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호설명

 사이클론 입구 높이 (m)
 마찰면적 ( )㎡

 사이클론 입구 폭 (m)
 입자 직경 ( )㎛

 사이클론 직경 (m)
 사이클론 원추 상부 직경 (m)

 사이클론 먼지 출구 직경 (m)

 사이클론 출구 직경 (m)

 마찰계수 ( /min)㎥

 사이클론 높이 (m)
 사이클론 원추 높이 (m)

 유량 ( /min)㎥

 보텍스 코어 직경- (m)

 사이클론 출구관 직경 (m)
 컷 사이즈- ( )㎛

 수축률 무차원( )
 공기 밀도 ( / )㎏㎥

 입자 밀도 ( / )㎏㎥

 공기 점성 (N s/ )㎡․
∆ 압력손실 ( )㎩

Subscript
 사이클론 몸체

 보텍스 코어-
 제어면

 사이클론 입구

 사이클론 벽면

사이클론 집진기의 벽면구배에 따른 압력손실과 컷 사이즈-
변화 예측 모델 개발

허광수†․설승윤*
Development of prediction model for pressure loss and cut-size of

cyclone separator depend on wall curvature

Heo Kwang-Su, Seol Seoung-Yun

Key Words: 사이클론 압력손실 컷 사이즈Cyclone( ), Pressure loss( ), Cut-size( - )

Abstract

In previous studies, Convex cyclone are proposed to reduce pressure loss which are design cyclone
wall with a single continuous curve. Studies about a prediction model for pressure loss and cut-size
has focused on conventional cylinder-on-con cyclone. Therefore, the models do not perform well for
uncommon design. In this study, a predict model for pressure loss and cut-size depend on cyclone
wall curvature are developed. The tangential velocity below vortex-finder is obtained with consideration
about friction area and momentum loss on the cyclone wall, and with this the variation of vortex-core
and core velocity is obtained. Pressure loss is predicted using a Rankine vortex hypothesis. The
prediction results are well agreed with experiments and CFD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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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1.

사이클론의 성능을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인 압

력손실을 예측할 수 있는 모델식을 개발하기 위

해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그러나 여러 연구

자들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이지 않은

형상의 사이클론의 압력손실을 예측할 수 있는 모

델은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는 와 의 연구Barth Muschelknautz

결과를 이용하여 사이클론의 벽면구배에 따른 접

선속도의 변화를 해석하고 이를 이용하여 압력,
손실을 해석하였다 또한 평형궤도 모델에 기반.
한 의 모델Muschelknautz MM(Method of Modeling)
을 이용하여 벽면구배에 따른 컷 사이즈의 변화-
를 해석하였다 또한 사이클론 내부 유동을 랭킨. -
보텍스로 가정하여 출구관의 동압손실을 구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이를 이용하여 벽면구배에 따른

압력손실을 해석하였다.

압력손실 예측 모델2.

은 본 연구의 대상인 벽면이 하나의 곡선Fig. 1
으로 설계되어 중단이 볼록한 사이클론 집진기의

구조이다.
출구관을 가상적으로 연장한 제어면의 접선속

도 는 사이클론의 압력손실과 집진효율과 밀

접한 관계를 가진다 는 입구속도를 이용하. Barth
여 벽면 접선속도 를 구하고 가상적인 마찰면

의 우력 손실을 고려하여 를 구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1].

Fig. 1 Schematic diagram of Convex cyclone.

Fig. 2 Plan view of tangential velocity profile

접선방향 유입구를 가지는 사이클론의 벽면속도

는 입구 속도 보다 큰 값을 가진다 유입구에.
의해 발생한 유동이 벽면을 타고 회전하는 유동과

충돌하여 벽면으로 압축된다 결과적으로 입구 유동.
의 폭이 감소하며 벽면 속도는 유입속도보다 커지게

된다 에 이러한 과정이 도시되어 있다 는. Fig. 2 . Bath
이를 고려하기 위해 수축율 를 도입하였다.

