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기청정기용 절곡필터의 절곡비가 필터성능지수에 미치는 영향

J. Korean Soc. Atmos. Environ.,  Vol. 36, No. 1, February 2020, pp. 119-127

119

을 더욱 증가시키게 하였다. 또한 쾌적한 실내 공기

질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는 계속 증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내 공기질 관리는 필수적인 요소로 대두

되었다.

실내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

에는 자연환기를 사용하여 왔으나, 이 경우 실내공기

질은 외부의 공기질에 의존하게 된다. 따라서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이 발생할 때 자연환기를 사용하는 것

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미세먼지 제거기능이 부여된 

기계환기를 실시하거나 공기청정기를 이용하여 실내

공간을 청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들이 가장 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론이 공기청정기이므로, 최

근에는 공기청정기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

  1. 서     론

최근 4년간의 서울시 초미세먼지 농도현황을 살펴

보면, 초미세먼지의 나쁨 일수는 2015년도 43일, 

2018년도 63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NIER, 2019). 또한 환경성 질환 환자의 수도 2009년 

766만 명에서 2014년 896만 명으로 5년 사이에 17%

나 증가하였다 (Gang, 2016). 현대인들은 주택, 지하

역사, 어린이집 등 하루의 약 80～90%를 실내공간에

서 머무르고 있으며, 차량 내에 머무르는 시간까지 

포함하면 약 93%에 이른다 (Noh, 2018; Gang, 2016; 

Klepeis, 2001). 대기 중의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의 증

가는 사람들이 외출하지 않고 실내에 머무르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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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Seo, 2004). 공기청정기는 가정, 사무실, 지하

상가 및 지하철 역사 등에 다양한 크기와 집진방식으

로 적용되고 있지만 (Kim, 2004), 필터를 사용하는 여

과집진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공기청정기의 성능은 

일정한 공간을 얼마나 빨리 깨끗하게 만드느냐 하는 

공기청정화능력에 의해 좌우되며, 공기청정화능력은 

공기청정기의 풍량과 필터의 집진효율의 곱으로 나

타나게 된다 (Noh and Oh, 2015). 따라서 압력손실이 

낮으면서도 높은 집진효율을 가지는 필터의 개발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이를 달성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터여재를 절곡하여 여과면적을 넓힌 절곡필터이

다. 그러나 필터를 절곡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론적인 근거없이 제조업체들의 노하우에 의존하고 

있다.

절곡필터와 관련된 이론적인 연구를 살펴보면, 그

동안 많은 학자들이 수치해석 방법을 이용하여 절곡

필터에서의 압력손실 및 유동특성을 파악하였다 

(Feng et al., 2018; Feng et al., 2014; Fotovati et al., 

2012, 2011; Chen et al., 1995; Lee et al., 1991). Lee et 

al. (1991)은 동일한 여과속도에서 여재의 충진율이 

클수록 압력손실이 증가하고, 동일한 충진율에서 여

과속도를 증가시키면 압력손실이 커진다는 것을 보

였다. Chen et al. (1995)은 Darcy-Lapwood-Brinkman 

모델을 적용하여 먼지 부하가 없는 조건에서 절곡필

터의 압력손실을 계산하였다. 그들은 절곡 수가 증가

함에 따라 필터여재에서의 여과속도가 감소하여 압

력손실이 낮아진다는 것과 일정한 절곡 수 이상에서

는 압력손실이 오히려 증가한다는 것을 보였다. 

Fotovati et al. (2012, 2011)은 절곡형상이 다른 필터들

에 대하여 먼지 부하 시 시간에 따른 필터 내부에의 

먼지 부착 현상을 수치해석을 통하여 계산하였다. 시

뮬레이션 결과, 관성력이 작은 먼지는 직사각형 형태

의 절곡필터보다 삼각형 형태의 절곡필터에 균일하

게 침착되어 압력손실이 낮아진다는 것을 보였다. 

