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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anagement of indoor air quality of underground subway station is an important issue. The air handling 

unit (AHU) installed in the underground subway station is the main facility determining the air quality of 

station. Especially for removing particulate matters, it is important to operate the appropriate air filter. In this 

study, we studied particle collection efficiency of axail-flow cyclone for subway AHU. The particle collection 

efficiencies of axial-flow cyclones with three different outlet shape have been evaluated. 

1. 서론

  최근 다 이용시설 내의 실내공기질에 한 심이 증 되면서 주요 교통수단인 지하철 내 실내

공기질의 쾌 성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지하역사 내 지하상가, 합실  승강장 등의 공간의 실내공

기질에 한 심이 증가하고 있다. 지하역사 내 실내공기는 외부 공기를 이용하여 공기조화기(Air 

Handling Unit, AHU) 내 필터를 통과한 후, 합실  승강장으로 제공된다. 하지만 입자 발생원이 다

양하고 입자의 특성상 력의 향을 크게 받아 력 반  방향으로의 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하역사

의 입자농도는 지상의 입자농도보다 높은 경향을 가지게 된다. 공기조화기는 승강장과 합실을 구분하

여 2구역으로 나뉘어 설치하여 외부에서 유입되는 공기와 내부순환 공기를 정화하고 있으며, 공기조화

기용 에어필터는 재진원리에 따라 정 식, 건성여과식, 착식으로 구분되고, 보수 리 방식에 따라 자

동세정형, 자동재생형, 자동갱신형, 정기세정형, 여재교환형, 유닛교환형 등으로 구분된다. 통상 단 

리필터와 후단 자동필터의 2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단 리필터는 여재교환용(부직포 필터, 롤필터, 백

필터 등) 에어필터, 후단 자동필터는 자동세정형, 자동흡입형, 기집진기 등 다양한 종류의 에어필터가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 개통된 역사나 냉방공사를 한 역사의 경우, 여재교환용 필터를 사용하는 신 자

동세정형 필터를 사용하고 있다(강 구 등, 2008). 최근 연구에 따르면 기존의 에어필터들이 가지는 문

제 을 해결하기 하여 유지보수가 쉬운 에어필터의 개발이 필요하고, 리필터 개념의 싸이클론 시스

템이 제안되었으며, 축상유입식 싸이클론 방식을 이용하여 공기조화기 내의 미세먼지 농도를 감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 다. (권순박 등, 2006, 김세  등 2010)

  본 연구에서는 최근 개발된 축상유입식 싸이클론 방식의 미세먼지 감시스템을 바탕으로 출구 형상

에 따른 입자제거효율에 한 실험  연구를 진행하 다. 본 시스템의 출구형상은 3가지(4 circle, 40 

circle, flower shape) 형태를 이용하 으며, 수치해석 로그램(Computation Fluid Dynamics)을 이용하

여 입자제거효율에 한 검증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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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연 구 방법

2.1 수치해석  연구

  축류형 사이클론은 내부 유체속도를 2.5 m/s 로 가정한 결과 사이클론 내부에서 난류유동이 측되었

다. 이 의 연구(Kim et al, 2009)에서 단일 축류형 사이클론의 mock-up 모델에 해 각기 Standard k-

ε 난류모델과 SST(Shear-stress transport) k-ω 난류모델을 이용하여 연구한 결과 후자의 난류모델이 

더 실험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SST k-ω 난류모델을 유동 해석 모델로 사용하

으며, 입자궤 해석방법은 Euler-Lagrangian방법을 이용하 다..

Fig. 1. Grid of numerical model

  실험과의 비교를 해 축류형 사이클론 멀티 유닛뿐만 아니라 실험용 풍동을 포함한 부분까지 모델링

을 하 다. 그림 1은 수치해석의 상이 된 모델의 형상  격자의 모습이다. 격자는 유동 부분에서는 

tetrahedral 격자가 사용되었고 벽면의 경우 해석의 정확도 향상을 해 prism 격자를 사용하 다. 효율

인 격자 배치를 해 해석의 요도에 따라 격자의 크기를 달리하 다.  

  수치해석은 상용 산유체해석 툴인 ANSYS사의 FLUENT 12.1v을 사용하 다. 정상 상태, 비압축성 

유체 조건으로 가정을 하 으며, 입구 조건은 사이클론 입구에서 유속이 2.5 m/s가 되도록 하는 유속 

조건을 설정하 고 출구 조건은 기압 조건을 설정하 다. 수치해석에서 사용한 입자는 실험에서 사용

한 A1 dust 입자와 같은 도인 2.65 g/cm3의 도를 지니는 입자를 사용하 다. 입자는 입구에서 골고

루 뿌려졌으며, 축류형 사이클론 부분의 벽에 부딪히는 경우 포집되었다고 가정하 다. 

