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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압에 대한 이해와 계측

음압과 적용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공포가 한국을 덮쳤

을 때 속수무책으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었을 때 기본적

인 병리현상에 대한 격리가 시급하였으나, 공기 전염에 

대한 차단이 아주 미흡했다. 이 공기의 차단을 할 수 있는 

것이 음압 시설이다.

다시 설명하면, 외부와 내부의 공기 압력의 차를 두어 

내부의 공기가 외부로 노출되는 현상을 차단하는 것으로 

외부 대기압보다 내부 대기압을 약간 낮은 상태로 만드

는 시설을 음압 시설이라 한다.

이것은 미세먼지, 호흡기 발암물질 등, 전염이 강한 

슈퍼박테리아까지 인체에 영향이 있는 미세물질을 외

부와 차단을 하기 위한 시설이며, 이러한 시설에 대하

여 많은 기술적 부분과 연구 과정이 있으나, 여기서는 

계략을 위하여 음압 계측에 대하여 설명한다.

반드시 기록을 해야 하는 작업장으로는

  석면 해체 작업장 외부와 내부의 압력 차이를 측정하

고, 그 값을 기록하여 외부 피해에 대한 최소화를 기

록하며, 석면 해체 작업장의 석면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적정 음압을 유지하며, 작업했는지 여부 확인

을 위하여 음압 기록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다.

  병의원에 대한 격리 수용에 있어서 내부와 외부의 차

이를 두어 균류의 외부 차단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적정한 음압을 유지했는지 감시 기록을 위하여 음압 

계측을 한다.

  각종 공사 현장에 대한 적용 범위나 응용 범위는 독

자들의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음압기

음압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휴대용으로 간편하게 

계측하거나 시간적으로 단시간 측정에 적합한 기기가 

수입되고 있다. 국내외적으로 사용의 편리성을 겸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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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압 기록과 감시를 위한 것으로,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사진 1)에 있는 계측기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계측이 이루어지는 과정과 좀 더 음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가 있다.

기본 특성

•측정감도 0.01% 이하

•1분 간격으로 측정된 자료를 24시간 연속하여 

   2년간 저장 가능하다.

•10초 단위로 측정된 값을 1분 평균으로 계산하여 

   -0.508mmH2O 이상일 때 경보음이 작동한다.

•측정 전 영점 교정 기능 채택

•측정된 값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하다.

•AC 전원 공급으로 장시간 기록물 저장 시 

   전원 공급 걱정에서 해방이 된다.

•작업장 내부 또는 외부 어디서든지 측정이 가능하다.

기본 사용법

(사진 1)과 같이 연결이 된다. 또 뒷면에 내부와 외부 

압력을 호수로 연결하여 내부 압력과 외부 압력을 기기

에 압력을 입력한다.(사진 2) 

기기 내부에서는 외부 압력과 내부 압력의 차이를 계

산하여 기록하며, PC에서 자동으로 실시간 그래프로 기

사진 1. PC와 연결

사진 2. 음압기 뒷면 공기압 입력부

 맨 처음 세팅하기(환경 설정)

1. [환경 설정]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2. 에러 창

왼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한 채로
화살표 방향으로 드래그하여 떼면

사각 부분이 확대됩니다.

그림 1. PC 환경

3. 기본 정보

[시공자 등록 정보]와 [공사 정보]를 기입한 다음 [적용]버튼을 클릭하세요.

PC의 232C에 
연결하세요.

기록경과시간 
또는 대기압 표시

ha-7000V의 영(0)점 
밸런스를 맞추는 스위치

계측(USB 메모리에 기록)
시작/정지 스위치

•시작에서는 [기록 경과시간]을 표시하며 

•정지에서는 [대기압]을 표시한다.

차압(음압) 
표시

Low 내부 대기압 
호스 연결

AC 220V 전원 코드를 
연결하세요. High 외부 대기압 

호스 연결

USB 메모리 온도 표시

전원 스위치
클릭하세요.

시공자 등록 정보를 기입하세요.
(회사명은 정확히

기입하세요.)

공사 정보를 
기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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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Zero 버튼을 누른다.

  영(0)점 밸런스 맞추기

사진 3. 0점 세트

사진 5. 계측 기록

사진 4. 계측 시작

록이 이루어진다.(그림 2)

PC가 필요 없는 상태에서는 (사진 4)와 같이 USB 메

모리를 꽂아 시간과 동시에 자동으로 기록을 한다. 이 

USB 기록은 차후 보고서 작성에 적용이 된다.

이때 측정하기 전 0점 버튼을 눌러 밸런스를 맞춘다.

(사진 3), (사진 5)

※ 그래프 화면 확대, 축소, 이동하기

그림 2. 실시간 그래프 및 측정 기록

그림 3. 실시간 기록

설정값보다 높을 경우 
적색으로 깜빡임

왼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한 채로
화살표 방향으로 드래그하여 떼면

사각 부분이 확대된다.

왼쪽 마우스버튼을
클릭한 채로 화살표 방향으로

드래그하여 떼면 
초기 사이즈로 돌아간다.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한 채로 움직이면

화면이 이동한다.

Zero 버튼을 
누른다. 계측 시작

차압(음압)이 
-0.062이다.

이 방향으로 USB 
메모리를 꽂는다.

Start/Stop 버튼을 누르면 
계측을 시작한다.

(USB 메모리에 기록을 시작함) 

대기압을 표시하다가 
계측을 시작한 후에는 

계측경과시간을 표시한다.

차압(음압) 표시

인더스트리 4.0을 견인하는 산업용 센서



2017. 4  119

음압에 대한 이해와 계측

3. 데이터 리스트 창

[리스트] 버튼을 클릭하면 USB 메모리의 데이터 파일을 읽어들인다.

이후에는 스타트 버튼에 의해 압력의 차이를 기록하게 

된다.(그림 2), (그림 3)

PC 세팅에 대한 조작과 환경 설정(그림 1)에서는 음

압을 기록하는 장소(작업장) 주소 입력과 기록 시작 시

간 입력, 그 외 연결 정보 등 자세히 보면 보고서 작성

의 기초와 음압의 기록 방법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다.

PC 화면에 실시간 기록 그래프를 통해 자세한 여러 

상황을 볼 수 있으며, (그림 5)는 기록된 보고서의 출력

이다.

끝으로

환경 기록은 차후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여

러 가지 사건에 대한 기록이다. 

㈜제이엘 연구소의 강성욱 소장은 “공기 중 전염을 차

단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중요시설에 음압이 설치

되면 최소한의 보호가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노동부에서는 음압 설치 기준을 부여하고, 분진에 대

한 공기 중 확산을 방지하고 있다. 음압 시설의 활성화는 

철거 현장만이 아니라 주요 병의원, 격리 병동, 화학, 화

공, 취급에 설치되어 알 수 없는 바이러스 전염의 차단과 

오염의 사전 방지에 중요하다.

그림 4. 데이터 리스트 및 자료 출력

※데이터가 PC에 등록된 기본 정보와 다른 정보로 암호화되어 있다면,

   데이터 정보가 다르다는 메시지창이 뜬다.

   (인쇄 시에는 데이터에 저장된 정보로 출력됨) 

그림 5. 보고서 출력

사진 6. 계측 시연하는 ㈜제이엘의 강석욱 연구소장

클릭하세요.

클릭해서
선택하시고…

클릭해서
인쇄합니다.

클릭하세요.

클릭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