Feng et al. (2014)은 기존의 CFD 모델링 방식에서 명

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던 층류의 흐름을 보완하기 위

하여 다양한 층류 모델인 LES와 DES 모델 등을 시뮬

레이션하여 최적의 모델을 제안하였다. Feng et al. 

(2018)은 Eulerian-Markov method를 새로이 적용하

여 기존의 Lagrangian method를 보완하여 절곡필터

의 성능을 모델링하는 방법을 발전시켰다. Li et al. 

(2019)은 폴리에스테르 재질의 필터와 PTFE 막으로 

코팅된 폴리에스테르 재질의 필터에 대하여 절곡비 

( =절곡높이/절곡폭)에 따른 압력손실의 변화를 실

험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들은 여과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압력손실도 점차 증가하며, 동일한 유량에서는 

절곡비가 증가함에 따라 압력손실이 낮아진다는 것

을 보였으며, 그 이유를 유효여과면적과 연계시켜 고

찰하였다. 그러나, 절곡필터에서 최적의 절곡비는 집

진효율과 압력손실을 모두 고려한 필터성능지수를 

토대로 결정되어야 하나, 현재까지 대부분의 연구는 

압력손실 결과만을 토대로 결정하였다 (Li et al. , 

2019; Théron et al., 2017; Chen et al., 1995; Lee et al., 

1991). Hasolli et al. (2013)은 다중 층으로 구성된 절

곡필터들의 성능평가에 필터성능지수를 도입하여 적

절한 층 구조와 절곡 수의 결정에 사용하였다. 그러

나 평가에 사용된 필터들의 재질과 물리적인 특성이 

모두 달라서, 최적의 절곡비를 도출하기는 어려운 한

계점을 가지고 있다. 앞서 언급된 절곡필터 연구에서 

사용된 필터들과는 달리, 본 논문에서는 공기청정기

에 사용되는 정전필터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정전필터를 사용하면 대전되지 않은 필터와 같은 압

력손실에서 보다 높은 집진효율을 달성할 수 있다 (Ji 

et al., 2012; Brown, 1993). 평판형 정전필터의 집진효

율과 압력손실에 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었으나 

(Kerner et al., 2018; Tang et al., 2018; Ji et al., 2012; 

Romay et al., 1998), 절곡형 정전필터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기청정기에 일반

적으로 사용되어지는 한 가지 종류의 정전필터 여재

를 이용하여 제작한 다양한 절곡비를 가진 절곡필터

에 대하여, 먼지가 부하되어 있지 않은 초기 조건에

서 압력손실과 집진효율을 측정하고, 필터성능지수

를 계산하여 최적의 절곡비를 결정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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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실험 방법

2. 1  필터여재

절곡필터를 제조하기 위하여 폴리에틸렌테레프탈

레이트 (PETE) 재질의 지지체층과 대전된 폴리프로

필렌 (PP) 재질의 멜트브로운 (MB) 여과체층으로 구

성된 필터여재 (E12등급, E&H Co. LTD.)를 사용하였

다. MB 여과체층이 필터의 성능을 좌우하게 되나, 물

리적인 강도가 약하므로 여과성능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지지체층을 핫멜팅하여 사용하였다. 각 

필터층의 물리적인 특성을 표 1에 나타내었다. 

MB 여과체와 지지체층이 결합된 필터여재를 이용

하여 다양한 절곡비를 가진 절곡필터를 제작하였다. 

절곡높이는 S사의 필터를 기준으로 하여 29 mm로 고

정하고, 절곡폭을 3.5~26.3 mm로 변화시켜 8가지 종

류의 절곡필터를 준비하였다. 필터성능평가를 위해 

절곡된 필터는 아크릴 챔버 (높이 120 mm, 폭 105 

mm, 깊이 290 mm) 내부에 핫멜트 접착제를 이용하

여 누설이 없도록 부착하였다. 필터성능평가는 상기 

절곡필터 외에 평판형 필터도 함께 이루어졌다. 테스

트에 사용된 필터들의 구체적인 기하학적 형상을 표 

2에 나타내었다. 또한 기하학적 구조를 무차원화하기 

위하여 절곡높이와 절곡폭의 비를 절곡비, α로 표현

하여 나타내었다. 

