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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의 치가 Vortex Vent의 배기성능에 미치는 향
 이진원, 임 복

포항공과 학교 기계공학과

Effect of the Floor on the Ventilation Performance of the Vortex Vent

Jinwon Lee, Youngbok Lim

ABSTRACT: The vortex ventilation system (VV) which uses a rotating finned swirler 

installed coaxially with the exhaust duct is a very effective local ventilator. VV can enhance 

the capture depth by a factor of 3-5 compared to the conventional exhaust hood, in the 

absence of any solid walls nearby. In real situations there may exist ceiling, side wall and 

floor, all of which can affect the flow field and suction performance by way of the no-slip 

condition on the walls. 3D CFD simulation was performed in order to see the effect of the 

floor on the capture performance of the VV. The presence of floor reduced suction flow 

velocity, and increased the critical rotational speed which is the rotational speed required for 

stable vortex formation. Flow velocity profile along the axis could be well approximated by 

a universal functional form when the distance from the exhaust inlet is non-dimensionalized 

by the distance to the floor. Capture depth, define by the distance from the exhaust inlet to 

a point of velocity decreased to 10% of that at the inlet, is reduced by about 10% when the 

floor distance is 6 times the exhaust hood dia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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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tical rotational speed(임계회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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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호  설  명 

uz : 축방향 속도 [m/s]

U0 : 후드입구 속도 [m/s]

z/D : 후드입구에서부터의 축방향 무차원 거리

L/D : 바닥 치의 무차원 거리

1. 서 론

신개념 국소배기 장치인 Vortex Vent(VV)는 

흡입유동 에 강력한 와류를 형성함으로써 포집

깊이를 증 시키는 장치로서, 오염발생이 국부

으로 집 된 공장설비에서 집진시설의 규모를 증

하지 않으면서 집진성능을 크게 향상 시킬 수 

있다. Lee 등은 기존의 공기제트를 이용하던 방

식을 벗어나 회 식 스월러(swirler)를 이용함으

로써 기존의 집진배기기술에 비하여 포집깊이를 

3배 이상 획기 으로 증 시킬 수 있었다.(1) 

단순 배기 장치에서의 축방향 속도분포는 

DallaValle(1933)의 이론식인 식(1)을 따르므로 

축방향 속도가 z-2에 비례하여 속히 감소하지

만, 스월러를 회 시키는 VV의 경우는 식(2)와 

같이 나타나며(2), b~1로서 z-1에 비례하여 서서히 

감소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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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tern and Hussain(1996)에 의하면 mass sink

에 의해 발생하는 속도는 z-2으로 감소하고, 반면

에 momentum source의해 야기되는 속도는 z-1으

로 감소한다. 그러므로 VV에 의한 축방향 속도

의 특성은 jet flow와 같은 momentum source에 

의한 식과 같다.

이와 같은 VV의 높은 포집 성능에도 불구하

고, 이제까지 연구된 VV의 특성은 모두 단순한 

공간, 즉 작동하는 환경에서의 바닥의 향을 고

려하지 않기 해 바닥이 존재하지 않거나 바닥

의 치가 배기후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

을 기술 한 것으로서, 실제 인 용을 해서는 

바닥의 향이 어느 정도의 치에서 얼마나 

향을 미치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바닥의 치가 VV의 배기성능에 어

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CFD 해석 결과를 토

로 측하고자 한다.

2. 수치해석

본 연구에서는 비압축성 난류 유동의 해석을 

해 유한체 법(finite volume method)를 사용한 

상용 CFD 코드인 FLUENT의 비압축성 유동 모

듈(pressure based solver)을 사용하 다. Fig. 1

에는 계산에 사용된 3차원 모델의 개략도를 보여

주고 있으며 Table 1에는 Vortex Vent의 주요 

크기를 보여 다. 계산을 한 격자는 스월러

(swirler)와 바닥 근처에 조 하게 만들고 육면체

의 격자를 약 10만개 사용하 다. 격자 갯수는 

그 수를 늘려가면서 계산 결과값이 변하지 않는 

최소한의 크기로 정하 으며 Fig. 2는 체 격자

의 형태를 나타낸다. 수치계산에 사용된 경계 조

건은 Fig. 3와 Table 2에 표시하 다. 

난류유동의 수치해를 얻기 해 식(3)의 연속 

방정식과 식(4)의 Reynolds-averaged 

Navier-Stokes 방정식을 풀었다.

∂
∂
∂
∂
   (3)

  

 


 


′ ′ 

(4)

식(4)에서 ′ ′  는 Reynolds stress를 나타내
는 것으로 합한 난류모델을 선택해서 사용해야

한다. 그래서 회 하는 유동을 풀기 해 직

으로 Reynolds stress를 풀어내는 난류모델인 

Reynolds Stress Model(RSM)을 사용하 다. 이 

모델은 잘 알려진 k-ε model 보다 정확도가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압력의 이산화 

방법은 회 유동에 잘 맞는다고 알려져 있는 

PRESTO model를 사용하 다. 회 유동의 계산

방법은 SRF(Single Reference Frame) method를 

사용하여 정상상태 유동으로 해석하고, periodic 

경계조건을 사용하여 체 형상의 1/4만을 계산

하여 리소스를 이는 방법을 택하 다. 

