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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basic of installing smart air cleaner in railway system is improvement of continuous real 

time sensing technologies. And building smart air cleaner in railway system with IT is needed. 

When smart air cleaner in railway system is developed, the installation of sensor which is for 

measuring air quality in the passenger room and setting revolution cycle of filter which is for 

removing fine dust is very important. In order to install it in a train which is now running, after 

making of standard test certification and verification of product's stability with enough self-test, 

application test will be performed.

1. 서론

 우리나라 도시철도가 서울시에서 1974년 1호선이 최 운행을 시작한 후 속도로 확충 건설되어 

재 수도권에서만 13개 노선이 개통운행하고 있는 등 도시철도는 지속 으로 발 하고 있다, 그

러나 최근의 객실내 공기질 향상에 한 질 요구는 일반화되고 있는 추세다. 역사승강장 스

크린도어 설치로 터  폐에 따른 객실내 공기오염과 출․퇴근 시간의 혼잡한 시간에 발생되

는 공기질 악화는 승객들의 불괘감을 주어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고있다. 그러므로 동차 

실내공기질 개선을 통한 이용승 객 의  건 강향상을 해 객실내 오염물질을 제거시킬 수 있는 지

능형 공기청정장치 개발은 이용승객들의 서비스의 질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공기청

정장치 개발은 안   유지보수성을 고려하여 개발코자 하 으며. 특히, 한국철도표 규격

(KS R)에 따른 제품규격서로 안 성에 한 시험평가를 실시하여 연구성과물의 신뢰성  

유지보수성을 확보코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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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론

2.1 공 기 청 정 시스 템( S CAP) 시작 품  제 작

  공기청정장치 시스템은 동차 천장 앙에 설치하기로 하 다. 연구단 달성목표치 평상시 

PM10 100㎍/㎥이하, 혼잡시 150㎍/㎥이하 기 유지와 유지보수 주기연장(6개월)을 해 롤 

필터 방식을 도입하 다. 한 기존 직류모터에 기계 인 러쉬를 없앤 BLDC(Blushless Direct 

Current)모터를 채택하여 유지보수에 유리한 구조로 설계하 으며, 84시간 후 필터를 자동으로 감기

는 시스템으로 시작품을 연구개발 하 으며 제품  규격은 다음과 같다.

그림1. 공기청정시스템 시작품

도표 1. 시작품규격(Specification) 

항 목 규 격(Specification) 비 고

풍 량(Air Volume) High 250㎥/hr / Low 200㎥/hr

집진효율(Dust Efficiency) PM10 80%이상 (공기청정화능력)

소음(Noise) 65dB (Distance 1.5m)

필터수명(Filter Life Time) 6개월(182.5Days, 4,380Hr)

원사양(Power) 1상 220V 60Hz

소비 력(Current Watt) 120W Max.

제품크기(Size, mm) 163(H) x 288(W) x  813(L)

롤필터(Roll Filter)
0.15T x 224 mm x 21m, LOI 25%,  

  (단품시험 기  PM2.5 70%)

팬모터(Fan Motor) BLDC Type 80W x 2EA

팬형식(Fan Type) 시로코 형식(Sirocco Type) x 2EA

필터이송 모터(Filter Feeding Motor) 1상 220V 60Hz 3.0W x 1EA

콘트롤러(Controller) 마이컴 

 량(Weight) 1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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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공 기 청 정 장 치  시스 템의 안 성 시험

  공기청정장치 시제품의 연구제작을 해 KS R 규격에 의한 제작사양  규격서를 제작

하여 공인 인증센터에서 인증시험과 규격서에 따른 12종류의 시험을 실시하여 연구 성과물

의 안 성  신뢰성 향상을 도모 하 다.  

2.2.1 공 기 청 정 장 치  시제 품 의 작 동 시험 

  시제품의 작동시험은 Co2 센서의 정상 작동유,무와 롤- 필터가 정상 으로 작동하는지를 시험하

다. 시험방법으로는 Co2 센서에 2,500PPM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방출하여 센서의 작동유,

무와 롤- 필터의 감김 주기인 84시간 후 필터 감김을 확인함으로 차 용시 이상 없이 공기청

정장치의 공기정화 수행 능력시험을 하 다.

그림2. 시제품 작동시험

2.2.2 공 기 청 정 장 치  과 ․  압 시험

  공기청정장치의 과․  압 시험에서는 기본 조작성능 만족과 오작동 유무가 있는지를 시험

하 다. 시험방법으로는 시제품에 240V를 1분간 인가한 후 정상 원을 인가하여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 다. 한 시제품 단자에 180V를 1분간 인가한 후 정상 원을 인가하여 정상 

작동여부를 확인하 다.

