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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entrifugal cyclone dust collecting apparatus includes a hydro cyclone dust collecting apparatus for separating solid or 
liquid using liquid or suspension as a medium. In this study, the formation mechanism and improvement of air core and 
inner air layer were confirmed through Particle Image Velocimetry. These results showed that the modified experimental 
model was designed in the conventional method suitable for the separation of juvenile fish and eggs. The inlet speed of 
the multi-stage hydrocyclone dust collector, which can increase the inlet velocity and minimize floatage in the turbulence 
chamber, was increased from 0.15 to 0.30 m/s. As a result, the air core was stably formed, the inner air layer was increased 
with increasing speed. In addition, the dust collecting efficiency of egg and juvenile fish was 97.8% on average, It can 
infer that this system confirmed the ability to efficiently collect particles of 40 μm or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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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세계적으로 다양한 어류 차단기술이 개발되어 있지

만, 국내의 환경에 적합하도록 적용된 사례를 찾기 어렵

다. 또한 서로 다른 생태계의 교란을 방지하고자 어류 

성체의 이동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

는 데 목표를 두고 있으며, 수자원의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서는 기존 선행 사업으로는 주요 차단 대상

인 어란 및 치어 등의 비교적 크기가 작은 개체들을 차단

하기에는 기술적인 한계가 있다. 국내 환경 조건에 적합

한 외래어종의 유입 차단과 고유어종의 보호 기술 개발

이 필요한 실정이다. 
어란 혹은 치어의 분리를 목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방

법으로 원심력을 이용한 사이클론 분리장치가 가장 효

과적이다. 사이클론 집진 및 분리장치는 기체를 매체로 

하여 고체 입자 또는 액체방울을 분리하는 기체사이클

론 (gas cyclone)과 액체 또는 서스펜션을 매체로 하여 

고체나 액체를 분리하는 하이드로 사이클론 (hydro 
cyclone)으로 분류되어진다 (Wang, 2000). 또한 사이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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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집진기 설계에 고려할 입구속도는 시스템 처리용량

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입구속도가 빨라지

면 처리용량이 늘어나고 처리효율이 개선되지만, 제작

비용과 운영비용이 증가하고 내구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효율적인 설계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Chine 
and Concha, 2000). 

한편, 가시화 기법은 어류의 유영행동에 대한 정량적

인 유동해석을 통해 어도 설계를 위한 활용방안 (Bae 
et al., 2011)과 최근에는 유동가시화 기법을 이용하여 

어구에 형상 및 힘의 작용 원리 등을 규명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Bae et al., 2006). 수중음향기법을 이용

하여 인공어초에 서식하는 어군의 행동패턴을 연구하는 

음향가시화 기법들도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으며 (Yoon, 
2014), 소형 기체사이클론의 내부 유동가시화 연구를 통

해 배기가스의 유해물질에 대한 집진형성원리를 규명하

고 있다 (Yang et al., 2016).
본 연구에서는 입도에 따른 분리를 하는 분급 사이클

론과 서스펜션을 농축하는 농축사이클론의 원리를 사용

한다. 사이클론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특히 기체사이클

론과 하이드로사이클론은 각 부분의 치수가 상당히 다

르다. 기존의 하이드로 사이클론방식에서 입구속도의 

증가에 따른 안정적인 에어 코어와 형성과 효과적인 어

란 분리챔버 등이 구성된 다단형 하이드로 사이클론 집

진기를 설계하여 유동가시화 실험을 통해 집진 효율을 

정량화하였다. 한편, 내구성이 우수하고 외부동력원이 

필요 없는 하이드로 사이클론 집진장치를 고유어종 보

호를 위한 외래어종의 어류 차단기술에 적용 가능성을 

유동가시화 기법을 통해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

재료 및 방법

사이클론 집진의 원리

사이클론의 본체는 보통 원통 부와 원추 부로 Fig. 1과 
같이 구성된다. 작동원리는 사이클론의 유동 특징을 최

대한 이용한 집진원리로 원통 부 상단에서 입자는 유체

와 함께 입구를 통하여 측벽의 유도킷을 통해서 접선 

방향으로 일정한 속도로 유입된다. 이 접선 속도에 의해 

사이클론의 내부에 선회류가 생기고 입자는 원심력에 

의해 측벽으로 이동한다. 입자는 측벽에서 중력과 관성

력에 의해 회전하면서 아래로 하강하며 이 선회류를 외

부 선회류라고 한다.