VV의 배기성능이 바닥의 치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확인하기 해 바닥 치에 따른 유

동장 해석을 한 수치해석을 수행하 다. 그리

고 VV의 성능을 결정하는 요소인 스월러의 회

수에 따른 향도 동시에 확인하기 해 바닥의 

각 치별 스월러의 회 수를 변화시켜 가면서 

배기 성능을 함께 확인 하 다. 바닥의 치는 

배기후드 입구에서의 거리(L/D)로 정하고, 배기

후드의 직경 D의 3배의 치에서부터 33배의 

치까지 변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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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od inlet diameter(D) 100 mm

Swirler diameter(Ds) 200 mm

Table 1  Dimension of vortex vent

Velocity inlet(U0) -14.85 m/s

Swirler rotational speed 0-3500 rpm

Table 2  Flow boundary condition

Fig. 1 Schematic of vortex vent ; ①Vortex 

Vent. ②Swirler ③Motor ④Blower ⑤

Blower controller ⑥Floor

Fig. 2 Grid system of vortex vent

Fig. 3 Boundary conditions (a)Wall, 

(b)Pressure outlet, (c)Axis, (d)Velocity 

inlet.

3. 계산 결과  고찰

3.1 축방향 속도 분포

국소배기장치의 성능은 축방향 속도의 크기가 

배기후드에서부터의 거리에 따라 어떻게 감소하

는가에 따라 큰 향을 받는다. Fig 4는 스월러

가 2500 rpm으로 회 할 때 바닥의 치에 따른 

축방향 속도분포를 나타낸 것으로 기본 으로 바

닥의 치가 배기후드로부터 멀어질수록 축방향 

속도의 감소율이 어드는 것을 확인 할 수 있

다.

3.2 성능 곡선

스월러(swirler)형 국소배기장치인 VV의 성능

은 스월러의 회 속도에 따른 포집깊이(capture 

depth)로 나타내는 성능곡선으로 표 할 수 있는

데 수치해석 결과 Fig. 5와 같이 나타난다. 포집

깊이는 축방향 속도가 배기구 입구에서의 속도의 

10%(혹은 5%)가 되는 곳의 치를 나타낸다. 

Fig. 5는 스월러의 회 수에 따른 축방향 속도분

포를 이용해서 바닥 치에 따른 성능곡선을 나

타낸 것으로, 임계회 속도(약 2100 rpm) 이상에

서는 배기구에서 바닥까지의 거리에 따라 성능이 

다르게 나타난다. 임계회 속도는 VV의 유동장

이 stable한 상태가 되기 시작하는 스월러의 회

수이다. 기본 으로 바닥의 치가 배기구로 가

까워지면 성능이 감소하고, 이 거리가 10D 이상

일 때는 성능이 거의 일정함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4는 wall에서의 no slip condition에 의해 

각각의 바닥 치에서는 축방향 속도가 0으로 나



- 157 -

타나는데, 실제로 배기장치로서의 성능은 배기속

도의 5-10 % 이상인 치에서 나타나므로 이 부

분의 data만으로 curve fitting 한 결과 식(5)와 

같이 나타난다. 





  


(5)

식(5)에서 스월러의 회 수가 2500 rpm 일 때 




  이고 


  으

로 바닥의 치(L/D)에 반비례함을 알 수 있다. 

Table 3은 스월러 회 수에 따른 a, b값을 나타

낸다.

각각의 스월러의 회 수(2500, 3000, 3500 rpm)

에서의 벽의 치에 따른 축방향속도의 10% 범

와 5% 범 의 포집 깊이는 Fig. 6과 같이 나

타나며, 바닥이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을 때의 

포집깊이로 무차원화하면 Fig. 7과 같이 나타난

다. 결과 으로 바닥의 향은 배기구에서 6D 떨

어져 있으면 매우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보다 포

집깊이가 10% 정도 작아지고 10D 이상 떨어지면 

향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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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xial velocity distributions according 

to L/D at 2500r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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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apture depth according to swriler 

rotational speed at various floor 

po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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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rpm   (Uz/U0)10%  (Uz/U0)5%

Fig. 6 Reduced capture depth (z/D) versus the 

distance to the floor (L/D) for three 

rotational speeds and two reference 

velocities for capture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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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rpm C1 C2 C3 C1 C2 C3

2500 2.89 0.685 2.86 2.19 0.403 1.11

3000 3.90 0.299 2.66 3.01 0.277 1.09

3500 3.99 0.262 2.43 3.21 0.259 1.07




, 




Table 3 Fitting constant according to swirler 

rotational speed 

0 5 10 15 20 25 30 35

0.750
0.775
0.800
0.825
0.850
0.875
0.900
0.925
0.950
0.975
1.000

(z
/D

)/(
z/

D
) o

L/D

2500 rpm
 10%
 5%

3000 rpm
 10%
 5%

3500 rpm
 10%
 5%

Fig. 7 Non-dimensional reduced capture depth 

(z/D) versus the distance to the floor 

(L/D) for three rotational speeds and 

two reference velocities for capture 

region.

4. 결 론

바닥의 치가 VV의 배기성능에 미치는 향

을 CFD simulation을 통해 연구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바닥의 치가 배기후드입구에서 멀어질수

록 포집 깊이가 길어지나 10D 이상이 되면 향

이 거의 없다.

(2) 축방향 포집 속도는 바닥의 치에 한 

함수로 표  가능하고, 이는 바닥의 치를 알면 

포집속도와 포집 성능을 측할 수 있음을 나타

낸다.

(3) 바닥의 향은 바닥의 치가 배기구에서 

6D 떨어져 있으면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보다 포집깊이가 약 10% 작아지고 10D 이상 멀

어지면 향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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