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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이 표준은 (사)한국공기청정협회에서 원안을 갖추고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단체표준 지
원 및 촉진 운영 요령에 따라 (사)한국공기청정협회 단체표준심사위원회를 거쳐 한국표준협회에 등록
된 표준이다.
이 표준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다.
이 표준의 일부가 기술적 성질을 가진 특허권, 출원공개 이후의 특허출원, 실용신안권 또는 출원공개
후의 실용신안등록출원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주의를 환기한다. 관계 (사)한국공기청정협회
의 장과 단체표준심사위원회는 이러한 기술적 성질을 가진 특허권, 출원공개 이후의 특허출원, 실용
신안권 또는 출원공개 후의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계되는 확인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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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표준
SPS-KACA-0025-7196:2017
(2020 확인)

고성능 에어필터
High performance air filter
1 적용범위
이 표준은 클린룸 및 클린룸 기기, 원자력 시설, 병원 등에 사용되는 에어필터 중, 섬유로 구성된 필
터여재를 사용한 필터 또는 필터유닛, 공기정화기의 성능에 대하여 규정한다.
단, 실내 공기 재순환 장치에 사용되는 필터의 성능은 적용하지 않는다.

2 인용표준
다음의 인용표준은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이 표준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인
용 표준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한다.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모든 추록 포함)을
적용한다.
ISO 29463-1, High-efficiency filters and filter media for removing particles in air — Part 1: Classification,
performance, testing and marking
ISO 29463-2, High-efficiency filters and filter media for removing particles in air — Part 2: Aerosol
production, measuring equipment and particle-counting statistics
ISO 29463-3, High-efficiency filters and filter media for removing particles in air — Part 3: Testing flat
sheet filter media
ISO 29463-4, High-efficiency filters and filter media for removing particles in air — Part 4: Test method
for determining leakage of filter element-scan method
ISO 29463-5, High-efficiency filters and filter media for removing particles in air — Part 5: Test method
for filters element
KS A 4812, 방사성 에어로졸용 고성능 에어필터
KS B ISO 29464, 공기 및 기타 가스의 정화 — 용어

3 용어와 정의
이 표준 및 연계된 단체표준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용어와 정의를 적용하며, 여기에 정의되지 않
은 용어는 KS B ISO 29464에 따른다.
3.1

필터일반 및 등급

3.1.1
(에어)필터(air filter)
장치를 통과하는 기류로부터 고체나 액체 입자 또는 가스 상 오염물질을 분리하기 위한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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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필터여재(filter media)
여과를 위해 사용된 재료
3.1.3
절곡 팩(folded pack)
균일하게 개별적으로 접힌 형태의 필터여재 팩
3.1.4
필터유닛(filter Unit)
프레임으로 마감한 절곡 팩
3.1.5
필터등급(filter class)
여과 효율과 관련된 측면에서 필터의 그룹과 등급으로 분류하는 것.
3.1.6
헤파필터(HEPA filter)
본 표준 요구사항에 따라 H35 ~ H45 등급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성능을 갖춘 필터
3.1.7
울파필터(ULPA filter)
본 표준 요구사항에 따라 U50 ~ U75 등급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성능을 갖춘 필터
3.2

성능 및 특성

3.2.1
투과율(penetration)
상류측 입자 개수 농도에 대한 하류측 입자 개수 농도의 비율
3.2.2
효율(efficiency) 또는 포집효율
투과된 입자 개수 대비 필터에 포집된 입자 개수(농도)의 비로 (1-투과)로 계산. 일반적으로 백분율로
표현
3.2.3
전체효율(overall efficiency)
필터의 주어진 운영 조건 하에서 필터유닛의 표면면적 전반의 효율 평균
3.2.4
국부효율(local efficiency)
필터의 주어진 운영조건 하에서 필터유닛의 특정 지점에서의 효율
3.2.5
정격유량(nominal airflow rate)
필터유닛이 시험될 유량으로 제조자가 규정
3.2.6
정면면적(face area)
기류에 노출된 시험체의 총면적으로, 이 면적은 시험 덕트의 축에 수직한 면에서 측정되거나 시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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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접근하는 특정 기류 방향에 수직한 면에서 측정함. 내부의 모든 플랜지 면적 등을 포함하지만 기
류노출면의 외부에 설치되는 탑재부품이나 전기 배선 등은 이 면적에 포함되지 않음. 정면면적은 3자리
유효숫자로 m2 단위로 표현
3.2.7
정면속도(face velocity)
시험체 정면에서의 유속. 유량을 정면 면적으로 나눈 값으로 3자리 유효숫자로 m/s로 표현
3.2.8
저항(Pressure difference)
규정된 조건 하에서 필터유닛 시험 시, 필터유닛 전, 후 압력 차
3.3