≡

 1)

는 여러 실험 결과들을 이용하여Muschelnautz
식 와 같은2) 에 대한 실험식을 제안하였다[2,3].
식 는 사이클론에 유입되는 공기의 질량에 비2)
해 입자의 질량이 매우 작은 경우에 유효하다.

  
 



2)

는 가상적인 마찰면에서의 우력 손실을 고Barth
려하여 를 사이클론의 구조와 벽면속도로 표

현하였다[1].

 


 


 

3)

와 는 마찰 면적Muschelnautz Trefz 을 이용하

여 의 연구를 다음과 같이 개선하였다Barth [4].

  




 



 4)



사이클론은 일반적으로 사이클론의 길이방향이

중력방향과 일치되도록 설치한다 그러므로 반경.
방향으로는 중력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사이.
클론의 반경방향 속도는 접선 속도에 비해 매우

작은 값을 가지므로 반경방향 속도 역시 무시 가

능하다 마지막으로 입구의 영향을 무시하면 접.
선방향 속도분포는 축대칭으로 가정할 수 있다.
이상의 가정들을 이용하면 사이클론의 반경방향

운동량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5)

사이클론의 접선방향 속도분포는 내부의 강체

회전 영역과 외부의 자유회전 영역을 가지는 랭

킨 보텍스로 가정할 수 있다- .

   ≦
 

  ≧

6)

식 의 접선속도 분포를 식 에 대입하여 적6) 5)
분하면 각 부위의 정압분포가 얻어진다.







 ≦












 ≧

7)

위 식의 는 사이클론 중심부의 정압을 의미하

며, 는 접선속도 최고값이 존재하는 보텍스 코

어의 위치이다 사이클론의 벽면이 존재하지 않.
는 경우 무한히 먼 곳(→∞ 으로부터 사이클론)
중심부까지의 총 압력손실은 식 와 같으며 랭8) ,
킨 보텍스의 전체 압력손실 중 절반은 중심부로-
부터 의 최대값이 발생하는 보텍스 코어까지의-
영역에서 발생한다.



∆


 8)

그러므로 사이클론 내부의 접선속도 분포를 랭킨

보텍스로 가정하면 출구관의 압력손실의 최대값- ,
을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   9)

코어속도 는 Lewellen[5]과 Smith[6]의 연구에

의해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10)

사이클론 출구관의 동압손실은 사이클론 입구

부와 출구관의 압력차이다 그러므로 사이클론의.
보텍스 파인더 압력손실 ∆는 다음과 같이 구

해진다.

∆  



 

 
 




 12)

평형궤도 모델은 검사면에서 회전에 의한 입자

의 원심력과 입자와 공기의 반경방향 속도 차이

에 의해서 발생하는 항력이 균형을 이루는 입자

직경을 분리효율을 가지는 입자직경 즉 컷

사이즈로 가정한다 스토크 법칙을 이용하여 입

자에 가해지는 항력을 구하면 컷 사이즈는 다음

과 같은 식으로 표현된다

 








검사표면에서의 반경방향속도 는 유량을 원통

형태인 검사면의 면적으로 나누어 구한다 검사.
면의 면적은 출구관을 원추부까지 가상적으로 연

장한 원통의 표면적이다.
식 의 컷 사이즈는 입자에 가해지는 항력을

스토크 법칙을 이용하여 구한 것이다 그러므로

식 은 스토크 법칙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에

서만 유효하다 스토크 법칙은 아래의 식 로

정의 되는 입자 레이놀드수가 이하의 값일 때

적용가능하다

 





Fig. 3 Schematic diagram of analysis model.

Dimension (mm) Ratio

a 32 0.50
b 13.5 0.21
D 64 1.00
Dx 32 0.50
Dd 24 0.38
H 256 3.97
Hc 161 2.50
S 32 0.5

Table 1 Dimensions of analysis model.

해석결과3.

