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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Dust Collection Efficiency of Axial-vane Type Cyclone for Oil 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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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ust collecting performance of axial-vane type cyclone for oil mist was analyzed in this study. For predicting cut diameter 
size of cyclone, the number and angle of vane (tanβ2' ) was calculated by CFD. As the result, tanβ2' was decreased as 
the number of vane was increased and the angle of inclination (β2' ) decreased, and it cause strong swirl flow. Therefore, 
it could be confirmed that as the number of vane was increased and the angle of inclination was decreased, cut diameter 
size was decreased. Also, by verifying the results of CFD through experiment, the cut diameter size could be 2 μm at 
4 m3/min of flow rate.

Key Words : Axial-vave type cyclone(축상유입식 사이클론), CFD(전산유체역학), Cut diameter(절단입경)

1. 서 론
사이클론은 미세한 입자의 제진에 대해서는 효과적이지 못하

나 백필터 등의 전처리 장치로 활용할 경우 유입 더스트 농도를 
내리고 더스트 탈진 주기를 길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백필터의 
약점인 여과 포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다.

최근 출구 더스트 농도가 극히 낮은 고성능이 요구되는 집진
장치에 있어서 사이클론과 같은 전처리 집진장치의 효율을 높
이는 것 또한 중요한 인자로 인지되고 있다. 따라서 원심력 집
진기의 표준화, 설계최적화 및 집진효율 향상을 위해 많은 연구
가 선행되었으며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다(1).

집진효율과 더불어 매우 중요한 사이클론 운영 인자는 압력
손실을 들 수 있으며, 압력손실의 심각한 증가는 비용 상의 문
제를 야기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에는 축상 

유입식 사이클론을 병렬 연결하여 사용하는 방법 등이 제시되
고 있다. 이러한 축상 유입식 사이클론의 경우 에디(Eddy) 발
생을 억제하고 동일 사이즈의 접선 유입식 사이클론에 비해 낮
은 압력으로 처리 용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Zhou(2) 등
에 의해 보고되고 있다.

Song(3) 등은 축상 유입식 사이클론의 볼텍스 파인더(vortex 
finder)의 길이 변화에 따른 집진효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
사에서 길이가 짧아질수록 하향 선회류가 입자를 분리 포집하
기에 충분한 선회수를 갖지 못하고 상향 선회류와 서로 혼합되
어 사이클론의 효율이 낮아진다고 보고 하였다.

Kim(4)등은 Realizable k-ε 난류모델을 도입하여 축류형 사
이클론 집진기에 대한 유동해석 나선형 유도깃의 형상에 따라 
압력강하와 먼지배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Ju 등(5)은 하이드로 사이클론 내부에서 발생하는 난류유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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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diagram of axial-vane type cyclone

Table 1 Geometry of axial-vane type cyclone 
(unit : mm)

De L S h H D B
64 60 210 280 600 124 56

대한 수치해석을 통해 더스트 사이즈와 효율과의 관계를 실험
을 통해 검증하여 수치해석을 통해 분리효율을 예측하였고, 
Barth의 경험식과 비교하여 수치해석을 통한 검증방법이 유효
함을 주장하였다.

Young 등(6)은 사이클론 내 유동특성과 미세입자 집진효율에 
대하여 수치해석과 실험을 통해 비교하여 미세입자를 효과적
으로 포집하기 위한 사이클론 수치해석 방법을 제시하였고, 
Cho 등(7)은 사이클론 오일분리 장치에서 형상변화에 따른 유
동특성과 오일분리 성능에 관해 수치해석을 통해 분리성능을 
예측하였고, 콘 형상과 출구형상 등 원심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형상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기초 연구에서 더스트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베인각도, 베인개수 그리고 Vortex 
finder 길이에 따라 절단입경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8).

현재까지 원심력 집진기에 관한 구조 및 설계 최적화에 관한 
연구는 주로 접선 유입식 사이클론에 국한되어 왔으며, 본 연구
에서는 축상 유입식 사이클론의 베인개수에 따른 유출각 변화
와 집진 성능변화를 유동해석 통해 예측하고자 한다. 물론 사이
클론 내부 유동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절단입경에 영향을 미
치는 인자가 많지만 이론모델과 수치해석을 통해 절단입경을 
예측하여, 실제 산업설비에 적용 가능한 축상 유입식 사이클론 
설계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오일 미스트 제거용 축상 유입식 사이클론 집진기에 대한 형
상은 Fig. 1과 같으며, 여기서 사이클론에 대한 형상과 치수는 
Table 1과 같다.