입자

3.3.1
에어로졸(aerosol) 또는 PM(particulate matter)
대기중에 부유하는 고체 및/또는 액체 입자
3.3.2
시험 입자(test aerosol)
시험체의 성능을 결정하고 입자측정장치를 교정하는데 사용하는 에어로졸
3.3.3
입자 크기(particle size)
에어로졸 입자의 기하학적 직경으로 폴리스티렌라텍스(PSL) 광산란 등가 크기를 가지는 마이크로 미
터(mm) 단위의 입자 직경
3.3.4
입자 크기 분포(particle size distribution)
정의된 제한값 사이에 있는 상당 지름의 입자들의 비율을 제공할 수 있거나 시료 내의 입자들의 상
당 지름을 측정할 수 있는 기구 또는 방법을 사용하여 얻어지는 실험결과를 그래프나 숫자 표의 형
태로 제시한 것.
3.3.5
최대투과 입자크기(most penetration particle size)
MPPS
여과 효율이 최소인 입자 사이즈
3.3.6
단분산 에어로졸(monodisperse aerosol)

sg
기하표준편차(sg)로 나타내는 입자크기 분포의 범위가 1.15 미만인 에어로졸
3.3.7
다분산 에어로졸(polydisperse aerosol)
기하표준편차(sg)로 나타내는 입자크기 분포의 범위가 1.15를 초과하는 에어로졸
3.3.8
준단분산 에어로졸(quasi-momodisperse aerosol)
기하표준편차(sg)로 나타내는 입자크기 분포의 범위가 1.15에서 1.5 사이에 있는 에어로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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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
방사성 에어로졸(radioactive aerosols)
공기 중에 부유하는 고체 또는 액체의 미립자로 방사성 핵종을 포함하는 것.
3.4

시험장비 및 방법 일반

3.4.1
시험체(test device)
시험될 필터유닛
3.4.2
상류측(upstream)
시험풍동 내, 시험입자가 시험체를 통과하기 전의 구역
3.4.3
하류측(downstream)
시험풍동 내, 시험입자가 시험체를 통과한 후의 구역
3.4.4
상관비(correlation ratio)
상류측 및 하류측 샘플링 시스템 사이에서 잠재적인 편향을 계산하는 것으로 하류측 입자농도를 상
류측 입자농도로 나눈 것(필터 없이 측정).
3.4.5
희석기(diluter or dilution system)
입자계수기의 우연오차를 피하기 위해 샘플 농도를 감소시키는 시스템
3.4.6
입자계수기(particle counter)
입자의 수를 계수하고 검출하기 위한 장치
3.4.7
응축입자계수기(condensation particle counter)
매우 미세한 공기 중의 입자를 응축에 의해 다른 입자 계수 방법으로 쉽게 계수할 수 있는 크기로
성장시키는 광학적 입자 계수기의 형식
3.4.8
샘플링 기간(sampling duration)
샘플링 체적 유량 내의 입자가 계수(상류 또는 하류)되는 시간

4 종류
4.1

필터 유닛 분류

고성능 에어필터는 여과성능(효율)에 따라 준 고성능 필터(EPA filter), 고성능 필터(HEPA filter), 초고
성능 필터(ULPA filter)로 분류한다.
4.2
4.2.1

4

필터 유닛 등급평가
필터 등급평가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고, 각 단계별 시험방법은 7절에 따른다. 단, 방사성 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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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졸용 필터는 4.2.2에 따른다.
a) 필터여재 MPPS1) 평가
b) 필터유닛 전체효율 평가
c) 필터유닛 국부효율 및 누설시험(HEPA, ULPA만 해당)
4.2.2 방사성 에어로졸용 필터는 MPPS에서의 평균 입자 크기로 필터유닛 전체효율 평가만 진행하
며, 기준에 부합 시, ‘KACA-H37’로만 등급을 부여한다.

5 구조
5.1

재료

a) 필터 유닛은 일상적인 온도, 습도 부식환경에 견딜 수 있도록 충분히 적합한 재료로 한다.
b) 필터 유닛은 일상적인 사용 시, 기계적인 제약에 견딜 수 있을 정도로 견고하여야 한다.
c) 필터를 통과한 공기는 인체에 유해하지 않아야 하므로, 필터여재로부터 탈락된 분진 또는 섬유조
직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5.2

필터여재

a) 필터유닛 제조에 사용되는 최소 5개의 평편한 시트의 필터여재를 사용한다.
b) 필터여재는 주의 깊게 취급되어야 하고, 주름이 있거나, 구멍이 있거나, 기타 불규칙성이 없는 평
편한 시트이어야 한다.
5.3