2. 2  필터성능평가를 위한 실험장치 및 실험 방법

필터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필터의 압력손실

과 집진효율을 측정하여야 한다. 절곡 수에 따라 여과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절곡필터의 종류별로 여과면적

과 여과속도의 곱으로 실험유량을 결정하였으며, 그 

유량은 팬과 연결된 인버터로 조절하였다. 인버터 단

계 (1～9단계)와 유량과의 상관관계는 덕트 내에서 열

선풍속계 (Model testo 425, Testo SE & Co. KGaA)로 

유속을 측정하여 얻었다. 그림 1에 테스트용 필터의 

압력손실과 집진효율을 측정하기 위한 실험장치도를 

나타내었다. 실험장치는 먼지발생부, 여과집진부, 압

력손실 및 집진효율 측정부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테

스트용 필터의 압력손실은 일정한 가스유량 (1 m3/

min) 또는 일정한 여과속도 (0.053 m/s)에서 필터의 

종류별로 차압계 (Model testo 510, Testo SE & Co. 

KGa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필터의 집진효율은 NaCl 시험먼지를 발생시켜 측

정을 하였다. 1.0 wt%의 NaCl 용액을 내부압력이 25 

psi로 조절된 Atomizer (Model 4810, HCT Co. Ltd.)로 

분사하여 액적을 발생시킨 후, Diffusion dryer로 건조

를 시켰다. 건조된 NaCl 시험먼지를 Soft X-ray char-

ger (Model XRC-05, HCT Co. Ltd.)에 통과시켜 평형

대전상태로 만들어 여과집진부로 유입시켰다. 그 후 

필터 전, 후단에서 시험먼지의 개수농도분포를 SMPS 

(Model 3936, TSI Co. Inc.) 장치를 이용하여 측정하였

다. 시험먼지는 평균입경 105 nm, 기하표준편차 1.9를 

가지면서 유입개수농도는 45,000～60,000 #/cm3의 값

을 나타내었다. 필터의 집진효율, E는 식 (1)를 이용하

여 구할 수 있다.

 Nin-NoutE (%) = --------------× 100 (1)
 Nin

Table 1. Physical properties of filter media.

Melt blown layer Support layer

Mean fiber diameter, df
 (μm) 2.27 41.48

Thickness, L (mm) 0.16 0.28
Areal mass density (g/m2) 24 68
Air permeability, κ (m2) 7.78 × 10-12 9.59 × 10-11

Packing density, ρF
 (%) 15.8 17.6

Table 2. Pleating geometries of test filters.

Pleat count 0 4 6 8 10

H (mm) - 29 29 29 29
W (mm) - 26.3 17.5 13.1 10.5
α (H/W) - 1.10 1.66 2.21 2.76

Pleat count - 15 21 25 30

H (mm) - 29 29 29 29
W (mm) - 7.0 5.0 4.2 3.5
α (H/W) - 4.14 5.80 6.90 8.29

W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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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Nin은 필터 상류측의 개수농도이고, Nout은 

필터 하류측의 개수농도이다.

실험을 통해 얻어진 필터의 압력손실과 집진효율 

결과를 이용하여 식 (2)에 나타낸 필터성능지수 (qF, 

Filter quality factor)를 구할 수 있다 (Chen et al., 2008; 

Lücke and Fissan, 1995). 

 -ln(1-E)
qF = ------------- (2)
 ∆p

여기에서 Δp와 E는 앞서 언급한 필터의 압력손실과 

집진효율이다. 필터성능지수는 압력손실이 낮을수

록, 집진효율이 클수록 높아지며, 필터성능지수가 높

을수록 필터의 성능이 뛰어나다는 것을 의미한다.

