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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ecipitator is the most widespread device used to separate dust particles from the 

exhaust gas. In the shipyard, welding umbrellas, spark protection covers, and 

ventilators are not purchased and used for the work place to capture the flames and 

high temperature metal dust generated during the gardening process. In particular, a 

thorough analysis of design factors, such as capture rate, collection capacity 

calculation, filter speed, and materials selection, is required since spatial constraints 

are followed by structures, etc. In this study, conceived to address problems such as 

this cyclone and filtration filter system that combines all-in-one gausing collector 

prototype. Assessed through interpretation through the validity of the design and 

reliability.

Keywords : Cyclone-Cartridge Filiter, Gausing Collector, Separate Dust, Shipyard

1* 장성철, 교신저자, 한국폴리텍IV대학 충주캠퍼스, 

기계시스템과 교수

E-mail: jsc@kopo.ac.kr, 

2 정대영, 한국폴리텍IV대학 충주캠퍼스, 교수

E-mail: jdy@kopo.ac.kr

3 조정식, 더에버원(주), 대표이사

E-mail: jscho@theeverone.com

1* Department of Mechanical System Engineering, Polytechnic, 

Chungjoo Campus

2 Department of Drone Electronics, Polytechnic, Chungjoo 

Campus

3 TheEverone R&D Center



134 한국산업융합학회 논문집 제21권 제3호

1. 서 론

집진기는 배기가스로 부터 먼지 입자를 분리하

는 방법 중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장치로써 

그 원리는 각종 분진이 함유된 배출 가스를 나란

히 설치된 여러 개의 필터에 통과시키면서 여과를 

하는 장치가 가장 일반적이며, 처리조건 및 환경

에 따라 크게 여과, 원심력, 정전기력에 의해 처

리가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조선소 내에서는 가우

징 작업시 발생하는 불꽃과 고온의 금속분진을 포

집하기 위해서 용접우산, 불티방지커버, 환기팬을 

구매해서 작업현장에 활용하고 있으나, 작업자들

의 작업환경이 개선되지 않을 뿐 아니라 노조측 

불만사항으로 이슈화 되어 있다. 특히 선박 블록 

가우징 작업 현장에서는 구조물 등에 의한 공간적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포집속도, 집진 용량 산정, 

여과속도, 소재선정 등 설계 팩터의 철저한 분석

이 요구되나, 집진기 업체가 대부분 영세하거나, 

경험적 지식을 기반으로 설계와 운전이 이루어지

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 국

내외에서 가우징 집진기 관련 연구[1-3]가 다수 이

루어지고 있다. 

Jang과 Cho 등[4]이 가우징용 포터블 집진기를 

개발하였으나 코안다 효과가 부각되어 에어라인 

등 조선소 현장에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

랐으며, 화재에 대응된 세라믹 필터의 무게 한계

성과 금액 상승으로 인해 상용화에는 문제가 되

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착안된 사이클론 방식과 여과필터 방식을 결

합한 일체형 가우징용 집진기의 시제품 제작에 앞

서 그 설계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전산유동해석을 

통해 평가하였다.

2. 가우징 작업 및 제품 설계

Fig. 1은 가우징 작업을 하기 위한 현장 사진을 

나타낸 것이다. 가우징 작업 현장에는 집진기 및 

환기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나, 가동을 하더라도 환

기 등이 원활하지 않아서 작업환경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의 목

소리는 있으나, 적절한 제품이 없어 대처가 힘들

고 작업자의 건강 및 업무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Fig. 2는 가우징 작업중인 현장 사진과 이로인

해 집진기 화재를 나타낸 것이다. 선박 블록 가우

징 작업시 불꽃을 동반하는 스케일과 고온미세분

진으로 인해 많은 집진기 업체들이 포터블 집진기

를 개발하여 국내외 조선소에 납품을 시도하였으

나, 백필터와 카트리지 필터의 한계성인 화재 발

생으로 인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고온에서

도 작업이 가능한 가우징용 포터블 집진기의 개발 

의뢰를 조선소에서 받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기

존의 까다로운 가우징 작업을 위해서 선박블록을 

Fig. 1 Gausing work of shipyard. 

Fig. 2 Fire of gausing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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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하는 구조물 사이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

록 설계되어 있으며, 가우징 작업 및 조선소의 특

성을 고려하여 사이클론과 카트리지를 일체화 하

였으며, 이로 인한 집진기의 소형경량화가 기대될 

뿐 아니라, 작업자의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된 것과 같이 신규 개발된 사이클론-필