필터유닛

a) 필터유닛은 어떠한 결함이나 불규칙성이 없어야 한다. 필터 유닛은 시험전 주의 깊게 취급되어야
하고 다음 사항이 명확하고 영구적으로 식별되는지 확인한다.
— 필터유닛의 명칭
— 필터유닛의 상류측 방향
b) 시료 최소 크기는 준고성능(E) 그룹 필터는 200 mm × 200 mm 이상이어야 하고, 고성능(H), 초고
성능(U) 그룹 필터는 500 mm × 500 mm 이상이어야 한다.
c) 시험시료의 중심선이 시험덕트 유동의 중심선과 일치하도록 시험덕트에 설치하여야 한다.
d) 시험 시료와 덕트 사이의 모서리 누설과 분진의 축적은 시료와 상류측 지지대 사이를 밀봉함으로
써 최소화 한다.
5.4

방사성 에어로졸 필터 유닛

a) 여과재를 주름 모양으로 접어, 외부의 틀 또는 외부 상자에 수납한 것을 말하며, 그림 1과 같이
틀형 필터 유닛과 상자형 필터 유닛으로 구별된다.

1) MPPS(Most Penetration Particle Size) : 최대투과입자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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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틀형 필터 유닛

(b) 상자형 필터 유닛
그림 1 — 필터 유닛

b) 수송, 부착 등의 취급 중에 손상되지 않을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c) 바깥틀(또는 상자)의 이음매, 바깥틀(또는 상자)과 여과판과의 접합부는 공기의 누설이 없도록 단
단하게 마무리되어 있어야 한다.

6 성능
6.1

필터의 초기저항 성능

필터유닛의 초기저항은 8절에 따라 각 시험별로 측정결과를 확인한다.
6.2

필터유닛 전체효율 및 국부효율 성능

8.1에 따라 필터 여재 시험을 통해 산출된 MPPS 결과를 적용하여 8.2에 따른 필터유닛의 전체효율
시험과 8.3에 따른 국부효율 및 누설시험을 실시하고 측정 결과를 확인한다.
6.3

필터유닛 등급

필터유닛의 등급은 준고성능(E), 고성능(H), 초고성능(U) 필터 등급을 만족해야 한다.

7 시험 항목 및 일반사항
7.1

시험시스템

시험시스템 구성은 부속서 A에 따르며, 측정장비는 ISO 29463-2에 따른다.
7.2

시험환경

a)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시험공기의 온도와 습도조건은 다음을 충족해야 한다.
— 온도: (23 ℃ ±) 5 ℃
— 상대습도: 75 % 이하
b) 시험동안 온도는 ±2 ℃ 이내, 상대습도는 ±5 %로 유지되어야 한다.
c) 시험시스템에 투입되는 시험공기는 효율시험에 영향이 없도록 헤파필터를 통과시켜 청정함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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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야 한다.
d) 시험체는 시험공기의 온도와 습도조건 하에서, 충분한 시간동안 보관한 후 시험하여야 한다.
7.3

시험 입자

a) 시험입자는 액상 시험입자로 DEHS, PAO, PSL을 사용한다.
b) 필터 유닛 효율 시험 시, 시험입자의 수농도 평균입경은 필터여재의 MPPS를 적용한다.
7.4

정격유량

필터유닛은 제조자가 설계한 필터의 정격유량 조건에서 시험한다.
7.5

차압

정격유량에서 필터유닛의 차압을 기록한다.
7.6
7.6.1

시험원리
필터여재 시험

a) 평평한 시트의 필터여재 효율은 정전력이 제거된 조건하에서 시험한다.
b) 입자크기별 효율 곡선으로부터 MPPS를 결정한다.
c) 측정절차
1) 시험 시, 필터여재의 노출 면적은 원형으로 100 cm2로 하고, 정격유량에서 노출면적을 나눈 값
을 면속도 조건으로 한다.
2) 최소 6개의 입자크기(등 간격 입자크기) 별 효율값으로 입자크기 대 투과 곡선을 그린다.
3) 입자크기 대 투과 곡선에서 최소효율에 해당하는 MPPS를 구한다.
d) MPPS는 필터유닛 전체효율(6.6.2)과 국부효율 및 누설시험(6.6.3) 시, 시험입자의 평균 입자크기
로 적용한다.
7.6.2

필터유닛 전체효율 시험

a) 6.6.3의 누설시험에서 사용한 시험입자와 동일한 입자를 사용하며, 정격유량에서 측정한다.
b) 필터유닛 유동방향의 상류측, 하류측 입자 개수 농도를 측정한다.
c) 전체 효율을 산출한다.
7.6.3

필터유닛 국부효율 및 누설시험

a) 국부효율 및 누설시험은 H분류 및 U분류의 필터유닛에만 적용한다.
b) H분류의 필터유닛은 ISO 29463-4에 따라 스캐닝방법, oil thread 누설시험, 시험입자 포토미터 스
캔 누설시험, PSL 누설시험, (0.3 ~ 0.5) mm 효율 누설시험 중 하나로 시험한다.
c) U분류의 필터유닛은 MPPS 스캐닝 방법을 사용하여 시험한다.