  3. 결과 및 고찰

3. 1  필터의 내부구조 및 공기투과도

그림 2는 고분해능 주사전자현미경 (Model S-4800, 

Hitachi Co. Ltd.) 분석을 통하여 측정한 MB 여과체층

과 지지체층의 내부구조 이미지이다. MB 여과체층과 

지지체층을 100배의 확대비율로 나타내었으며, MB 

Fig. 1. Experimental setup to evaluate filtration performance.

Fig. 2. Internal morphology of filter media.

(a) MB filter medium (b) Support filter med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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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과체층은 1,000배 확대비율의 사진도 100배 사진내

에 함께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지지체층의 평균 섬유경이 MB 여과체층의 평균 섬유

경에 비해 약 20배 큰 것을 알 수 있고, 표 1에 표시한 

바와 같이 지지체층의 충진율은 17.6%, MB 여과체의 

충진율은 15.8%로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공기투과도는 아래의 식 (3)에 나타낸 Darcy’s 

law에 의해서 얻어질 수 있다. 

 μL
Δp = ----- u (3)
 κ

여기에서 Δp는 압력손실, μ는 유체의 점성계수 

( = 1.80 × 10-5 kg/m·s), L은 필터의 두께, u는 여과속

도, κ는 공기투과도를 나타낸다. 그림 3과 같이 필터

의 압력손실과 여과속도의 상관관계를 도식화하면, 

그 기울기가 μL/κ이 되고 이를 이용하여 공기투과도 

값, κ를 산출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지지체층이 MB 

여과체에 비해 약 10배 정도 높은 공기투과도 값을 

가지며, 이는 지지체층이 MB 여과체층에 비해 공기

가 쉽게 통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3. 2  압력손실

다양한 절곡 수를 가진 절곡필터들에 대하여, 유량

이 1 m3/min인 조건에서의 압력손실 측정결과를 그림 

4에 나타내었다. 덕트에서의 유량이 동일하다는 것은 

덕트의 유속은 동일하나 절곡필터의 종류에 따라서 

필터를 통과하는 여과속도는 달라지게 된다. 절곡 수

가 많아질수록 여과면적이 증가하고 필터를 통과하는 

여과속도는 감소한다. 이로 인해 압력손실이 낮아지

게 된다. 그러나 절곡 수가 25개 이상이 되면 이상하

게도 오히려 압력손실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절곡 수가 많아짐에 따라서 압력손실이 낮아진다

는 것은 식 (4)에 나타낸 Davies의 여과이론 (Davies, 

1952)으로 설명할 수 있다.

 ρ 
3--2
F(1 + 56ρ3

F)Δp = 64μuL------------------- (4)
 d2

f

여기에서 μ는 유체의 점성계수, u는 여과속도, L은 

필터의 두께, ρF는 필터의 충진율, df는 필터여재를 구

성하는 섬유의 직경을 의미한다. μ, L, ρF , df 가 모두 

동일한 필터에 대해서 압력손실 Δp는 여과속도 u에 

의존하게 된다. 동일한 가스유량을 처리하는 데 여과

면적이 늘어나게 되면 여과속도가 낮아지므로 압력

손실은 낮아지게 된다.

절곡 수 25개부터는 압력손실이 증가하게 되는데, 

절곡간격이 너무 좁아지게 되면 절곡 사이의 점성항

력이 증가하고, 필터여재에서 여과에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인 dead space가 점차 증가하여 여과속도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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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Pressure drop of a pleated filter with different pleat 
number at the gas flow rate of 1.0 m3/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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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Relationship between pressure drop and filtration 
velocity for MB and support filter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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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Chen et al., 2008; Sub-

renat et al., 2003; Lee et al., 1991). 