원추 부는 접선속도를 증가시켜 보다 미세한 입자가 

제거되게 하고, 입자가 원추 부의 꼭지점 (underflow 
nozzle)에서 하단의 퇴적함으로 이동하도록 유도 설계

된다. 내부에서는 유체가 원추부에서 저항의 증가로 반

대 방향의 선회류를 형성하며 상부 돌출 부 (overflow 
finder)를 통해 배출되며, 이 상향선 회류를 내부 선회류

라 하고 사이클론 내부에서 입자가 받는 원심력의 인자

는 식 (1)과 같다.

              





                 (1)

여기서, 는 입자 밀도 (), 은 원운동 (선회

류) 반경 (), 는 입자의 접선속도 (sec), 는 입

자 경()을 나타내며, 
은 입자질량에 좌우되는 항

으로서 입자가 커지면 증가한다.
한편, 큰 입자일수록 쉽게 선회류를 벗어나 몸체 벽에 

충돌 집진된다. 그러나 이들 입자는 유체에 의한 항력을 

원심력과 반대 방향으로 받기 때문에 항력보다는 원심

력이 큰 입자만이 집진되므로 원심력회전력을 발생시키

는 것이 중요하다. 식 (1)에서 선회류 반경 R이 작아지면 

원심력 F가 증가하기 때문에 효율이 높아지려면 몸체 

직경이 작아야 하며, 몸체 직경이 작아지면 더욱 미세한 

입자가 집진된다.

Inlet

External swirl

Internal swirl

Overflow

Spiral within spiralSmall particles 
are dragged inwards

Large particles 
are thrown against 
the wall

To underflow

Cylinder

Cone

Fig. 1. Principle and components of cyclone dust coll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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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진기의 성능을 예측할 수 있는 식은 많으나 예측 

정도는 각기 다르며, 처리 입자의 온도나 압력의 변화가 

발생할 경우 이를 완전히 반영할 수 있는 것은 기존의 

경험식을 토대로 설계할 수 있다 (Leith and Mehta, 
1973). 집진기의 성능은 집진기가 집진 효율을 얻는 데 

소모한 동력 등을 기초로 해야 한다. 유동의 특성을 최대

한 이용한 원심력 집진기의 성능은 집진기가 분리할 수 

있는 최소 입경, 집진 효율 및 압력손실 등이 발생할 

수 있다 (kawatra et al., 1996; Griffiths and Boysan, 
1996). 입구 덕트 내의 단위 시간당 유입 입자량과 단위 

시간당의 포집 입자량에서 식 (2)와 같다.

            


×             (2)

                         

여기서, 는 전체효율, 는 유입 입자량, 는 포집

입자량을 나타낸다. 집진 효율이 50%에 해당하는 분진

의 입경을 의미하는 절단 입경에 관한 식 (3)과 같다.

       







         (3)

          

여기서, 는 절단 입경 (), 는 선회류, 

는 입구 유입 속도 sec, 는 입구 폭 (),  

및 는 입자 및 가스의 밀도 ()를 나타낸다. 
원심력 집진기의 절단 입경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식 

(3)에서 선회류 수  , 입구속도  등 원심력 집진기의 

기하학적 치수와 운동조건을 알아야 한다. 는 유효 

선회류 수로서 원심력 집진기의 몸통과 원추가 길어지

면 많아지나, 보통의 경우는   를 적용하면 적절하

다 (Leith and Mehta, 1973). 
또한 Table 1은 원심력 집진기별 절단 입경과 효율을 

나타내었다 (Leith and Mehta, 1973). 사이클론 설계를 

위한 유동해석과 기존 연구결과의 비교를 통한 경제적

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실험적 방법을 통해서 최적의 설

계방안을 유출하기 위해서는 입자의 포집을 위한 집진 

효율과 압력 강화라는 2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집
진 효율은 사이클론 집진장치의 운전원인이 되는 입자 

제거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압력강하 (차압)는 운

전 시 필요한 동력비 계산에 사용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실제 사용될 어란 집진장치의 펌프의 결정에 중요한 요

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Purpose of use
a/D

Suction
diameter

De/D
Discharge 
diameter

S/D
Discharge

length

h/D
Suction
height

Stairmand (1951) Dust collection ability 0.500 0.500 0.500 1.500
Swift (1969) Dust collection ability 0.440 0.400 0.500 1.400
Lapple (1951) Low pressure 0.500 0.500 0.625 2.000
Swift (1969) Low pressure 0.500 0.500 0.600 1.750
Stairmand (1951) Amount of particles 0.750 0.750 0.875 1.500
Swift (1969) Amount of particles 0.800 0.750 0.850 1.700