7

SPS-KACA-0025-7196:2017
d) 국부효율 및 누설시험은 정격유량에서 측정하며, MPPS에 대응되는 평균입자크기의 중화된 시험
입자(정격 면속)이 필터유닛 상류측에 균일하게 투입되고, 하나 이상의 이동형 샘플링 프로브가
필터유닛 하류측 전체 면적을 대상으로 이동(traverse)한다.
e) 필터유닛 상류측 농도와 하류측 각 부분별 농도(샘플링 프로브가 이동한 각 부위별)로 국부효율
(부위별 효율)을 계산한다.
7.6.4

필터 등급부여

상기 6.6.1, 6.6.2, 6.6.3의 시험결과로 필터의 등급을 부여한다.

8 시험방법
8.1
8.1.1

필터여재 시험
필터여재 시험 전에 다음의 항목에 대한 장비점검을 수행한다.

a) 측정장비 사용가능성 점검
1) 장비제조사가 규정한 절차 준수(예: 응축입자계수기(CPC) 운전 조건 및 유량 조정 확인)
2) 기타 제조사가 권장하는 일상검사 수행
b) 입자발생기 미가동 상태에서 하류측 입자농도의 제로(0) 여부를 확인
c) 입자발생기 미가동 상태에서 상류측 입자농도 확인을 통해 시험공기의 순도를 점검
d) 시험공기의 대기압, 온도, 상대습도 확인
8.1.2

7.1.1의 점검 후, 기준필터로 차압 대 효율값을 점검한다.

8.1.3 시험시료를 장비의 필터 홀더에 장착하고, 입자 투입전에 청정한 시험공기로 필터여재의 차압
을 측정한다.
8.1.4

시험유량은 ±2 % 이내임을 보장해야 한다.

8.1.5

측정은 시스템이 안정한 운영상태에 도달한 경우 진행한다.

8.1.6

단분산 시험입자 시험

a) 시험입자는 시험공기로 균일하게 혼합된다.
b) 효율을 계산하기 위해 최소 6개의 입자크기 범위의 효율(투과)을 측정한다. 전기적입자분류기
(DMA)를 사용하여 6개의 단분산 시험입자를 발생시킨다.
c) 2개의 응축입자계수기(CPC)를 상‧하류 동시에 측정하거나, 1개의 응축입자계수기(CPC)를 상‧하류
순차적으로 측정한다.
8.1.7

다분산 시험입자 시험

a) 단분산 시험입자의 대체방법으로 다분산 시험입자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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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효율을 계산하기 위해 최소 6개의 입자크기 범위의 효율(투과)을 측정한다.
c) 광학입자계수기(OPC)가 입자계수기로 사용된다. 상류측 입자계수농도를 측정할 때, 동시발생오차
(coincidence errors)가 초과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광학입자계수기(OPC)의 분해능(resolution)이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8.1.8

결과평가

a) 5개의 필터여재에 대해 입자크기별 효율을 각각 측정하며, 각 측정값의 산술평균을 산출한다.
b) 6개 이상의 데이터로부터 다음값의 평균값을 계산하고, 입자크기별 효율 곡선(적합한 수학적 피팅
방법 또는 그래픽 방법)을 그린다.
— 평균효율( E )
— 95 % 하위신뢰한계 효율( E95% )
c) 평균효율 및 95 % 하위신뢰한계 효율 기호와 계산식은 ISO 29463-3 <Table-1>에 따른다.
d) 95 % 하위신뢰한계 곡선에서 최소효율에 해당하는 입자크기를 MPPS로 한다.
8.1.9
8.2
8.2.1

기타 본 표준에 언급되지 않은 시험절차는 ISO 29463-3에 따른다.
전체효율 시험
필터유닛 전체효율 시험 전에 다음의 항목에 대한 장비점검을 수행한다.

a) 장비제조자가 규정한 안정화시간 준수
b) 장비제조사가 규정한 시작 절차 준수(예: 응축입자계수기(CPC) 가동을 위한 용액 유지)
c) 입자계수기 제로 개수 확인(입자 발생 없이 청정 공기로 수행)
d) 시험공기의 대기압, 온도, 상대습도 확인
8.2.2

입자발생기 가동

a) 입자발생기를 가동할 때, 필터유닛을 지그에 설치한다. 입자발생기의 공기압과 유량 등의 운전 조
건을 조정하여 충분히 운전 상태를 안정화시키고 시험입자의 농도와 입자크기 분포를 점검한다.
8.2.3