2. 사이클론 절단입경 이론연구
2.1 절단입경 예측을 위한 기초 모델식 선정(9)

입자에 작용하는 Stokes 항력은 입자에 일하는 원심력과 동
일하다는 전제에서 식 (1)이 유도되며, 원심 침강속도는 식 (1)
에 의해 식 (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여기서, 는 가스의 점도(kg/m-s), 는 분진입자 직경(m)을 
나타내며  는 분진입자 밀도(kg/m3), 는 선회속도( m/s)를 
나타낸다.















 (2)

여기서,  는 입자의 중력 침강속도(m/s)를 나타낸다.

분리에 가장 큰 Handicap을 얻을 수 있는 입자는, 보스의 반
경 위치에서 유입되는 더스트이다. 이 입자가 가변 원심 침강 
속도 로 r=r0에서 r=r1의 외통벽에 도달하는 시간은, 위
의 식을 적분하여 구할 수 있다. 즉, 이 더스트 입자의 크기를 
한계 입자경을 dp라 하면 식 (3)과 같고 이를 정리하면 식 (4)가 
된다.















  (3)










   (4)

한편 축방향 속도(성분) v를 갖고 선회류가 길이 Hs의 분리
실을 관류하는데 요하는 시간이 t라고 하면 식 (5)와 같이 표현
할 수 있다.

  







  
 



 (5)

더스트가 기류에서 분리되기 위해서는 t≧ts 가 되어야 하므
로, 그 극한을 생각하여 식 (4)와 (5)는 등치하여 식 (6)이 구해
진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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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let : pressure (101,325 Pa)

outlet : flow rate (5 m3/min)

Fig. 3 Boundary conditions and mesh

(a) tanβ2' (b) sensing points

Fig. 2 Definition of tanβ2' and sensing points for data 
acquisition

여기에 선회속도 u의 정의에 따라 식 (7)을 대입하면 식 (8)
이 유도된다.

 







tan′



(7)

 

 

tan′×




(8)

따라서, 절단입경은 식 (9)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tanβ2'의 값은 유동해석을 통해 구한 다음 절단입경을 최종적
으로 예측하고자 한다.

 

 

tan′×




(9)

2.2 tanβ2'의 예측
축상유입식 사이클론에서 입구 베인 각을 β1 (≃ 90°), 출구 

베인 각을 β2' (= 45~15°)라 한다. 출구 베인 끝지점에서 수직
방향의 축분 속도를 v, 수평방향의 선회 속도 u 사이에 발생하
는 각을 β2'라 한다. Fig. 2의 (a)는 전술한 tanβ2'의 정의를 묘
사한 것이다. 축분 속도와 선회 속도를 각각 실험적으로 측정하
는 것은 불가능 하므로 본 연구에서 전산유체해석을 통해 축방
향 속도(성분)와 선회 속도를 예측하고 이 결과로부터 tanβ2'를 
도출하였다.

전산유체해석을 위해 Fig. 2의 (b)와 같이 베인 끝에서 일정
간격으로 센서를 설치하고 각 지점에서의 tanβ2' 값을 구하였다. 

3. 수치해석
3.1 지배방정식
축상유입식 사이클론 내에서의 정상상태, 비압축성 유동상태

를 분석하기 위하여 3차원 전산유동해석을 수행하였다. 3차원 

난류유동을 지배하는 보존형방정식은 연속방정식 및 레이놀즈
-평균 Navier-Stokes(RANS) 방정식에 기초하여 작동유체를 
25℃의 공기로 가정하였다. 

사이클론과 같이 스월유동이 발생하는 복잡한 선회유동현상을 
예측하기 위해 k-ε 모델, 대수응력 모델(ASM), 그리고 Reynolds- 
응력모델(RSM, Reynolds stress model) 등이 주로 적용되고 
있지만, 등방성 난류라는 가정의 표준 k-ε 모델은 선회유동에
서 과도한 난류점성계수와 비현실적인 접선방향속도가 예측되
어 수치해석결과의 정밀도가 다소 떨어진다. 또한 ASM은 소
용돌이 유동내부의 재순환 영역과 랭킨 와류(Rankine vertex)
를 예측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본 과제의 오일미스트에 관한 
선회유동을 분석하기 위한 수치해석 방법으로 등방성 난류라
는 가정과 Reynolds-응력 항에 대한 미분형 수송방정식의 해
를 직접 구하는 RSM을 적용하였다.