Table 1. 출구부 형상에 따른 면   압력강하

구분 면  (m
2

)
압력강하 (mmAq)

실험값 수치해석값

case1 (4 circle) 0.04524 35 26.3

case2 (40 circle) 0.07854 18 12.4

case3 (flower shape) 0.12378 15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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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실험  연구

  기존 축상유입식 싸이클론 방식의 미세먼지 감 시스템의 출구형상은 case 1과 같은 형태이며, 본 

실험에서는 2개의 형상을 추가하여 실험을 진행하 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case 1의 경우 지름

이 120 mm 인 큰 원이 4개로 이루어진 형태이며, case 2의 경우 지름이 50 mm 인 작은 원이 40개로 

이루어진 형태이고, 마지막으로 case 3의 경우 큰 원과 작은 원이 꽃 모양으로 배열된 형태이다. 표 1은 

출구부 형상에 따른 면 과 압력강하 값을 나타낸다.

Case 1. 4 circle Case 2. 40 circle Case 3. flower shape

Fig. 2. Outlet shape

  실험은 ASHRAE 규격에 맞게 제작한 풍동장치 내에 축상유입식 사이클론 시스템을 장착하여 수행하

다. 그림 2는 실험장치의 모식도를 나타낸 그림으로 실험장치는 크게 입자발생장치와 풍동장치로 구

성되어 있으며, 풍동장치는 내부 유속을 조 할 수 있는 팬, 성능평가 상인 싸이클론, 입자의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샘 링   차압계로 구성되어 있다. 풍동장치의 내부 유속 조건은 실제 공기조화기 

내부의 유속(필터 면속도 기  2.5 m/s)과 같은 조건으로 설정하기 해 TSI 社의 직독식 풍량계(EBT 

721)를 풍동장치 입구에 설치하여 팬의 회  주 수에 따른 유량을 측정하여 싸이클론 입구부의 유속을 

설정하 다. 입구부에서 발생된 표 입자의 농도는 사이클론 단과 후단에서 샘 링 을 설치하여 측

정하 고, 단과 후단의 아크릴 덕트 앙부를 기 으로 4면(상,하,좌,우)의 평균 압력을 측정하여 압력

강하를 산출하 다.  

  실험에 사용된 표  시험입자는 TOPAS 사의 SAG 410 장비를 이용하여 발생시켰으며, SAG 410 장

비는 아리조나 분진(arizona dust)을 일정한 농도로 분사시켜주는 장비로 크게 분진통(powder 

reservoir), 이송벨트(feeding belt), 분사구(injector)로 구성되어 있다. 분진통 내에 scraper가 설치되어 

분진을 혼합시켜 과 동시에 일정 농도의 분진을 이송벨트로 보내며, 분사구에서 공 되는 압축공기

(compressed air)의 압력에 의해 분진이 발생된다. 본 실험에서 사용된 입자는 0.683∼12.55 ㎛의 입경분

포를 가지는 A1 dust( 도=2650 kg/㎥)를 사용하 다.

  입자 포집효율에 사용된 측정장비인 Grimm 社의 dust spectrometer(1.107v)는 입자의 학  성질을 

이용하여 개수농도(number concentration)와 질량농도(mass concentration)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이다. 

Dust spectrometer는 1.2 L/min의 흡입유량으로 0.25∼32 ㎛ 범 의 입자를 15채 로 구분하여 각 입경

범 별 개수농도를 측정하고, PM10(10 ㎛이하의 미세먼지), PM2.5(2.5 ㎛이하의 미세먼지), PM1(1 ㎛이

하의 미세먼지)의 질량농도를 측정할 수 있다. 측정간격은 6 로 설정하여 단과 후단의 입자 농도가 

안정화되는 시 을 기 으로 2분간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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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xperimental setup for particle collection efficiency and pressure drop measurement.

3 . 결과   고 찰

  수치해석 결과를 보면, 1 ~ 10 ㎛ 입자 범 에서 case 1의 경우 33.9% ~ 67.8%, case 2의 경우 36.7% 

~ 73.1%, case3의 경우 38.4% ~ 71.2%로 나타났으며, 압력강하는 각각 26.3 mmAq, 12.4 mmAq, 12.5 

mmAq로 나타났다. 풍동장치를 이용하여 출구형상에 따른 입자제거효율 실험을 수행한 결과, 1 ~ 10 ㎛ 

입자 범 에서 case 1의 경우 23.9% ~ 64.6%, case 2의 경우 20.4% ~ 67.3 %, case 3의 경우 27.5% ~ 

64.7%로 나타났으며, 압력강하는 각각 35 mmAq, 18 mmAq, 15 mmAq로 나타났다. 수치해석과 실험결

과를 비교해보면, case 3(flower shape)의 경우 다른 형태에 비하여 압력강하가 낮은 반면, 입자제거효율

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으로 사이클론 집진장치의 집진효율은 압력강하에 비례하는 것으로, 본 

실험에서는 압력강하가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입자제거효율이 향상되는 을 발견할 수 있었다. 추후, 각 

형상별 추가 실험이 필요하며, 실제 실험장치의 일부인 풍동장치 내부의 유동패턴에 한 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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