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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perspective of saving energy in buildings, the high performance of 

insulation and air tightness for improving the heating and the cooling efficiency, has brought 

economicaliy positive effects. However, these building energy saving technologies cause the 

lack of ventilation, which is the direct cause of increasing the indoor contaminants, and is 

also very harmful to the residents, because they spend over 90% of their time indoors. 

Therefore, the ventilation is important to keep the indoor environment clean and it can also 

save the energy consumption. In this study, a HEPA type nano ceramic filter is designed as 

a passive ventilation system to collect airborne particles and to supply fresh outdoor air. The 

double layer filter, which has 30㎛ in diameter at the conditions of 10wt% of concentration 

and 3kV/cm of the electric intensity, is produced by electrospinning. The filtration coating 

technology is confirmed in the solution with SiO2 nano particles using polymer nano fibers. 

Also double layer filters are coated with SiO2 nano particles and finally the porous 

construction materials are made by sintering in the electric furnace at 200～1400℃. The 

efficiency is measured 96.67% at the particle size of 0.31㎛, which is slightly lower than 

HEPA filter. However the efficiency is turned out to be su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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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산업의 발 에 따라  사회의 사람들

은 많은 오염물질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기 

에는 미세분진, 유해가스 등 여러 가지 환경오

염물질로 이루어진 기체분자 는 입자들이 부유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물질들은 약 수

 크기로부터 수 백  크기로 구성되어 있

다. 이  지름이 10  이하를 미세먼지, 지름이 

2.5  이하를 미세먼지라 하는데 이 가운데 

2.5  이하의 미세먼지는 사람의 폐포까지 깊

숙이 침투해 각종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직

인 원인이 된다. 

나노 입자는 황산염, 질산염, 암모니아 등의 이

온 성분과 속화합물, 탄소화합물 등 유해 물질

로 이루어져 있는데, 부분이 고온의 연소과정

에서 핵 응축 상에 의해 발생하므로 특히 경유

를 사용하는 Diesel 엔진이나 지 연료를 사용하

는 보일러  연소로에서 다량으로 발생한다. 이

에 기존의 보일러  연소로 후단의 고온 배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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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정화용으로 기집진기, 특수소재의 여과포, 

속 미디어를 이용한 필터  세라믹 필터를 주

로 사용해 왔으나 나노 입자에 한 낮은 제거효

율, 높은 압력 손실로 인한 수명 단축, 낮은 처리 

유량으로 인한 용 분야의 한계성 등 나노 입자

의 포집에는 구조  한계를 가진다. 이에 새로운 

개념의 고온용 나노 필터에 한 개발이 요구되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나노섬유를 제조하기 한 여러 

가지 방법들  고분자 나노섬유 제조에 가장 

합한 방법인 기방사법을 이용하여 나노섬유를 

제조하고 이 나노 섬유를 이용하여 미세 입자 

제거가 가능한 나노 세라믹 필터를 개발하고자 

하 다. 

2. 실험장치  방법

2.1 나노 세라믹 필터 제조 장치  방법

Fig. 1은 본 연구에서 제작하고자 하는 나노 세

라믹 필터의 구체를 제작하는 기방사장치

(Electrospinning)의 개략도이다. 기본 구성으로는 

압 인가부와 압을 고분자에 인가하는 구리막

, 용액을 보 하고 방사하는 syringe 그리고 

지된 포집부가 주요 구성요소이다. 한 실험 수

행시 용매가 완 히 증발되지 않은 용액들이 포

집부에 겹쳐 포집되는 상을 방지하기 하여 

포집부를 회 시켜 실험을 수행하 으며, 용액의 

유량을 제어하기 하여 compressor를 이용하

다. 용매는 Polyethylene oxide(PEO: Sigma Al- 

drich, 분자량 200,000)를 사용하 으며 용매는 증

류수와 Ethanol(MERCK)을 사용하 다. 분말로 

된 PEO를 증류수와 Ethanol을 혼합한 용매 속에 

넣고 교반기로 24시간 동안 교반하여 PEO용액을 

제조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PEO의 농도는 

2-10wt%로 조 하여 실험을 수행하 다. 압을 

인가하는데 사용하는 고 압 발생기((주)청

EMT)는 10mA, 0-40kV의 범 를 가지며, 도

는 도측정기(Brookfield, LVDP-I+)로 실험결과

는 자 미경(SEM: Hitachi, S-4200)으로 측정

하 다. 한 기방사실험에서 실내조건은 매우 

요한 향을 미친다. 특히 온도와 상 습도는 

정 기력에 많은 향을 미치기 때문에 온도 2

0℃, 상 습도 50%의 고정된 조건에서 실험 

Fig. 1  Schematic diagram of the electrospinn-  

        ing.

을 수행하 다.

이  실험 수행시 기방사로 제작된 나노 섬

유 필터의 경우 분진포집효율은 우수하나 압력손

실이 높고 기계  강도가 떨어져 필터로서의 기

능을 하기에 치 못하 으므로, 효율은 그

로 유지하나 압력손실을 낮추고 강도를 보완하기 

하여 포집부 표면에 리필터를 부착하 다. 

