabric was

better than the corona-charged fabric. In the statistical test results,

it was found that the pressure drop (p<0.014) and filtration

efficiency (p<0.001) between the two fabrics were diffe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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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n the case of the hydro-charged fabric preconditioned at high

temperature (70℃) and high humidity(95%), the average pressure

drop for NaCl particles was 411.05Pa (428.33Pa in the standard

state) and the average filtration efficiency was 99.86% (99.98% in

the standard state). Compared with the fabric in the standard state,

in the case of pressure drop, some of the preconditioned samples

increased and other decreased, but the average filtration efficiency

decreased by 0.12%. The statistical test results at a confidence level

of 95% showed that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pressure drop

(p=0.787), but the filtration efficiency (p<0.046) differed. In addition,

in the case of paraffin oil particles, the average pressure drop was

58.55Pa (60.23Pa in the standard state) and the average filtration

efficiency was 96.61% (98.85% in the standard state). Compared

with the fabrics in the standard state, the average filtration

efficiency of preconditioned fabric decreased by approximately 4%

and the pressure drop decreased by 6.5Pa. The statistical test

results showed that the pressure drop (p<0.010) and filtration

efficiency (p<0.001) of the fabric preconditioned at high temperature

and high humidity were different from those in the standard state.

3. In the case of the hydro-charged fabric preconditioned at high

temperature (70℃) and low humidity (20%), the average pressure

drop for NaCl particles was 428.65Pa (428.33Pa in the standard

state) and the average filtration efficiency was 99.97% (99.98% in

the standard state). When compared with the fabric in the standard

state, there was almost no difference in both the pressure drop and

the filtration efficiency. As a result of the statistical test, it was

found that the average pressure drop (p=0.820) and the average

filtration efficiency (p=0.801) for NaCl particles was not different

from that of the standard state fabric at a confidence level of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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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case of paraffin oil particles, the average pressure drop was

54.96Pa (60.23Pa in the standard state) and the average filtration

efficiency was 99.00% (98.85% in the standard state). When

compared with the standard state, there was almost no difference in

both the pressure drop and the filtration efficiency. The average

pressure drop (p<0.010) of preconditioned fabric was different from

that of fabric in the standard state and the average filtration

efficiency (p=0.663) was not different from that of fabric in the

standard state.

4. Regar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urface potential and the

filtration efficiency, the correlation coefficient for NaCl particles was

0.152 (p=0.424) and 0.454 (p<0.012) for paraffin oil particles. In

addition, as a result of the filter test of the non-electrostatic fabric,

it was found that electrostatics contributed to an increase in

filtration efficiency by approximately 34.22% for NaCl particles and

32.42% for paraffin oil particles.

5. For NaCl particles, the average filtration efficiency of 2 layers of

hydro-charged fabric was 100%, which was higher than single layer

fabric(99.98%). In addition, in the case of paraffin oil particles, the

average filtration efficiency of the double-layer hydro-charged fabric

was 99.99%, which was higher than single layer fabric (98.86%). In

the case of double-layer corona-charged fabric, the average filtration

efficiency was 95.79%, which was higher than single-layer fabric

(81.34%). In other words, it was found that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layers contributed to the increase in filtration efficiency

regardless of the method of char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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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s

1. In the case of NaCl particles, it was observed that the

hydro-charged fabric was better than the corona-charged fabric in

the filtration efficiency, but the pressure drop was better for the

corona-charged fabric. In the case of paraffin oil particles, it was

observed that the hydro-charged fabric was better in terms of

pressure drop and filtration efficiency.

2. It was observed that the filtration efficiency of the electrostatic

fabric was affected by high humidity.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paraffin oil particles affected the filtration efficiency more than

NaCl particles. However, it was observed that the pressure drop

was not significantly affected by temperature and humidity

compared to filtration efficiency.

3. Electrostatics and filtration efficiency are correlated, and electrostatics

contributes to the increasement in filtration efficiency.

4. When the number of layers of the fabric was increased, the

filtration efficiency of the hydro-charged fabric against both solid

and liquid particles was better than that of the corona-charged

fabric. In addition, as the number of layers of the corona-charged

fabric increased, it was observed that the filtration efficiency was

greater for paraffin oil particles.

keywords : Electrostatic, Fabrics, Loading test, Pressure Drop,

Filtration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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