3.2 경계조건 및 해석방법
사이클론 내부유동을 RMS 모델로 계산을 수행할 경우 수렴

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Realizable k-ε two layer모델로 우선 
유동장을 수렴시킨 후 RMS 모델의 초기조건으로 부여하여 수
치해석을 수행하였다. 

경계조건은 Fig. 3과 같이 사이클론 입구는 대기압이 작용한
다고 가정하고, 출구는 송풍기로 흡입하기 때문에 5m3/min의 
유량으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벽면은 점착조건
을 부여하였다. 해석에 사용된 격자구성은 다면체 격자(Poly-
hedral mesh)를 벽면을 기준으로 조밀하게 구성하였고, 베인에 
보다 조밀하게 구성하여 베인 통과 시 유동을 보다 정밀하게 
계산하고자 하였다. 해석에 사용된 격자수는 약 34만개 격자점
은 약 155만개로 구성하여 상용 CFD 코드인 STAR-CCM+을 
사용하여 사이클론에 대한 유동해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수치
해석에서 형상에 관한 변수는 Fig. 4와 같이 베인개수와 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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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EA  8EA  10EA

(a) vane number

 25o 35o15o

(b) vane angle

Fig. 4 Parameters of numerical analysis

Fig. 5 Distributions of tanβ2' according to vane number

Fig. 6 Distributions of tanβ2' according to vane angle

6개를 기준으로 각도를 변화시켜 하나의 사이클론에 대하여 수
치해석을 수행하였다.

4. 결과 및 고찰
4.1 수치해석 결과
Fig. 5는 축상유입식 사이클론에서 베인의 개수를 6, 8 및 

10개로 변화시켰을 때 이에 따른 tanβ2' 값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전산유체해석을 통해 베인의 바깥쪽에서부터 안쪽으로 
등간격 4개의 지점에서 결과 값을 측정하였다. 

베인의 바깥쪽에서부터 안쪽으로 이동하면서 tanβ2' 값이 점
차 증가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안쪽으로 갈수록 회전반경이 
작아지기 때문에 수평변이 값 보다 수직변이 값이 더 크기 때문
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안쪽으로 더욱 가까이 접근한 지점에서 
tanβ2'의 값을 측정하였을 때 더 이상 값이 증가하지 않고 오히
려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이는 중심에 가까운 지점에서
는 일정한 기류 외에 와류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인 것
으로 추측된다.

베인의 개수에 따른 tanβ2' 값의 변화는 알려진 바와 같이 
베인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베
인의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 날개 경사각에 더욱 근접하여 기류
를 형성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베인 개수가 6~8
개로 증가할 때는 값의 변화가 크지 않으나 10개로 증가 하면
서 tanβ2'의 값이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10개 이상의 
베인 날을 가질 때 효율의 상승 또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
다. 그러나 실제 조건에서 베인의 두께가 있으므로 베인의 개수
가 늘어남으로 입구 면적의 감소로 차압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
로 예상되고 또한 제작비의 상승을 동반 할 것이므로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다.

Fig. 6은 베인의 경사각을 15°, 25° 및 35°로 변화시켰을 때 

이에 따른 tanβ2' 값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위의 경우와 마
찬가지로 베인의 바깥쪽에서부터 안쪽으로 이동하면서 tanβ2' 
값이 점차 증가하였다. 베인 경사각에 커짐에 따라 tanβ2' 값이 
점점 커지는 경향을 보였는데 특히, 15~25°의 경우 그 변화량
이 적으나 35°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여 실제 집
진기 제작시에 베인 출구 경사를 25° 이내로 조절하는 것이 적
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4.2 절단입경 예측
유동해석을 통해 얻은 tanβ2' 값을 식 (9)에 대입하여 다음과 

축상유입식 사이클론 집진기에 대한 집진효율을 예측하였고, 
식 (9)에 적용한 tanβ2' 기준 값은 베인 가장안쪽에서 측정한 
point 4 지점의 값을 사용하였다. 