터 일체형 가우징용 여과집진기의 하부에 설치된 

사이클론은 Fig. 3에 도시한 원통형 부분과 원추

형 부분으로 구성된다. 절단불꽃을 동반한 고온의 

금속입자와 미세한 흄을 포함한 유해가스 분진이 

사이클론의 흡입구를 통해 입력접선 방향으로 들

어가서 원추형 내측으로 진행하여 와류를 형성한

다. 사이클론에 진입하는 절단불꽃과 금속입자는 

사이클론 원통의 표면을 따라 회전하면서 아래로 

내려간 다음, 하측의 원추표면에서 원심력에 의해 

가압되고 중력과 하강공기 흐름에 의해 사이클론 

바닥면 아래로 내려가게 되어 분리 제거된다. 그

리고 초미세 분진의 흄은 사이클론에 의해 형성된 

내부 맴돌이 와류에 의해 집진기 내부의 원형 덕

트 안으로 진입하게 된다. 미세한 분진은 집진기 

상부에 설치된 임펠러에 의한 상향식 기류에 의해 

카트리지 필터를 통과하면서 여과된 후 토출구를 

통해 배기된다. 이러한 카트리지 필터는 폴리에스

터섬유를 주름형상으로 가공하여 여과면적을 최대

한 넓혀 장착되어 진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낮

은 비용과 적은 유지보수를 실현할 수 있는 사이

클론-필터 일체형 가우징용 여과집진기의 효율을 

다양한 전산유동해석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류의 

흐름을 분석하고, 설계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3. 수치해석모델

본 연구에서는 범용 CFD 툴인 CFX를 사용하

여 유동장 해석을 수행하였다. 지배미분방정식들

을 이산화하기 위해 유한체적법에 기초하여 격자

망을 생성하였다. Fig. 4에 가우징용 사이클론-필

터 일체형 여과집진기에 대한 유한체적 격자망과 

사이클론-필터 일체형 여과 집진기의 전산유동해

석 경계조건을 나타내었고, 그 격자망의 절점 수

는 2,763,387개이고 요소 수는 10,273,314개로 

나타내었다. 배기가스 출구 경계면과 입구 경계면

에 일정압력 조건이라 가정하였고, 임펠러의 원심

팬 회전속도는 3,450RPM으로 설정하였다. 덕트의 

모든 벽면에서는 속도에 대하여 점착조건 과 난류

를 고려하기 위하여 벽법칙을 사용하였다. 또한 

Table 1과 같이 카트리지 필터에 대한 압력점프계

수 C2와 점성저항계수인 1/α값들을 활용하였다[5]. 

Fig. 4 Finite Volume of Cyclone-Filter 

Collector.

Cartridge 
filiter

C2[1/m] 1/α[m2]

4.45×104 4.17×10-11

Table 1. Input factor value of cartridge filiter

Fig. 3 Cyclone-Filter gausing coll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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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치해석 결과 및 고찰

사이클론-필터 일체형 여과집진기의 전체 모델

에 대한 유동흐름 분석에 앞서 각각의 구성품인 

사이클론 및 카트리지 필터 집진기의 설계 타당성

을 검증하기 위한 전산유동해석을 수행하였다. 

Fig. 5와 같이 사이클론-필터 일체형 여과집진

기의 하부에 설치된 사이클론에 대한 설계타당성 

검증을 위한 전산유동해석을 수행하였다. 사이클

론의 입구부로 24.24 m3/min의 유량이 흡입되는 

것으로 가정하였고, 사이클론 내부의 원형 덕트를 

통해 카트리지 필터 쪽으로 형성되는 유동흐름 특

성을 검토하기 위해 내부 원형 덕트의 최상부를 

토출부로 설정하여 성능검증을 수행하였다. 

Fig. 6은 사이클론의 입구에서 유입된 유체에 

대한 유선을 도시한 것이다. 입구를 통해 들어간 

공기는 사이클론 내부의 벽면을 따라 나선형으로 

회전하고, 원심력에 의해 사이클론 벽면을 타고 

아래로 점차적으로 내려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슬러지는 원심력과 입자간 충돌로 인하여 운

동에너지를 잃고 공기와 분리되어 벽면을 타고 원

추 형상의 집진통 쪽으로 가라않게 되며, 미세한 

분진을 포함한 공기는 내부 원통 연결 덕트를 통

해 카트리지 필터 안쪽으로 잘 배출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속도벡터를 보면 외측부에서는 하부로의 

유동이 존재함을 볼 수 있으며, 내측에서는 외측

을 통하여 하부로 이동한 공기가 다시 상부로 이

동하고 있다. 따라서 하부로의 이동은 주로 외측

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상부로의 이동은 중심부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7의 압

력분포를 보면, 사이클론 외부벽면에서 높은 압력

이 나타나고, 내부로 들어올수록 낮은 압력분포도

를 보인다. 이는 외부벽면에서는 무거운 금속입자

가 많이 분포하여 상대적으로 공기의 속도가 낮아

져서 압력이 높게 분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5 Cyclone CFD Model for design.

Fig. 6 Velocity distribution of 

a cyclone.
 

Fig. 7 Pressure distribution of 

a cyclone.