시험필터의 준비

a) 시험필터 설치
1) 시험필터는 손상되지 않도록 취급한다.
2) 시험필터는 유동방향에 맞게 시험필터의 체결부위에서 누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b) 시험필터의 세정
1) 시험필터 자체에서 배출되는 입자의 감소를 위해, 그리고 시험필터의 온도를 시험공기의 온도
와 일치시키기 위해 시험필터는 정격유량에서 충분한 시간동안 시험공기를 통과시켜야 한다.
2) 그 이후에 잔류한 자체 방출 입자를 하류측 응축입자계수기(CPC)로 측정할 수 있다.
8.2.4

시험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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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차압 측정
시험필터 유닛의 차압은 정격 유량에서 측정하며, 청정한 시험공기를 사용하여 입자를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한다
b) 단분산 시험입자 시험
1) 혼합덕트에서 시험공기는 MPPS(편차 10 %)에 대응되는 평균 직경의 시험입자와 혼합된다.
2) 입자농도는 상류측과 하류측에서 측정된다. 한쌍의 계수기 또는 단일 계수기를 사용할 수 있
다. 상류측에서 측정된 입자 개수와 최소입자개수(포아송 분포의 95 % 신뢰범위의 하위 한계)
사이의 차이가 측정된 입자 수(최소 1.5 × 103개)의 5 %보다 크지 않도록 상류측 입자계수농도
와 측정시간을 결정한다.
3) 하류측에서 최대입자개수(포아송 분포의 95 % 신뢰범위의 상위한계에 대응)와 측정된 입자개
수 사이의 차이가 측정된 입자 개수(최소 100개)로부터 최대 20 %를 벗어나서는 안된다.
4) 측정시간을 결정할 때 시험필터에 시험입자가 과중(overburdened)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c)

다분산 시험입자 시험
1) 시험은 다분산 입자를 사용해서 단분산 시험입자 시험과 같이 수행된다. 입자 중위직경은
MPPS의 50 %보다 커서는 안 된다.
2) 단분산 시험입자 시험과 대조적으로 다분산 시험입자로 시험할 때 수농도분포와 수농도는 광
학입자계수기(OPC)로 측정한다. 효율결정을 위해 상류측과 하류측 수농도가 모든 크기 범위에
S
서 수집된다. 시험입자 크기 범위는 MPPS 에서 1.5 × SMPPS까지의 전 범위에 걸칠 수 있고 또
1.5
는 일부 범위만 수행될 수 있다.

8.2.5

평가

a) 투과율 P는 %로 표현되며, (식 1)로 계산한다.

P=

cN , d
cN ,u

(1)

여기에서
cN, d : 하류측 수농도로

Nd
와 같다.
Vs , d × td

cN, u : 상류측 수농도로

kD × Nu
와 같다.
Vs ,u × tu

Nu
Nd
kD
Vs, u
Vs, d
tu
td

:
:
:
:
:
:
:

상류측 측정된
하류측 특정된
희석계수
상류측 샘플링
하류측 샘플링
상류측 샘플링
하류측 샘플링

입자수
입자수
유량
유량
시간
시간

b) 효율 E는 %로 표현되며, (식 2)로 계산한다.

E = 1- P

(2)

c) 최소효율 E95%min 계산을 위해, 실제 측정된 입자 개수의 95 % 신뢰범위에서 한계값 계산을 위한
기초로 사용되어야 한다. 95 % 신뢰범위의 값은 희석계수 보정없이 순수 측정된 입자 개수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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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한다. 최소효율 E95%min는 입자 계수 통계를 활용한 최소 효율로 (식 3)으로 계산한다.

æ cN , d ,95% max
E95%min＝ çç1 è cN ,u ,95% min

ö
÷÷ ´ 100
ø

(3)

여기에서
cN,d,95%max : 하류측 최대 입자 수농도로

N d ,95% max
로 계산
Vs , d × td

cN,u,95%min : 상류측 최소 입자 수농도로

N u ,95% min × k D
로 계산
Vs ,u × tu

Nd,95%max : 하류측 입자 개수의 95 % 신뢰범위 상한한계로 N d + 1.96 ´ N d
Nu,95%min : 상류측 입자 개수의 95 % 신뢰범위 하한한계로 N d - 1.96 ´ N d
8.2.6
8.3
8.3.1

기타 본 표준에 언급되지 않은 시험절차는 ISO 29463-5에 따른다.
국부효율 및 누설시험
스캔 시험 전, 시험파라미터의 결정

a) 필터와 샘플링 프로브의 치수에 기초하여 프로브 이동동선을 위한 다음 시험조건이 결정되어야
한다.
1) 프로브 구멍과 필터 유닛 사이의 거리(10 mm에서 50 mm)
2) 프로브 속도
3) 프로브 이동동선의 거리와 위치
b) 다른 시험조건은 공칭유량과 시험필터의 예상되는 투과율에 기초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부가적인
시험파라미터는 상류측 입자농도, 프로브 유량, 프로브 속도와 계수농도 신호값이다.
c) 새롭게 결정된 시험조건으로 시험을 시작하기 전에 잘 알려진 누설한계값으로 시험조건의 상호작
용을 확인해야 한다. 누설값이 미리 결정된 기준 필터로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d) 누설이 적절하게 감지될 수 있음을 확인하기 전까지 시험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
8.3.2