Table 1. Outer element design factor for a cyclone

h

D

B

H

S

a

De

Fig. 2. Cyclone external element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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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드로 사이클론 집진장치 설계를 위해서는 두 요

소의 사전 예측이 중요하다. 압력강하의 사전 예측은 

동력비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동력비 예측을 위하여 

선행 연구자들이 실험에 의해 정의된 경험적인 이론식

이 실무에 사용되고 있다. Stairmand (1951)와 Swift 
(1969)의 결과는 집진능력이 우선시하고 도출량이 많을 

때를, Lapple (1951)과 Swift (1969)의 결과는 압력이 낮

은 경우 효과적인 설계가 가능하다 (Table 1). 또한 서로 

다른 이론식에 대한 압력강하의 계산 값은 상의하게 나

타나며, 기존 사용 중인 외형적 형태를 통해서 적용되고 

있다 (Leith and Mehta, 1973).
기존 사이클론 외형의 표준 설계는 Table 1과 같이 

용도에 따라 Fig. 2와 같이 설계될 수 있다. 사이클론 

집진장치의 압력강하 (차압) 효율은 다음의 식 (4)로 판

별이 가능하다.

           ∆
∆

              (4)

               
여기서, 는 유입 속도, 는 밀도, g는 중력가속도, 

은 액체의 밀도, ∆ 는 사이클론 장치 입구에서 속도 

높이차이다.

하이드로 사이클론 유동가시화 실험 구성

본 연구에서는 사이클론 집진장치의 실제 모델을 모

사하여 유동가시화를 위한 아크릴소재의 모형을 제작하

여 유동가시화를 하였다. 유동가시화 장치 구성은 Fig. 
3과 같이 고속카메라 (VH-310M-M264, ViewWorks, 
USA), 532㎚ Nd-Yag 레이져 (VA-Ⅱ-N-532-Green, 
Viasho, China), PIV 소프트웨어 (Thinkers EYES, 

Particle size
Dust collection efficiency (wt, %)

General Centrifugal Dust Collector High efficiency centrifugal dust collector
5 <  < 50 50~80

5~20  50~80 80~95

15~40  80~95 95~99

40 >  95~99 95~99

Table 2. Diameter and efficiency of centrifugal desiccator

PIV Nd-Yag Laser 

PIV system controller

PIV Digital Camera

Measurement area

0.3M

1M

Beam split

Reflector

B

A

C

a b(a)                                             (b)

Fig. 3. (a) PIV component diagram, (b) PIV experimental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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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Tech, Korea), Particle (Silver coated glass spheres, 
Dantec, Germany), PC (i7, intel, USA), 단일 카메라는 

1000 fps (0.001 sec)로 촬영하였으며, 2대의 Nd-Yag 
Laser를 2 mm 두께의 빔 폭으로 측정대상 (object of 
observation)의 양쪽에서 그림자 (occlusion)가 생기지 않

게 광원을 주사하였다. 

결과 및 고찰

유동가시화 기법을 이용하여 하이드로 사이클론 상층

(Fig. 3(b)의 A) 입구속도 분석 결과를 Fig. 4와 같이 나

타내었다. 입구속도는 최대 0.85 m/s와 최소 0.05 m/s로 

상부의 에어 층이 형성되어 속도구배가 강하게 나타났

다. 중심평균 유속 0.68 m/s는 평균 유속 0.37 m/s와 

187% 차이가 발생하여 선회류를 형성하기 위한 유동조

건이 발생하였다. 평균 공급유량은 0.46 l/sec이다. 평균 

난류강도는 49.7%이다. 
상부에는 내부 에어 공간을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

으며, 유동가시화 기법을 통해서 정량적인 입구속도에 

따른 유량을 계산할 수 있다. 상부의 에어 층의 크기 

및 속도를 측정하여 입구부의 설계를 위한 인자를 제시

할 수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유동가시화 기법을 이용하여 외벽 (Fig. 3(b)의 B) 유

동장 속도분포를 Fig. 5와 같이 나타내었다. 외벽속도는 

최대 0.91 m/s와 최소 0.69 m/s로, 입구속도 평균 0.68 
m/s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유동장이 형성되고 있고 안정

적인 흐름을 보였다. 입구에서 형성된 선회류가 내벽 

방향으로 일정하게 유동장이 형성되고 있다. 사이클론 

설계에 있어서 입구속도를 내부에서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은 유체역학적 설계에서 중요한 기술적 중요성이 있