그림3. 시제품 과/  압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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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공 기 청 정 장 치 의 연 항  내 압시험 온도 상 승 시험

  연 항 시험으로는 CASE와 단자 DC500V를 인가하여 100㏁ 이상의 측정치 값을 

확인 하 으며, 한 내 압시험으로는 CASE와 단자 DC1,500V를 인가하여 설 류

1mA 이하인지를 측정하 다. 온도상승시험으로는 BLDC Moter에 온도센서를 연결하여 평형이 

될 때까지 운 하여 온도 상승을 확인하 다. 온도상승은 ΔT=45℃이하인지를 측정하 으며, 

Moter 의 과부하로 인한 온도 상승은 없었다.

그림4. 시제품 연 항 온도상승시험

2.2.4  공 기 청 정 장 치 의 온시험  고 온시험

  온시험과 고온시험은 동차의 격한 온도변화에 공기청정시스템의 안 성을 측정하는 

시험으로써 환경시험의 온도 챔버시험기에서 시험을 했다. 온시험으로는 -20℃에서 1시간 

평형 후 작동 평가를 한 후 5℃에서 1시간 평형 후 작동 상태의 이상 유무를 확인했다. 

고온시험 한 55℃에서1시간 평형 후 작동 평가를 한 후 40℃에서 1시간 평형 후 작동 상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시험을 진행하 다.

그림5. 시제품 온․ 고온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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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공 기 청 정 장 치 의 소 음 시험

  동차의 운행  소음은 이용승객의 민원의 상임으로 충분한 시험을 하 다. 시험내용

으로는 동차 장착후 시제품의 토출구 1m 거리에서 측정하 다. 검사기 으로는 Dust Fan 

65dB이하 Dust Fan + Co2 Fan 68dB이하의 규정에 의한 측정을 진행 하 다. 

그림6. 시제품 소음시험

2.2.6  공 기 청 정 장 치 의 연 속  통 시험  작 동 내 구 성 시험

  연속통 시험은 상온에서 공기청정기의 220V를 인가하여 48시간 정상운  후 작동상태를 

평가하는 시험으로서 동차 운행 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 인 안 을 한시험과 작동

내구성시험의 제품의 안 성을 측정하는 시험이다. 시험 방법으로는 상온에서 정상 으로 원을 

인가하여 120시간 동안 ON180 -OFF10 -ON180 (20,000Cycle) 동작시험을 통한 기본 조작

성능 만족과 오작동에 이상 유,무를 정하는 시제품의 안 성 시험을 진행하 다.

그림7. 시제품 연속통 /작동내구성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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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구분 Level 1(평상시 기 )
Level 2(혼잡시 

기 )

PM10 교통수단 실내공기질 

리 가이드라인

200μg/m³ 이하 250μg/m³ 이하

CO₂ 2,500ppm 이하 3,500ppm 이하

PM10
연구단 목표

100μg/m³ 이하 150μg/m³ 이하

CO₂ 1,500ppm 이하 2500ppm 이하

2.2.7 공기청정장치의 진동내구성 시험

  동차 차시험의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진동에 한 시제품의 내구성 시험이다. 

동차의 끝임 없는 진동에 한 시제품의 안 성은 가장 요한 시험의 한부분이다. 진동내구성

시험은 KS R 9114(2종B종)로 1.4G(13.7m/s2)의 진동조건에서 상․하4Hr, ․후2Hr, 좌․우2Hr 

시간으로 측정시 기본조작성능  오작동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이처럼 시제품의 

안 성을 하여 제품의 시험규격서와 산업표 규격 철도분야의 KS R 규격을 용함하여 

시제품의 안정성을 확인하 다.

그림8. 시제품 진동내구성 시험

2.5  공 기 청 정 장 치  시제 품  차 용 시험 

  공기청정장치 시제품을 산업표 규격 철도분야의 KS R 규격에 의한 시험통과 후 운행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유해가스의 제거시험을 해 2호선 신조 동차에 취부 하 는데 동차 

2량을 선정하여 시제품 설치객실과 설치되지 않은 객실의 미세먼지와 유해가스를 산란방식의 

측정장비를 이용하는 간이측정과 미니볼에어샘 러 장비를 이용한 정 측정을 실시하여 측정된 데이

터를 분석평가 정이다.

도표 2. 공기청정시스템의 운행차량 장착시 객실 달성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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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9. 2호선 신조 동차 시제품 설치

그림10. 시제품 차 성능평가 측정

3 . 결 론

  이번 도시철도 객실내 공기질개선을 한 공기청정장치 개발은 연구개발품의 안 성 확보

를 하여 한국철도표 규격(KS R)에 따른 규격서를 제작하여 12종류의 안 성시험을 실

시하 다. 규격서에 따라 공인인증기 에서 공인인증시험을 실시하 고, 규격서에 의한 자

체시험을 실시하여 연구 성과물의 안 성 확보  신뢰성을 향상시켜 한층 업그 이드된 연구 

가 되도록 노력하 다. 재 공기청정장치 시제품을 서울메트로 도시철도 차량에 설치하여 

용시험 에 있으며, 설치차량과 미설치 차량, 운행시간 별, 요일별, 열차별, 계 별 등 여러 상황

별로 모니터링하여 시험데이터를 수집  분석평가를 실시하여 공기질 개선을 한 연구성과를 높

일 수 있도록 노력 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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