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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10) 집진장치 성능시험용 분진발생장치의 개발

조석호
부산가톨릭대학교 환경행정학과

1. 서론

미세먼지는 여러 대기오염 물질 중 인체 위해성이 가장 높은 물질 중 하나이다(Kim, 2006).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으로써 다양한 집진장치가 이용되고 있지만, 이러한 집진장치들을 개발하여 성능을 테스트하는데 

필요한 분진발생장치의 개발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편이다(황, 2010). 또한 분진발생장치는 집진장치의 성능

시험 뿐만 아니라 분진계 등의 분진측정장치의 교정에도 필요하다(이 등, 2010). 본 연구에서는 기계적 분산 

및 교반 메커니즘에 기초하여 분진 발생원인 토양 등의 고형시료로부터 분진이 잘 발생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개발된 분진발생장치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운전조건을 찾기 위한 실험

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기계적 분산 및 교반 메커니즘을 적용하여 분진발생장치를 개발하였으며, 그 구조는 송풍

챔버, 회전팸버, 집진챔버로 구성되고, 팬의 유량조절 모터와 회전챔버의 속도조절 모터에 의해 단계별 제어

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본 장치의 유량은 집진챔버의 배출구 유속을 열선풍속계(solomat, MPH-500E, 일선풍

속계사)로 측정하여 산정한 평균유속에 단면적을 곱하여 구하였으며, 회전챔버의 회전속도는 1분 동안 직접 

계수하였다. 건조시킨 토양샘플을 회전챔버 내에 주입한 후, 팬에 의해 송풍챔버 내로 공기를 유입시키면서 

회전챔버를 회전시켜 분진을 발생시키며, 이때 집진챔버의 배출구에 PVC 필터를 장착하여 분진이 포집되도

록 하였다. PVC 필터를 장착하기 전과 운전 후의 무게를 세미-마이크로발란스(CPA225D, sartorius, Ltd. 
Germany)로 측정하여 그 필터의 무게 차이로부터 포집된 분진의 양을 도출하여 분진농도를 산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유량은 팬에 연결된 모터의 속도 조절위치(1~10단) 중 1단에서는 송풍량이 거의 측정되지 않았으며, 10
단에서는 30.46 L/min이었다. 샘플링 시간이 10 min을 초과하게 되면 분진 포집량은 거의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파과점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토양샘플량이 증가할수록 분진 발생량은 증가하지만, 샘

플량이 너무 많으면 필터의 파과가 너무 빠를 뿐 아니라 회전챔버의 원활한 회전을 방해하는 것으로 작용

하였다. 회전챔버의 회전속도가 빠를수록 당연히 분진발생량도 증가하였다. 따라서, 본 분진발생장치를 통해 

안정적으로 분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적합한 운전조건은 유량 10.15 L/min, 회전챔버의 회전속도 24 rpm, 
토양 샘플량 5 g, 샘플링 시간 10 min으로 판단되었다.

4. 결론

본 연구에서 개발된 분진발생장치는 정해진 조건 하에서 분진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다양한 고형시료의 

종류에 따른 분진 발생량을 상대적으로 비교 평가하는 등의 연구에 사용될 수 있고, 이 분진발생장치에서 

발생시킨 분진을 다른 집진장치 속으로 안정적으로 주입시킬 수 있어서 집진장치를 개발하거나 성능을 연

구하는 데도 사용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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