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사이클론 설계 시 입구속

도가 점진적으로 감소되는 단점을 토출구의 내부 외벽

과 집진기의 내벽 간격을 줄였기 때문에 유로가 좁아지

면서 내부속도는 증가한 결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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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Inlet velocity and inlet velocity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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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Wall velocity and wall velocity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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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Velocity distribution in fish egg collection chamber (A: 
Fish egg collection space, B: Low-speed boundary layer, C:
Rotation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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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란 집진 챔버 (Fig. 3(b)의 C) 내의 유동장 PIV 유동

측정결과를 Fig. 6과 같이 나타내었다. 집진 챔버 내의 

속도는 최대 0.082 m/s와 최소 0.040 m/s로 외벽의 선회

류 유속과 큰 차이를 보인다. 집진 챔버 내의 회전유동은 

어란의 외부 이탈을 방지한다. 집진 내부의 상승 유동이 

나타나고 있다. 
하이드로 사이클론 집진장치의 선회류의 특징이 강하

게 나타났으며 외벽의 유동속도가 강하고 일정한 사잇

각을 이루고 회전하였다. 내벽에서부터 일정한 거리의 

속도를 계측한 결과, Fig. 4~6과 같이 일정한 패턴을 가

지고 유동하였다. 선회류의 유동이 균일한 것으로 확인

되며 내부의 유동 구조가 단순해지고 하부의 집진 칸막

이 내부에 유동이 역류하지 않았다. 그러나 격막과 토출

구의 내부 입구의 거리가 가까워서 입자의 외부 유출이 

나타났다. 하이드로 사이클론의 설계 시 토출구 내부 

입구와 격막 사이의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는 것이 입자

의 분리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단형 하이드로 사이클론 집진장치 구성

기본 설계된 하이드로 사이클론 어란 집진장치의 유

동가시화를 실험한 결과, Fig. 4와 같이 입구속도가 길이 

방향으로 속도차가 크게 발생하였다. 따라서 상부 에어 

층을 줄이기 위해서 상부 선회류 발생부의 높이를 줄이

고 토출부 입구와 격막과의 거리를 충분히 높여 Fig. 7과 

같이 재설계하였다.

다단형 하이드로 사이클론 어란 집진 실험

본 실험에서 사용한 날치알은 구형의 침성 부착란으

로서, 난경의 직경은 1.42~1.5 mm이다 (Park and Kim, 
1987). 그리고 배스 알도 구형의 침성 부착란으로 난경

의 직경이 0.5~5.0 mm로 평균 1.0 mm이다 (Tanaka, 
2007). 배스 알은 작은 유동에도 부유력이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 외부이탈에 따른 내부 유동설계가 중요하

다. 배스 알과 비중이 비슷한 Fig. 8과 같은 날치 알을 

사용하여 어란 집진실험을 6회 반복하여 어란 집진 성능

을 평가하였다. 

다단형 하이드로 사이클론장치의 어란 집진 실험 결과

기존 하이드로 사이클론 집진장치를 이용한 어란 집

진 실험은 Fig. 9와 같다. 집진 효율을 증가하기 위해 

입구속도를 증가하면 점진적으로 사인 에어 코어가 형

성되어 내부 유동이 불안정해져서 내부의 입자의 토출 

유출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개선된 다단식 하이드로 사이클론 집진장치의 초기 입

구속도를 0.15 m/s로 설정하여 실험한 결과는 Fig. 10 
(A)와 증가된 입구속도를 0.3 m/s로 설정하여 Fig. 10 
(B)으로 두 단계 조건으로 나타내었다. 실험 결과, 속도

가 증가함에도 에어 코어가 안정적으로 Fig. 10과 같이 

형성되었다. 또한 내부 에어 층은 속도가 증가하면서 

크게 나타났지만, 사인 코어는 형성되지 않았으며, 입구 

속도의 증가에 따른 집진능력의 향상과 집진 챔버 내의 

C

B

A

a. Before b. After             (a) Before                                                  (b) After

Fig. 7. (a) hydrocylone  (b) Multi-stage hydrocyclone dust collector (A: Swirl flow generator, B: Discharge portion, C: Fish egg dust 
cha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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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란이 외부로 이탈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았다.
그 결과, 다단형 하이드로 사이클론 집진장치의 입구

의 최대속도가 0.3 m/s, 유량이 0.37 ℓ/sec일 때 어란의 

집진 효율을 실험한 결과는 Table 3과 같이 나타내었다. 
어란의 집진 효율은 평균 97.8%로서, 40  이상의 입

자를 집진하는 고효율의 집진 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단형 하이드로 사이클론 장치의 치어 집진 결과