사전점검

a) 기기의 전원 가동 후 다음 조건을 점검한다.
1) 적절한(제조자 제시) 예열시간 준수
2) 장비제조사가 규정한 시작 절차 준수(예: CPC 가동을 위한 용액 유지)
3) 기타 제조사가 권장하는 일상검사 수행
b) 입자발생기 미가동 상태에서 하류측 입자농도의 제로(0)를 확인
c) 입자발생기 미가동 상태에서 상류측 입자농도의 제로(0)를 확인
d) 시험실의 대기압, 온도, 상대습도 확인
8.3.3

입자발생기 가동

a) 입자발생기를 가동할 때, 필터유닛을 지그에 설치한다. 입자발생기의 운영조건을 조정하고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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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상태를 안정화시키며 시험입자의 농도와 입자 크기 분포를 점검한다.
8.3.4

시험필터의 준비

a) 시험필터 설치
1) 시험필터는 손상되지 않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취급한다. 설계된 유동방향으로 설치하고 측
면 누설이 없어야 한다.
2) 시험필터 위치는 시험 후에 어떠한 누설의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 기록하여야 한다. 현장에 설
치되는 기류방향, 체결위치와 동일하게 필터를 장착하여 시험을 진행하여야 한다.
b) 시험필터의 세정(Flushing)
1) 시험필터로부터 입자의 자체 방출을 감소하기 위해, 그리고 시험필터와 시험공기 온도 동기화
를 위해 시험필터는 정격유량에서 충분한 시간동안 시험공기를 통과시켜야 한다.
2) 필요하다면, 입자발생 없이 정격유량에서 시험필터의 자체 방출이 스캔 시험으로 측정될 수
있어야 한다. 하류측에 측정된 입자개수가 국부적으로 높거나 하류측 공기의 평균농도가 기준
필터의 제로값보다 유의미하게 높다면, 시험필터는 추가적인 세정이 필요하고 이후 다시 재측
정하여야 한다.
8.3.5

시험수행

a) 차압 측정
시험필터의 차압은 정격 유량에서 측정한다. 유량은 정격유량 기준 ±3 % 재현성이 있어야 한다.
안정적인 운영상태에 도달했을 때 측정한다.
b) 단분산 시험 입자의 시험
1) 혼합덕트에서 시험공기는 MPPS(편차 10 %)에 대응되는 평균 직경의 시험입자와 혼합된다.
2) 시험유량은 입자발생기에 도입된 비율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3 %로 조정한다.
3)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순간 측정을 시작한다.
4) 하류측 프로브는 이동추적 프로그램에 따라 움직이며, 신호값이 같거나 초과되는 시험필터의
위치를 기록한다.
5) 1대의 응축핵계수기를 사용하거나, 하류측 샘플링을 위해 변경 가능한 입자계수기 및 샘플링
포트로 상류측 입자농도를 연속적으로 또는 간헐적으로 측정한다.
6) 시험필터에 입자가 과중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c) 다분산 시험 입자의
1) 시험은 MPPS의
단분산 시험입자
2) 단분산 시험입자

시험
±50 % 이상 편차가 발생하지 않는 평균 직경의 다분산 시험입자를 사용하여
시험과 유사하게 수행한다.
시험과 대조적으로 다분산 시험입자를 사용하는 시험에서, 입자의 총 개수와

크기분포가 OPC로 측정된다. 효율(투과율)을 결정하기 위해, 상류측과 하류측 농도가

S MPPS
와
1.5

1.5 × SMPPS 사이의 모든 입자크기채널에 사용된다.
8.3.6

누설시험-국부 투과율 평가

a) 프로브 운영 동안 신호값이 초과되지 않는다면 필터는 누설없이 등급이 부여된다. 신호값이 초과
된다면 이 위치에서 국부 투과의 한계값이 초과되는지 확인한다.
b) 국부투과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프로브는 신호값이 발생한 위치로 되돌릴 수 있다.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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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값이 발생한 위치를 찾기 위함이다. 상류측 입자 개수 농도는 연속적으로 또는 간헐적으로
측정한다.
c) 상류측 및 하류측 입자 수의 통계적인 계산을 위해 국부효율의 통계적 최소값을 결정한다. 최대
값이 표준에 규정된 시험필터의 등급 한계를 초과한다면, 누설이 없다는 등급을 부여할 수 없다.
d) 국부투과의 모든 최대값이 허용 한계값 이하인 경우, 필터는 누설이 없다는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e) 효율의 계산과 통계적 최소효율(95 % 하위신뢰한계) 계산은 8.2의 전체효율 계산식을 따른다.
8.3.7

기타 본 표준에 언급되지 않은 시험절차는 ISO 29463-4에 따른다.