과 은 해석 대상 사이클론의 구조Fig. 3 Table 1
및 각부 치수를 보여준다 사이클론으로 지. Convex
칭된 해석대상은 과 같이 사이Table 1 Stairmand HE
클론을 기준으로 설계되었으며 원추 상단의 직경으,
로 벽면부의 곡률을 지시한다 사이클론의 벽면은.
사이클론직경 와 원추 상단 직경  그리고 먼지

출구 직경 의 세 점을 지나는 원호로 정의된다.
입구 면적 변화에 따른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입구 효과를 무시하고 해석을 진행한다 입구 효.
과를 무시하는 경우 입구 유동의 수축에 의한

의 증가가 발생하지 않으며, ≈로 가정 할

수 있다 해석에는 기압 공기의 물성치를. 20 , 1℃

적용하였다.
는 각 사이클론의 마찰면적을 나타낸 것이Table 2

다 마찰면적. 는 사이클론의 윗면의 면적 와

벽면  그리고 출구관의 겉면적 로 구성된다.
가 증가할 수 록 사이클론 벽면의 만곡도가 증

가하여 마찰면적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Convex1 1.1 2413 47741 3217 53371

Convex2 1.2 2413 51446 3217 57076

Convex3 1.3 2413 55168 3217 60798

Convex4 1.4 2413 58909 3217 64539

Table 2 Friction area of Convex cyclones ( )㎟

 ( ) ( ) ( ) 

Convex1 1.1 11.03 53.23 36.71

Convex2 1.2 10.99 52.45 36.03

Convex3 1.3 10.95 51.73 35.4

Convex4 1.4 10.91 51.04 34.8

Table 3 Tangential velocity and core radius for a
flow rate 1.0 /min㎥

밀도   점도,  ∙ 의

상온의 공기가 1.0 의 유량으로 공급되는/min
경우 각 사이클론의 는 의 값을 보1250~1280
이므로 사이클론의 실린더부와 콘의 마찰계수를,
  로 결정하였다[7].

은 벽면 검사면 보텍스 코어 접선속도Table 3 , , -
와 코어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가 증가함

에 따라 각 접선속도가 감소하고 보텍스 코어의,
위치가 사이클론 중심부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해석을 이용한 선행 연. CFD
구의 결과와 잘 일치한다 이는 마찰 면적을 이.
용하여 를 구한 의 모델이 사이Muschelnautz
클론의 벽면구배에 따른 접선 속도변화를 예측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사이클론의 압력손실에 대한 모델들은 출구관

으로 유입되는 공기의 접선 속도에 의한 동압이

모두 손실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러나 실제 사.
이클론은 출구관 내에서 동압의 일부가 정압으로

회복된다 때문에 모델식에 의한 압력손실은 실.
험값에 비해 이상 과대평가 될 수 있다200% [8].
때문에 모델식에 의해 구해진 압력손실을 실험

또는 해석에 의해 얻어진 결과와 비교하기CFD
위해서는 출구관 내에서의 동압회복량을 가정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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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Pressure loss comparison between experiments
and CFD and Rankine vortex model.

는 출구관 내에서 동압의 가 정압으Fig. 4 40%
로 회복되는 것으로 가정한 랭킨 보텍스 모델의-
압력손실과 실험 및 전산유체 해석을 통해 얻어

진 압력손실을 비교한 것이다 랭킨 보텍스 모델. -
과 전산유체해석 결과가 잘 일치함을 볼 수 있으

며 실험결과 역시 압력손실이 최소값을 가지는,
Convex3( 을 제외하면 잘 일치한다 랭=1.3) .
킨 보텍스 모델에 의해 구해진 압력손실은- 

에 비례하여 선형적으로 감소한다 또한. 에

대한 압력손실 감소율은 유량의 제곱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그러므로 유량이 증가할수록. Convex
사이클론의 압력손실 저감 효과는 커진다.
선행 연구에 의해 얻어진 실험결과는 Convex3

( 에서 최소 압력손실을 보인 후 증가하=1.3)

였으나 전산유체해석과 모델식을 이용하여 구한,
압력손실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보이지 않았다 실.
험과 해석의 이러한 차이점은 전산유체해석과 모

델식이 벽면구배의 증가에 따른 내부 유동의 불안

정성의 증가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기 때문으

로 추정된다.
식 의 평형궤도모델을 이용하여 사이클론13)
벽면구배와 유량에 따른 컷 사이즈를 구하였다- .
상온의 공기의 물성치인 밀도   점도,

   ∙와 과 표준 입자의JIS 8 11
밀도 를 이용하였다 는. Fig. 5 0.8~1.2㎥
의 유량에 대해 평형궤도모델을 이용하여 구/min

한 컷 사이즈와 전산유체해석 그리고 실험 결과-
를 비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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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ut-size comparison between experiments
and CFD and Rankine vortex model.