그림 5에는 식 (4)를 기반으로 계산한 절곡 수에 따

른 이론적인 압력손실 값 (Δpf)과 실험을 통해 구한 

압력손실 (Δpr)의 비로부터 구한 필터 충진의 불균일

도, δ를 나타내었다 (식 (5) 참조). 

 Δpfδ = -----  (5)
 Δpr

절곡 수가 21까지는 거의 일정한 값 (δ = 6)을 보이

나, 그 이상의 절곡 수에서는 실험적인 압력손실이 높

아져서 δ 값이 작아짐을 알 수 있다. 그림 5에서 얻은 

불균일도 값을 고려하여 새로 예측한 이론값을 실측

값과 비교하여 그림 6에 나타내었으며, 이론값이 실측

값을 비교적 잘 반영함을 알 수 있다. Davies의 여과이

론에 따른 압력손실의 변화는 실험에 의한 압력손실

의 변화와는 다르게 절곡 수가 증가함에 따라 급격하

게 감소하다가 절곡 수 10 이후로 완만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Davies, 1952). 이는 이론식에서는 압력

손실이 여과속도에만 영향을 받지만, 실제로는 여과속

도뿐만 아니라 절곡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하하적 요

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제 측

정된 압력손실 값보다 계산을 통한 이론적 압력손실 

값이 약 6배 큰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필터 충진의 

불균일도에 의하여 발생한 현상이라 예상되어진다.

그림 7은 필터를 통과하는 여과속도가 0.053 m/s로 

동일한 때의 절곡 수에 따른 압력손실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일반적으로 여과속도가 동일한 경우 압력손

실 또한 비슷한 값을 보인다.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

와 같이 절곡 수가 21개일 때까지는 압력손실이 서서

히 증가하나, 절곡 수가 25개부터는 급격하게 증가하

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dead space 증가에 의한 유효여과면적 (실질적으로 여

과에 사용되는 필터의 면적)의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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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Inhomogeneity factor of a pleated fil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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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heoretical and experimental pressure drop of a pleat-
ed filter with different pleat number at the gas flow rate of 1.0 

m3/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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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Pressure drop of a pleated filter with a different pleat 
number at the filtration velocity of 0.053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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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집진효율

그림 8은 동일한 가스처리 유량 (1 m3/min)에서 시

험먼지의 크기가 30 nm, 50 nm, 100 nm, 200 nm일 때

의 절곡 수에 따른 집진효율과 Peclet 수를 나타낸 그

래프이다. 절곡 수가 0일 때에는 평판형 필터를 나타

내며, 평판형 필터보다 절곡필터의 집진효율이 월등

하게 뛰어남을 알 수 있다. 절곡필터의 절곡 수가 증

가할수록 집진효율이 증가하다가 절곡 수가 15 이상

에서는 비슷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절곡 수가 증가하게 되면 여과면적이 늘어

나게 되고 이로 인해 여과속도가 감소하여 확산 메커

니즘이 지배적으로 나타나 집진효율이 높아지게 된

다. 확산에 의한 집진효율은 관성력과 확산력의 비인 

무차원수 Peclet 수 ( = udf/D)에 의해 결정되어진다. 

여기에서 u는 여과속도, df는 평균섬유직경, D는 먼지

의 확산계수이다. Peclet 수는 그 값이 작아질수록 확

산의 효과가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무차원수이다. 

따라서 여과속도가 감소하고, 먼지의 크기가 작아질

수록 (먼지의 확산계수가 커짐) Peclet 수가 작아져서 

확산에 의한 집진이 커지게 된다. 그림의 오른쪽 종축

을 살펴보면, 절곡 수가 적을수록 먼지 크기가 클수록 

Peclet 수가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작용하는 

집진 메커니즘이 확산력뿐이라면 시험먼지의 크기별

로 집진효율을 비교를 하였을 때, 먼지의 크기가 작을

수록 집진효율이 높아야 한다. 그러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시험먼지의 크기가 클수록 집진효율이 높아

짐을 알 수 있다.