9 결과보고
시험결과 및 필터등급은 시험성적서로 보고하며, 시험체 정보, 시험조건, 시험방법, 시험입자, 시험장
비 등의 정보가 명확히 기술되어야 한다.
9.1

필터여재 시험결과

a) 시험시료정보
1) 필터여재 유형, 품명
2) 시료의 수
b) 시험조건
1) 필터여재 면속도
2) 사용된 입자계수기 유형, 정보
3) 사용된 시험입자
c) 시험결과
1) 필터여재 초기 평균저항
2) MPPS
3) MPPS에서의 효율
4) 평균효율 및 95 % 하위신뢰한계 효율
5) 평균효율 및 95 % 하위신뢰한계 효율 그래프
9.2

전체효율 시험결과

a) 시험에 대한 일반정보
1) 필터요소(타입 및 치수)
2) 사용된 입자계수기 유형
3) 정격유량
4) 필터 여재 최소효율에서의 입자크기(MPPS)
5) 시험입자(물질, 중위지름, 기하표준편차, 농도)
6) 희석계수(상류측)
b) 시험결과
1) 시험 시, 시험필터의 초기저항
2) 입자계수(상류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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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자계수(하류측)
4) 효율, E
9.3

필터유닛 국부효율 및 누설시험결과

a) 시험품목
1) 필터의 유형, 고유번호 및 시리얼번호
2) 필터의 치수
3) 필터 설치 방향(가스켓 상류 또는 하류)
b) 시험 파라미터
1) 시험공기의 온도 및 상대습도
2) 정격유량과 시험유량
3) 여재 속도에 대응되는 필터여재 MPPS
4) 입자발생기(유형 및 번호)
5) 시험입자(물질, 평균 직경, 기하표준편차)
6) 대체 입자 진술: “고상 입자(예: PSL)가 사용되는 경우, 적합 여부”
7) 상류측 및 하류측 입자계수기(번호 및 유형). 광학입자계수기(OPC)인 경우 입자크기 범위 확인
8) 상류측 입자계수기와 결합된 희석시스템(유형 및 번호)
9) 하류측 샘플링 프로브(구조, 샘플링 유량)
10) 기준 투과율 및 신호값 셋팅(누설 한계값)
c) 시험결과:
1) 시험유량에서의 필터 평균차압
2) 상류측 및 하류측 평균 입자농도
3) 누설없음의 확인(기준 누기투과율 값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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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필터 등급
등급

그룹

KACA-E10 or E10(P)

a

KACA-E15 or E15(P)

a

KACA-E20 or E20(P) a

입자

0.3 ㎛ 전‧후
채널 a
or
MPPS

준 고성능
(E)

KACA-E30 or E30(P) a
KACA-H37

b

KACA-H40

a

고성능
(H)

KACA-H45
KACA-U50
KACA-U55
KACA-U60
KACA-U65

a

b

효율기준(%)
≥ 85

KACA-E25 or E25(P) a
KACA-H35 or H35(P)

입자크기

≥ 99
≥ 99.5
≥ 99.90
≥ 99.95, Local ≥ 99.75

KCl a
or
PAO
DEHS,
Paraffin Oil

초
고성능
(U)

≥ 95

≥99.97 b
≥99.99, Local≥99.95
≥99.995, Local≥99.975
≥99.999, Local≥99.995
MPPS

≥99.999 5, Local≥99.997 5
≥99.999 9, Local≥99.999 5
≥99.999 95, Local≥99.999 75

KACA-U70

≥99.999 99, Local≥99.999 9

KACA-U75

≥99.999 995, Local≥99.999 9

시험입자 KCl, 입자 크기 0.3 mm 전‧후 채널을 사용하는 경우, ‘공기청정기용 헤파필터 성능시험
(SPS-KACA-1635)’를 따르며, 등급은 ‘(P)’를 추가하여 식별한다.
방사성 에어로졸용 고성능 에어필터에만 적용한다.

