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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본 연구에서는 폐암을 유발하는 발암물질이며 다양한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는 유해물질인 미세먼지 제거특성을 조
사하였다. 변수로는 습도, 초기미세먼지 주입량, 유속을 고려하였다. 실험결과 습도가 높은 경우 제거에 소요되는 시
간동안 평균 농도는 낮아지지만, 최종농도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세 가지 초기미세먼지주입량의 변화는 모두 비슷한 
제거경향을 나타내었다. 또한 유속이 0.6 m/s에서 0.3 m/s로 변할 경우 제거소요시간이 약 1.4배 증가하는 결과가 관찰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습도, 미세먼지 주입량, 유속 중 미세먼지 제거에 가장 큰 변화를 보이는 것은 유속으로 관찰되
었다.

Abstract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removal characteristics of suspended particulate matters which are one of carcinogens to cause 
lung cancer. The fine dust capture by a pilot scale filtration system depends on several important variables such as humidity, 
initial fine dust injection volume, and flow rate. The average concentration of particulate matters in the test chamber de-
creased, but the ultimate collection efficiency did not change during the filtration under high humidity, compared to those 
of using ambient conditions The initial injection amount of fine dust did not influence the particle capturing efficiency. When 
the flow rate reduced from 0.6 m/s to 0.3 m/s, the dust collection time increased approximately 1.4 times. Among all variables 
tested, the flow rate showed the most significant effect on the removal efficiency of fine particulate ma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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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실내외 환경에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유해물질들이 우리 몸에 

많이 유입된다. 특히 호흡기를 통해 많은 양의 유해물질들이 유입되

지만 대부분의 입자상 오염물질은 호흡기의 점막을 통해 많이 걸러지

게 된다. 특히 미세먼지(fine particle)란 학술문헌상으로 실내공기 중 

이중모델(bimodel)에 의하여 0.1∼0.2 µm 이하의 입자상 물질로 정의

하고, 보다 큰 입자상 물질(coarse particle)은 20 µm 이상의 영역으로 

표현된다[1]. 최근 발생하는 중국산 스모그나 황사현상으로 인해 미래

창조과학부나 환경부에서 미세먼지는 PM10 (particle matter, aerody-

namic equivalent diameter (AED)가 10 µm 이하)과 PM2.5 (particle 

matter, aerodynamic equivalent diameter (AED)가 2.5 µm 이하)를 초

미세먼지로 규정한 바 있고 미세분진이란 단어와 혼용하여 사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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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한다. 미세먼지는 대부분 각종 산업에서의 공정과 연료의 연소 특

히 자동차의 연료연소와 같은 인위적인 발생원에 의해 주로 배출된다. 

인위적인 발생원에 의해 배출되는 미세먼지는 대부분 직경이 작은 편

이고, 이때 배출되는 미세먼지는 표면에 각종 유해물질이 붙어있다. 

미세먼지의 크기분포는 약 0.005∼500 µm 사이에 분포되어있다. 이

러한 미세먼지는 화학적으로 보면 크게 이온성분, 탄소성분, 금속성분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화학적 조성을 조사하여 발생원을 역 추적

하여 미세먼지 저감방안 도출에 활용하고 있다[2,3]. 거주용 건물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발생원은 취사 및 흡연 등에 의해 발생되는데, 

이 입자들은 대부분이 입자크기가 작기 때문에 PM2.5의 농도가 일반 

수준보다 최대 30배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4,5]. 또한 

실외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는 크게 문과 창호의 틈으로 유입되는 미

세먼지와 2004년에 시행된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해 설치된 전열교

환기를 통해 유입되는 미세먼지로 나뉘며, 이때 유입되는 미세먼지의 

입경은 0.1 µm보다 작다. 미세먼지 중 PM2.5는 점막에서 걸러지지 않

고 호흡기계 특히 폐에 깊숙이 침투하고, 폐포에 쉽게 흡착될 수 있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심한 경우 폐암을 유발하기 때문에 

2013년 WHO에서는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규정했다[6,7]. 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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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ze Micrometer Test Dust% Less Than

0.97 3.0∼5.0

1.38 7.0∼10.0

2.75 23.0∼27.0

5.50 65.0∼69.0

11.00 95.5∼97.5

22.00 100.0

Table 1. Test Dust Particle Size Distribution by Volume%

Chemical Ingredient CAS Number % of Weight

SiO2 14808-60-7 68∼76

Al2O3 1344-28-1 10∼15

Fe2O3 1309-37-1 2∼5

Na2O 1313-59-3 2∼4

CaO 1305-78-8 2∼5

MgO 1309-48-4 1∼2

TiO2 13463-67-7 0.5∼1.0

K2O 12136-45-7 2∼5

Table 2. Test Dust Chemical Makeup

Figure 1.  Schematic diagram of the experimental set-up.