이는 확산 메커니즘뿐만 아니라 시험먼지가 대전된 

정전필터를 통과하면서 정전기적 분극을 일으켜 먼지

가 집진되는 유기력 (Dielectrophoretic force)에 의한 

메커니즘이 지배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유기력의 

강도를 나타내는 유기력 파라메타가 먼지 크기의 제

곱에 비례하므로, 유기력에 의한 집진효율은 시험먼

지 크기가 클수록 높아지게 된다 (Otani et al., 1993).

3. 4  필터성능지수

그림 9는 먼지의 크기별로 절곡 수에 따른 압력손

실과 집진효율 측정데이터를 이용하여 산출해낸 필터

성능지수 값을 나타낸 것이다. 필터성능지수는 절곡 

수가 4까지는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21까지 지속적으

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나, 절곡 수가 21 이상일 때

부터는 오히려 급격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

는 그림 4에 나타낸 압력손실 그래프와 비슷한 양상

을 보이고 있다. 절곡 수가 0인 평판형 필터에 비해 절

곡 수가 4인 절곡필터의 압력손실이 크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나, 집진효율이 비교적 낮아 필터성능지

수는 완만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절곡 

수가 21까지는 압력손실이 더욱 감소하고 집진효율

이 높아져 필터성능지수는 더욱 높아지게 된다. 그러

나 절곡 수가 21보다 많아지게 되면 유효여과면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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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Collection efficiency and Peclet number of a pleated 
filter with different pleat number at the gas flow rate of 1.0 

m3/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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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Filter quality factor of a pleated filter with different 
pleat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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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하게 되어 압력손실이 오히려 높아지며 집진효율

은 일정한 경향을 나타내어 필터성능지수는 급격하게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할 때, 본 실험

에 사용한 필터여재 (E12등급)는 21의 절곡 수를 갖도

록 절곡하는 것이 최적임을 알 수 있다. 이를 절곡비 

(α =절곡높이/절곡폭, 절곡높이가 29 mm이고 절곡폭

은 3.5~26.3 mm)로 표현하면, α는 1.10~8.29의 범위

를 가지게 된다. 또한 α = 5.8에서 가장 높은 필터성능

지수를 가지므로, 절곡높이 29 mm인 E12등급의 정전

필터는 절곡폭 대비 절곡높이를 5.8배 정도로 하여 절

곡하는 것이 최적임을 알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현재 공기청정기에 사용되는 정전필

터를 이용하여 절곡필터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필터성

능지수에 기반을 둔 최적의 절곡 수를 도출하고자 하

였다. 실험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절곡 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필터의 여과면적이 증

가하게 되고, 그로 인해 여과속도가 낮아져 압력

손실도 낮아지게 된다. 그러나 절곡폭을 너무 좁

게 하여 절곡을 하게 되면 유효여과면적이 줄어들

게 되어 오히려 압력손실이 증가하는 역효과를 나

타낸다.

(2)  절곡 수가 늘어나게 되면 필터의 여과면적이 증가

하여 여과속도가 낮아지게 되므로 집진효율은 높아

지게 된다. 그리고 먼지의 크기에 따른 집진효율은 

필터자체가 대전되어 있기 때문에 먼지가 커질수록 

정전기력의 영향으로 높아지게 된다.

(3)  압력손실과 집진효율을 고려한 필터성능지수를 

살펴본 결과, 본 연구에 사용된 정전필터는 절곡 

수를 21개로 하였을 때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다. 

이는 절곡비 (절곡높이와 절곡폭의 비)가 5.80일 

때 최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는 필터등급이 E12, 절곡높이가 

29 mm일 때의 조건이며, 절곡방법의 일반화를 위해

서는 다양한 절곡높이를 가진 필터들을 이용한 추가

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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