실험을 통해 얻어진 컷 사이즈는 사이클론 벽-
면의 곡률( 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증가하며) ,
전산유체해석과 모델식에 의한 결과 역시 동일한

경향을 보인다.
실험과 전산유체해석 및 모델식 중 실험결과가

가장 큰 컷 사이즈를 보이며 전산유체해석과 모-
델식은 실험결과에 비해 매우 작은 값을 보인다.

이하의 미소 입자의 거동은 입자간의 충돌에1㎛
의해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평형궤도모델은 입.
자의 원심력과 항력만을 고려하여 컷 사이즈를-
결정한다 와 통계학적 입자추적법을 이용한. CFD
컷사이즈 해석법 역시 하나의 입자를 추적하여

집진효율을 예측하는 방법으로 난류에 의한 입자

의 확산을 고려할 수는 있으나 입자의 상호 작,
용에 의한 확산을 고려하지는 못한다 때문에 사.
이클론의 컷 사이즈가 수 미크론 이하로 감소하-
여 입자의 확산이 영향을 미치는 경우 평형궤도

모델 및 입자추적법에 의한 컷 사이즈 예측은 실-
험값에 비해 작은 값을 나타낸다 이와 같이 미.
소입자의 거동이 큰 영향을 미치는 사이클론의

컷 사이즈를 완벽하게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은 아-
직 개발되지 않았다 때문에 모델식을 이용한 컷. -
사이즈 예측은 집진효율을 직접적으로 예측할 수

는 없으나 사이클론의 구조 및 운전 조건 변화,
에 따른 영향을 예측하는 데 유용하다.
평형궤도모델을 이용하여 구한 컷 사이즈가 실-

험에 의해 얻어진 결과와 절대값은 차이를 보이

나 유량 및 사이클론 벽면구배에 따른 영향은,
잘 일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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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압력손실 저감을 위해 제안된

벽면이 연속적인 곡선인 설계된 사이클론의 압력

손실과 컷 사이즈를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하였다- .
기존의 압력손실 및 컷 사이즈 예측 모델들은 원-
통원추 형상의 사이클론을 대상으로 개발되어/
본 연구의 대상인 벽면이 곡선으로 정의된 사이

클론의 압력손실과 컷 사이즈를 적절히 예측 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벽면구배에 따른 압력손실의 변

화를 예측하기 위해 와 의 마찰Muschelnautz Trefz
면적에 대한 연구를 이용하여 검사면과 보텍스-
코어의 접선속도를 구하고 랭킨 보텍스 가정을, -
적용하여 출구관의 압력손실을 구하는 방법을 개

발 하였다 컷 사이즈 예측은 구해진 검사면의 접. -
선속도를 이용한 평행 궤도 모델을 이용하여 구

하였다.
모델식을 이용한 해석 결과 사이클론 벽면의

구배가 증가하면 마찰면적이 증가하여 검사면 및

보텍스 코어의 접선속도가 감소하며 결과적으로- ,
압력손실이 감소한다 이러한 경향은 실험 및.
를 통해 얻어진 결과와 잘 일치한다 컷 사이CFD . -

즈 해석 결과 역시 벽면 구배의 증가에 따라 점

차 증가하며 실험 및 해석 결과와 잘 일치 하였

다.
본 연구를 통해 마찰면적과 랭킨 보텍스 가정-

을 이용하여 벽면이 곡선으로 정의된 사이클론의

압력손실과 컷 사이즈를 적절히 예측할 수 있음-
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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