Fig. 7은 베인 개수에 따른 절단입경 예측 및 압력손실에 대
해 나타낸 결과로서 베인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절단입경이 
2.32~1.82㎛로 감소하였다. 동일한 외형 치수와 운전조건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효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는 오직 tan
β2' 값으로 베인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tanβ2' 값의 감소로 인해 
절단입경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베인의 두께가 있



한국생산제조시스템학회지 Vol.21 No.3 2012. 6.

419

dpc

ΔP

Fig. 7 Distributions of dust collect efficiency according to vane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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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Distributions of dust collect efficiency according to vane 
angle

Air comp.

Particle counter

Cycl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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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Schematic diagram of particle count system





Fig. 10 Comparisons of cut diameter and pressure difference

으므로 베인 개수가 증가할수록 실제 입구유속 또한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현재 추측한 결과보다 절단입경은 미
세하게나마 감소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현상은 베인의 개
수가 증가할수록 압력이 상승한 것에서도 유추 가능한 부분이
다. 이는 베인 개수의 증가에 따라 유속이 증가하고, 속도의 제곱
에 비례하여 압력이 상승하는 원리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Fig. 8은 축상유입식 사이클론의 베인 경사에 따른 절단입경 
및 압력손실을 예측을 나타낸 것이다. 경사각이 15, 25 및 35°
로 변화됨으로 인해 tanβ2' 값이 점점 증가함을 전술한 데이터
를 통해 알 수 있는데, 이 값을 식 (9)에 대입하여 절단입경이 
2.11~2.96㎛로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앞서 예상한 바와 같이 
경사각 15~25°로 변할 때 절단입경은 2.11~2.32㎛로 소폭증
가 하였나, 35° 이상 일 때 2.96㎛로 급격히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때문에 축상유입식 사이클론 설계시를 위한 적정경
사각은 15~25° 정도일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절단입경과 연계하여 압력손실을 고려해보면 경사각이 25~ 
35°일 때 압력이 150~160mmAq 수준이었으나, 15°일 때 압력

이 200mmAq에 근접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반적인 사이
클론의 압력손실을 150mmAq 내외까지 감안하는 것을 생각할 
때 경사각 15°의 경우는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 경사각이 15°인 경우 압력이 상승하는 원인은 출구베인 
경사각이 낮아지면서 출구 면적이 감소되었기 때문으로 판단
된다.

4.3 수치해석 검증 
수치해석 검증을 위해 Fig. 9와 같이 입자를 측정할 수 있는 

실험장치를 구성하여 베인 개수 6개, 각도 25°인 모델에 대해 
실험을 통해 수치해석을 검증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입자측정
기는 0.3, 0.5, 1, 3, 5 그리고 10㎛의 입자 측정이 가능하다. 
측정 장비를 사용하여 입구 및 출구 덕트 내의 입경별 입자수를 
측정하였다.

Fig. 10은 실험을 통해 얻은 절단입경 값과 상기 언급한 기초 
모델식을 통해 얻은 절단입경 값 사이의 관계 및 압력변화에 
대해 나타내었다. 실험결과 절단입경이 3.4, 2.7 및 2.2㎛로 감
소하였으며, 이는 기초 모델식을 통해 얻은 값과 0.5㎛ 범위 
내에서 차이가 났고, 압력의 경우 접선유입식과 마찬가지로 예
측한 값과 실제 측정한 값이 거의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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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축상 유입식 사이클론 집진기에 대한 내부 유동해석을 통해 

기초적인 성능과 유동현상을 파악하여 직접적인 설계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CFD를 통한 수치해석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베인 개수가 증가할수록 tanβ2'이 작아져 벽면으로 타고 돌
아나가는 선회류가 강해지고, 베인 개수가 10개인 경우 절
단입경 2㎛ 이내까지 처리할 수 있는 집진능력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베인 경사각도가 낮아질수록 tanβ2'이 작아져 선회류가 강
하게 발생하여 절단입경이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한 본 연구에서는 절단입경에 비해 차압 발생이 낮은 경사
각도 25°가 설계조건으로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유동해석에서 예측한 절단입경을 검증하기 위해 실험을 통
해 확인한 결과 절단입경이 0.5㎛ 범위 내에서 유동해석 
결과가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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