가시화기법을 이용하여 개선된 다단형 하이드로 사이

클론 집진장치의 치어에 대한 집진 성능을 평가한 결과, 
집진 챔버 중심부에 펌프에 의해서 치어가 분해되어 

Fig. 11과 같이 집진되었다. 또한 토출부의 이물질을 확

인하기 위하여 네트를 설치하여 확인하였으나, 이물질

이 검출되지 않았다.
치어는 실험대상 어란보다 집진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실험 결과 확인되었지만, 실험에 사용된 펌프에서 치어

NO
Input
(g)

Collection
(g)

Collection efficiency 
(%)

1 28.51 27.87 96.68
2 29.23 28.85 98.70
3 29.38 28.77 97.92
4 29.45 28.65 97.28
5 29.52 28.93 98.00
6 29.34 28.82 98.23

 Avg. 29.24 28.65 97.80

Table 3. Ability to collect fish eggs wt (%)

Fig. 11. The results of the juvenile fish collection using the 
multi-stage hydrocyclone dust collector. 

Fig. 9. Experimental experiment on the increase of inlet velocity 
of an initial hydrocyclone (A: Straight air core, B: Sine air core 
and tube air generation).

Fig. 10. Experimental experiment on the increase of inlet velocity
of multi-stage hydrocyclone (A: Straight air core, B: Sine air core
and tube air generation).

Average size 1.52 mm

Over1 mm

Fig. 8. Specification and measurement of fish eg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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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00% 사망하였고, 살아 있는 상태에서 치어의 집진 

챔버 내의 이탈률을 확인할 수 없었다. 실제로도 높은 

압력과 빠른 유속으로 치어들의 생존률이 희박할 것으

로 예상된다. 현재 개발된 물리 혹은 화학적 및 생물학적 

차단 공법은 대상어종별 유영행동 특성에 따라 적용성

이 상이하며, 하천 환경 및 조건에 따라 어류의 움직임 

및 서식처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차단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어종과 환경적인 특성에 맞는 실험을 통하여 검

증이 필요가 있다. 

결 론

본 연구는 고유어종 보호시설 제작을 위한 모형을 제

작하고 가시화기법 및 실험을 통하여 성능을 비교하고 

어란과 치어를 분리하였다. 기체를 매체로 하는 가스 

사이클론 집진장치를 개량하여 추가적인 전력원을 사용

하지 않는 액체를 매체로 하는 다단형 하이드로 사이클

론 장치를 제작하였다. 
하이드로사이클론에서만 나타나는 에어코어의 형성

메커니즘과 입구속도의 증가에 따른 사인에어코어가 형

성되는 과정을 정량적으로 측정하였다. 입구속도 변화

에 따른 에어코어의 변화는 집진효율에 직접적인 영향

이 있는 내부 선회류의 방향성과 불규칙성의 원인이 되

었다. 실험에서도 입구속도가 저속일 때 안정적인 에어

코어가 형성되어 어란 집진 챔버 내 어란의 집진효과는 

높고 이탈율이 낮았지만, 이전 실험에서 입구속도가 고

속일 때 사인에어코어가 형성되면서 어란 집진 챔버 내 

어란의 이탈율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어란 집진 챔버의 

격막과 토출 내부 입구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서 어란이 

외부로 이탈하는 문제가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내구성

이 우수하고 외부동력원이 필요 없는 다단식 하이드로 

사이클론 집진장치는 시설비와 운영비가 다른 분리시스

템에 비해 낮으며, 실험 결과를 토대로 실물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설계적인 측면에서 경제성과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하이드로 사이클론 모형의 유동가시화 실험 결과를 

통해 개선된 다단식 하이드로 사이클론 집진장치 모형

은 선회류 발생부, 토출부 그리고 격막이 있는 어란 집진 

챔버로 재구성하여 상부 에어 층을 줄였다. 내부속도를 

0.15~0.30 m/s로 증가시키면서 유동가시화를 실험한 결

과, 내부 에어 층이 증가하였지만 사인코어는 형성되지 

않았다. 또한 최대 입구속도 0. 3 m/s를 기준으로 어란의 집진 

효율 실험 결과, 평균 투입량 29.24 g, 집진량 28.65 g으로 

평균 97.8%였다. 40  이상의 입자를 포함한 치어의 

경우에도 효율적으로 집진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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