그 결과 고효율은 그 로 유지하면서 매우 낮은 

압력손실을 가지는 나노 섬유 필터를 제조할 수 

있었다. 한 보강제인 리필터의 사용으로 인

하여 두께를 확보할 수 있어서 높은 기계  강도

를 확보할 수 있었다.

2.2 Nano 세라믹 필터 제작 방법

일반 으로 사용되는 HEPA 필터는 래스 화

이버, 셀룰로오스 등의 섬유상 물질들이 바인더

에 의해 부착되어 제작되며 보통 수 ㎛의 섬유직

경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의 목표인 HEPA 필터

 효율을 가지는 나노 세라믹 필터를 제작하기 

해서 재질은 SiO2의 세라믹 재질을 고려하 으

며 고효율을 해 HEPA 필터와 유사한 1 μm 이

하의 세라믹 섬유를 제작하고자 하 다.  

Fig. 2에는 본 연구에서 제작하고자 하는 직경 

30  이하의 나노 세라믹 구조체 제조에 한 

순서를 나타내었다. 우선 리필터 표면 에 

기방사하여 나노 섬유 필터를 제조하 으며, 이 

필터 표면을 30  정도의 SiO2 나노입자가 분



- 753 -

Fig. 2  Process to make the HEPA type nano  

        ceramic filter.

산된 용액을 이용하여 필트 이션 코 (Filtration 

coating)한다. 그 후 고르게 코 된 나노 섬유 필

터를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서 충분히 건조시

킨 뒤 200～1400℃에서 소결시킨다. 그 결과 

리필터와 나노섬유필터의 이 층 구체가 분해

되어 제거되면 최종 으로 나노 세라믹 필터가 

얻어지게 된다. 

2.3 Nano 세라믹 필터 성능 평가 장치

본 연구는 미세 입자 포집이 가능한 나노 세

라믹 필터를 제작하기 한 것이므로 lfqksejr 효

율평가방법인 략법, ltor법으로는 평가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입자카운터를 이용하는 계수법

으로 성능평가를 실시하 다.

Fig. 3은 분진 포집효율  압력손실을 평가하

기 한 장치의 개략도이다. 성능평가 장치는 크

게 입자 발생부, Test sample holder부, 입자카운

터 부분으로 나  수 있다. 입자 발생부에는 입

자를 발생시키는 Atomizer, Diffusion dryer와 

Neutralizer(Kr-85)를 통과하면서 입자주 의 수

분이 제거되고 된 입자가 화되어 공 되어

진다. 공 되는 입자의 최  농도는 수만 개/㎤로 

본 성능평가에 충분하 다. Test sample의 고정

을 해 상용화된 47mm filter holder를 이용하

다. Test sample 상․하류에 입자를 카운트하기 

Fig. 3  Schematic diagram of aerosol filtration  

        test system.

Fig. 4  The reliability test results of aerosol

       filtration test system (HEPA filter).

해 입자계수기(GRIMM #1.108)를 설치하여 상

류와 하류의 입자의 개수를 측정하여 여과효율을 

측정하 다. 

정확한 입자계수를 해 입자계수기에 PC를 

연결하여 용 로그램 (GRIMM Software 

1.177)을 이용하여 측정되었다. 실험에 사용되어

진 압축공기는 고성능 필터를 거쳐서 유입되고, 

시험 입자로는 0.31, 0.48, 1㎛의  PSL(Polystyre- 

ne Latex, Duke Scientific Corporation)을 사용하

다. 

제작된 성능평가 장치가 ASHRAE 52.2의 계수

법을 만족하는지 기존의 HEPA 필터를 이용하여 

테스트 수행하 다. 그림 4.6은 효율 평가를 통한 

실험장치의 신뢰도 검증 결과를 나타내는 그래

이다. 효율은 입자 0.31㎛일 때 99.97%이상이며, 

면속도가 증가할수록 확산에 의한 포집효율이 감

소하는 일반 인 결과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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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Plane view
  

(b) Sectional view

Fig. 5  Scanning electron micrographs of the  

       double layer filter (PEO + prefilter).

 

3. 실험결과  고찰

3.1 나노 세라믹 필터 제조

Fig. 5에는 기방사에 의해 제조된 리필터

와 나노 섬유 필터의 이 층 구체 사진을 나타

내었다. Fig. 5(a)는 이 층 구체 필터의 평면

을 촬 한 사진이고, Fig. 5(b)는 이 층 구체 

필터의 세로 단면을 촬 한 사진이다. 나노 섬유

층과 마이크로 섬유층의 이 층으로 이루어져 있

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한 고분자의 특성상 

균일하게 나노섬유가 제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6은 이 층 필터를 SiO2 등의 세라믹 재

질로 필트 이션 코 하여 제작한 나노 세라믹 

Fig. 6  Coated the double layer filter (PEO +  

       prefilter). 