10 표시사항
a) 등급을 부여받은 필터는 다음 정보를 명확히 식별해야 한다.
1) 품명, 제조사 정보
2) 모델명, 고유번호, 제조일
3) 필터 등급
4) 정격유량
5) 차압
6) 등급 부여일
b) 유량 방향은 명확히 식별해야 한다.
c) 표식은 영구적이고 명확히 식별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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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A
(규정)
시험시스템 구성
A.1 필터 여재 시험 장치
A.1.1 필터 여재 시험 장치의 구성도는 그림 A-1과 같다.
A.1.2 응축 입자계수기(CPC)를 사용하는 경우, 시험입자 중화기 앞에 전기적 입자 분류기 DMA(Diff
erential Mobility Analyser)가 포함되야 한다.
A.1.3 광학적 입자계수기(OPC)를 사용하는 경우, 다분산 시험입자의 크기 분포가 시험체 전, 후에서
계측된다.
A.1.4 두 개의 입자계수기를 사용할 경우, 입자계수기 간의 편차가 없음을 보장해야 한다.
A.1.5 기타 시험장치에 대한 세부사항은 ISO 29463-2 및 ISO 29463-3에 따른다.

그림 A-1 — 필터여재 시험장치 구성도

A.2 필터유닛 전체효율 시험장치
A.2.1 필터유닛 전체효율 시험장치의 구성도는 그림 A-2와 같다.
A.2.2 기타 시험장치에 대한 세부사항은 ISO 29463-2 및 ISO 29463-5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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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2 — 필터유닛 전체효율 시험장치 구성도

A.3 필터유닛 국부효율 및 누설시험 장치
A.3.1 필터유닛 국부효율 및 누설시험 장치의 구성도는 그림 A-3와 같다.
A.3.2 기타 시험장치에 대한 세부사항은 ISO 29463-2 및 ISO 29463-4에 따른다.

그림 A-3 — 필터유닛 국부효율 및 누설시험장치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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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
이 해설은 이 표준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하는 것으로 표준의 일부는 아니다.

1 개요
1.1

개정의 취지

이 표준은 클린룸 및 클린룸 기기, 원자력 시설, 병원 등에 사용되는 에어필터 중, 섬유로 구성된 필
터여재를 사용한 필터 또는 필터유닛, 공기정화기의 성능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개정의 경위

이 표준은 클린룸 및 원자력시설, 병원등에 적용되는 고성능 에어필터에 대하여 국제표준인 ISO
29463에 기초하여 SPS-KACA-0025-7196 고성능 에어필터와 SPS-KACA-015-0145 방사성 에어로졸
용 고성능 에어필터 시험표준을 기술적인 내용을 변경하여 통합 개정하였다. 표준 개발의 과정에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의 심의 검토를 거쳐서 최종 표준을 정리하였다.

2 적용범위
이 표준은 클린룸 및 클린룸 기기, 원자력 시설, 병원 등에 사용되는 고성능 에어필터에 대한 시험방
법과 성능등급에 대하여 규정한다. 단, 실내 공기 재순환 장치에 사용되는 필터의 성능은 적용하지
않는다.

3 규정항목의 내용
이 표준은 고성능 에어필터의 초기저항과 원단 효율, 국부효율, 전체효율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방법
및 측정 결과에 따른 등급 기준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3.1

종류

에어필터 종류는 4. 종류와 같이 고성능 필터(EPA filter), 고성능 필터(HEPA filter), 초고성능 필터
(ULPA filter)로 구분한다.
3.2

시험항목

이 표준의 고성능 에어필터의 초기저항과 필터 여재 MPPS 평가, 필터 유닛의 전체효율 평가, 필터
유닛 국부효율 및 누설시험을 시험항목으로 규정하였다.

4 표준 사양 채택 기준
이 표준에 적용된 인용규격은 국내 단체표준, 해외 표준 등을 인용하였다. SPS-KACA015-0145 및
ISO 29463-1, ISO 29463-2, ISO 29463-3, ISO 29463-4, ISO 29463-5를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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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2

3

4

5

인용표준
ISO 29463-1,
High-efficiency filters and filter media for
removing particles in air — Part 1:
Classification, performance, testing and
marking
ISO 29463-2,
High-efficiency filters and filter media for
removing particles in air — Part 2:
Aerosol production, measuring equipment
and particle-counting statistics
ISO 29463-3,
High-efficiency filters and filter media for
removing particles in air — Part 3:
Testing flat sheet filter media
ISO 29463-4,
High-efficiency filters and filter media for
removing particles in air — Part 4: Test
method for determining leakage of filter
element-scan method
ISO 29463-5,
High-efficiency filters and filter media for
removing particles in air — Part 5: Test
method for filters element

인용표준 주요내용

본 표준 적용범위

필터 등급 분류

3. 용어와 정의
4. 등급분류

시험장비 및 시스템

전체 인용

필터 여재 MPPS 평가
전체 인용
시험방법

필터 유닛 국부효율 및
전체 인용
누설율 시험방법

필터 유닛 전체효율 시
전체 인용
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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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S
SPSP
SPSPS
SPSPSP
SPSPSPS
SPSPSPSP
High performance air filter
ICS 27.06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