Fig. 8은 3,450 RPM으로 회전하는 임펠러의 

원심팬에 의한 내부 유동흐름의 속도분포를 가시

화한 유선과 단면에서의 속도분포도를 나타낸 것

이다. 본 연구에서 임펠러의 회전수를 3,450R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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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선정한 것은 최적화 해석과 그전의 반복된 

실험결과[4]에서 사이클론-카트리지 필터의 여과효

율이 최대화가 되었기 때문이다. 사이클론은 비교

적 큰 입자인 불꽃을 제거하지만 여과면적이 최대

화된 카트리지 필터의 경우 회전수에 따라서 여과

효율 결정이 많이 좌우되기 때문이다. 가우징 작

업에서 생성된 초미세 흄이 카트리지 필터를 거쳐 

정화된 후에 원심팬을 통해 토출부로 흘러 나가고 

있는 유동흐름 양상을 볼 수 있다. 오염된 흄의 

미세먼지가 사이클론 내부의 좁은 원형 덕트 주입

구를 통과하면서 유속이 빨라지고, 원통형상의 카

트리지 필터 내부에서 상부 방향으로 속도구배가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필터의 원통 상판에 

부딪친 유동흐름은 얇은 주름형상의 필터를 따라 

다시 아래 방향으로 흐르면서 여과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9에서와 같이 카트리지 필터를 통

과하면서 유속은 급격히 떨어지고, 필터의 상부에

서 최고 여과속도가 약 0.58m/s로 예측되었고 아

래쪽으로 갈수록 여과속도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 

카트리지 필터를 통해 여과된 공기는 상부 분리격

판을 거쳐 임펠러를 통과하면서 원심팬의 회전운

동에 의해 강한 난류유동흐름이 생성되며, 유속이 

다시 크게 상승하는 분포양상을 보이고 있다.  

Fig. 10은 흡입구, 사이클론, 카트리지 필터, 임

펠러 및 토출구에 대한 단면에서의 유동장 압력분

포도와 유선을 함께 도시한 것이다. 가우징 작업 

시에 오염된 분진이 일체형 여과집진기 내부로 유

입되고, 사이클론에 의해 절단불꽃 및 금속입자들

이 분리 제거된 다음, 미세한 흄의 분진은 카트리

지 필터에서 여과된 후에 정화된 공기가 토출부 

쪽으로 흐를 수 있도록 점차 그 압력이 낮아지는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Fig. 11에서와 같이 흡입구

Fig. 11 Pressure distribution in cyclone 

section.

Fig. 9  Velocity distribution of 

cartridge filters.

Fig. 10 Pressure distribution of gausing collector.Fig. 8 Velocity distribution of gausing coll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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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유입된 유체가 사이클론 내부의 좁은 원형 덕

트를 거쳐 카트리지 필터로 흘러가지 전에 축대칭 

양상의 압력분포도가 형성되지 않고 한쪽 방향으로 

치우친 압력분포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이클론 자체만의 유동흐름을 평가한 Fig. 7의 압

력분포도에서는 사이클론 외부벽면에서 높은 압력

이 나타나고, 내부로 들어갈수록 낮아지는 축대칭 

형상의 압력분포도를 보였지만, 사이클론-필터 및 

임펠러의 일체형 여과집진기의 경우에는 이러한 분

포양상이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일

체형 여과 집진기의 원심팬이 3,450RPM으로 구동

시에 약 14.44 m3/min의 체적유량이 여과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Fig. 12는 카트리지 필터부에서의 압력변동을 

나타낸 것이고 Fig. 13은 카트리지 필터를 통과하

기 전후에 대한 공기의 압력분포를 그래프로 나타

낸 것이다, Fig. 13의 A부터 D까지의 그래프는 

원통형 필터의 높이에 따른 반경방향으로의 압력

분포도를 나타낸 것이고, E와 F는 원통 필터의 내

측 면에서 높이 방향으로의 압력분포도를 나타낸 

것이다. Fig. 12와 13을 살펴보면 상부 필터부근

에서 높은 압력분포가 도출되었고, 하부필터 쪽으

로 갈수록 압력이 점차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결국 필터의 효율성 측면에

서 필터가 전체 영역을 고루 활용하지 못하고, 필

터 상부의 특정부위에만 집중되는 현상을 초래함

에 따라, 일체형 여과 집진기의 필터 성능을 극대

화하기 위해서는 필터상부에서 필터하부까지 전 

영역을 고루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변경이 추진되

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선박 블록 작업시에 발생하는 절단불꽃과 초미

세 흄의 분진을 제거하기 위한 사이클론-필터 일

체형 가우징용 여과집진기에 관한 전산유동해석을 

수행하여 집진기 내부의 유동흐름 및 그 성능특성

을 확인한 후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사이클론 외부벽면에서 높은 압력이 나타나

고, 내부로 들어올수록 낮은 압력분포를 보

니는 것은 외부벽면에서는 무거운 금속입자

가 많이 분포하여상대적으로 공기의 속도가 

낮아져서 압력이 높게 분포하는 것으로 판

단된다.

2. 카트리지 필터를 통해 여과된 공기는 상부 

분리격판을 거쳐 임펠러를 통과하면서 원심

팬의 회전운동에 의해 강한 난류유동흐름이 

생성되며, 유속이 다시 크게 상승하는 분포

Fig. 12 Pressure distribution of 

cartridge filters.

Fig. 13 Pressure variation near cartridge fil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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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3. 상부 필터부근에서 높은 압력분포가 도출되 

었고, 하부필터 쪽으로 갈수록 압력이 점차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일체형 여

과 집진기의 필터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는 필터상부에서 필터하부까지 전 영역을 

고루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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