(b) Sectional view

Fig. 7  Nano ceramic filter fabricated at 200  

        ～ 1400℃.

구체를 자 미경으로 촬 한 사진이다. 세라

믹 입자가 이 층 필터에 균일하게 도포되어 코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 7은 이 층 구체 필터를 200～1400℃에

서 소결시킨 나노 세라믹 필터를 자 미경으로 

촬 한 사진이다. 실험 수행시 기계  강도 면에

서 200℃에서 2시간 소결 후 1300℃에서 1시간을 

소결시킨 나노 세라믹 필터가 가장 기계  강도

도 우수하 으며 단면과 측면 모두 고르게 소결

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이 층 필터가 

소결하여 사라지는데 필요한 온도와, 코 액과 

혼화제가 결합하여 착되는 온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Table 1은 나노 세라믹 필터

를 제조하기 한 최 의 조건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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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ymer PEO

Solvent water, ethanol

Concentration 10wt%

Electric field 

strength
3 

Coating 10  cement particles

Sintering

temp. & time.
200℃ 2hr → 1300℃ 1hr

Table 1  Optimal conditions for the nano ce-  

         ramic filter. 

3.2 Nano 세라믹 필터 성능 평가 

Fig. 8에는 나노 세라믹 필터의 면속도별 압력

손실을 리필터를 사용하지 않고 기방사법만

으로 제작된 나노 세라믹 필터, 이 층 구체 

필터로 제작된 나노 세라믹 필터, 리필터만을 

구체로 사용하여 제작된 필터 그리고 HEPA 

필터와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그 결과 기방사

만으로 제작된 나노 세라믹 필터가 가장 압력 손

실이 크게 나왔다.  

Fig. 9는 각각 HEPA 필터와 이 층 필터, 나

노섬유필터를 구체로 제작한 필터들의 분진포

집효율을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본 연구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미세 입자 포집을 한 

HEPA 필터 의 효율을 가지게 하기 하여 0.31

입자에 해 이 층 필터는 96.67%, 나노섬유

필터는 96.5%, HEPA 필터는 99.98%를 나타내었

다.

즉 압력손실에선 리필터가 분진포집효율에선 

나노섬유필터가 가장 좋은 결과를 나타내었으나 

리필터는 분진포집효율이 무 떨어지고 나노

섬유필터는 압력손실이 무 높게 나타나 이 층

으로 제조한 나노 세라믹 필터가 압력손실이 낮

으면서도 분진포집효율이 높게 나와 가장 성능이 

우수한 필터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보강제인 

리필터를 사용하여 이 층으로 제조하 으므로 

어느 정도의 두께를 만족시켜 기계  강도도 확

보할 수 있었다. 이 게 제조된 나노 세라믹 필

터의 경우 제조  취 이 용이하여 고성능 필터

로서의 소형화 형화, 경량화에 큰 이 이 있을 

Fig. 8  Pressure drop of the nano ceramic      

         filter compared with the HEPA filter,  

         nano fiber and prefilter.

Fig. 9  Efficiency of the nano ceramic filter     

         compared with the HEPA filter,       

        nano fiber and prefilter. 

것으로 추측된다. 한 면속도가 변하여도 효율

의 변화가 크지 않고 상당히 높은 분진포집효율

을 가지므로 고청정 환경을 요구하는 곳에 응용

될 수도 있을 것이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미세 입자 제거를 한 고효

율 분진포집 성능을 가지는 나노 세라믹 필터를 

제작하기 하여, 다음과 같은 실험  연구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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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 다. 

(1) 기방사법으로 PEO 재질을 용매(증류수, 

Ethanol)에 량 10wt%로 녹여 만든 용액에 

계강도 2～10kV/cm를 인가하여 100nm정도의 균

일한 직경을 갖는 고분자 나노 섬유를 기방사

법으로 제조하 으며 농도 10wt%, 계강도 

3kV/cm의 조건에서 균일한 입경을 가지는 나노

섬유와 리필터의 이 층 필터를 제조하 다.

(2) 필트 이션 코 을 통해 SiO2 나노 입자를 

이용, 이 층 필터의 표면을 코 하 고, SiO2 세

라믹 입자가 코 된 이 층 필터 구체를 200～

1400℃사이에서 소결시키는 공정을 통해 섬유를 

분해시켜 나노 세라믹 필터를 제작하 다..

(3) 미세 입자 제거를 한 나노 세라믹 필

터를 제작하여 분진포집효율  압력손실 등의 

성능 평가를 실시하 다. 그 결과 분진포집효율

은 면유속 3cm/s 일 때 0.31㎛ 입자 제거 효율

이 96.67%이상으로 측정되어 HEPA filter  

효율인 99.97%에 비해 다소 효율이 떨어지나 

매우 우수한 효율을 지닌 것으로 측정되었다. 

압력손실은 15.45  로 리필터보다는 높

게 나왔으나 나노 섬유필터 구체만으로 제작

한 필터보다는 낮게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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