먼지는 국내에서도 다량 발생하지만 지형적 위치로 인해 중국에서 발

생한 미세먼지가 서풍 또는 북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양이 

국내 미세먼지양의 30∼50% 정도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도 큰 관심을 갖고 해결하고자 2014년에 미래부에서 

사회문제 해결과제를 공고한 예도 있다. 외부활동 시 오염물질의 농

도도 큰 문제이지만 국민들이 대부분의 일상시간을 보내는 실내공기

질(indoor air quality, IAQ)의 상태가 신체에는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실내공기질은 주로 담배연기, 조리, 스토브, 벽면의 입자상 물질 

등과 같은 실내오염원으로부터 발생되는 오염물질들이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된다[8-12]. 미세먼지의 발생원은 실외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

니라 실내에서의 요인도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데, 실내미세먼지 농도

는 특히 환경담배연기(environmental tobacco smoke, ETS)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으며, PM2.5 기준 흡연 사무실이 비흡연 사무실보

다 약 1.5배가량 높게 측정된다는 결과도 있다[13]. 서울에서 미세먼

지 농도가 증가할 때 65세 이상 노인 등의 호흡기관련 질환 사망률이 

0.4%씩 증가하고, 임산부와 태아에게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

가 있다. 이처럼 외부의 미세먼지도 건강에 큰 영향을 주지만, 실내 

특히 심리상 자택은 안전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비교적 실내의 

미세먼지 방지대책을 세우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실내의 미세

먼지 또한 영⋅유아기 아이들과 노약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전업

주부들처럼 실내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경우 가족구성원 중 흡

연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폐암에 걸리는 사례 또한 조사되었다. 이

처럼 미세먼지는 어디에나 존재하고 누구에게나 인체내부로 유입될 

수 있고, 체내로 유입된 후에는 배출이 어렵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가 점점 광범위해지고 언론에서 각종 미세먼지관련 피해사례들을 보

도하여, 국민들의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방법은 크게 기계적인 방법과 자연적인 방법이 있다. 기계적인 방법

으로는 필터를 활용한 환기장치를 이용한 여과방법, 공업적으로 활용

하는 전기집진 방법 등이 있다[14]. 또한 자연적인 방법으로는 자연 

강우에 의한 미세먼지 제거, 자연 환기에 의한 제거 방법 등이 있다

[15].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내 미세먼지를 제거하기 위해 환기장치를 

기본으로 필터를 장착한 여과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실내에서 제거

할 때, 최상의 조건을 찾아내는 것이 시급하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

해 실내공기질 상황에 대한 여러 조건을 변수로 선택하여 미세먼지 

제거 특성을 조사하고자 한다. 

2. 실험재료 및 방법

본 실험에 사용된 미세먼지는 POWDER TECHNOLOGY INC.에서 

ISO 12103-1, A1 ULTRAFINE TEST DUST를 구입하여 건조 후 사용 

하였다. 본 실험에 사용한 미세먼지의 제원은 Tables 1, 2와 같으며, 

Table 1에 나타난 것과 같이 11 µm 이하가 90% 이상이며 PM10의 D

값은 0.7 이상이다. 그리고 본 실험에서의 Sample Dust 화학적조성은 

75% 정도가 SiO2이며 15% 정도의 알루미나가 섞여있고 그 외 일부 

산화물들로 조성되어있다. 대기분진의 분포영향을 검토하기 위한 실

험에 있어서는, 분진의 밀도나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성분 등을 체크

하기 위하여 대상분진들에 대한 화학적 조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된다. 실험 장치의 모식도를 Figure 1에 나타내었다. 본 실험에서는 환

기장치와 미세분진 제거를 위한 실험으로써 두 개의 BOX를 설치하

고, FLUX를 연결하여 BATCH 형태의 실험을 진행하였다. 본 실험에

서는 우선적으로 환기장치와 함께 먼지제거 성능을 비교하고자 시도

하였으며, 추후 연속식으로 풍동장치를 설치하여 필터에 의한 분진 

제거능력에 대한 실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따라서 본 실험의 변수로

는 습도, 초기 미세먼지 농도, 유속 등 총 3가지를 선택하여 제거효율

을 평가하였으며, 각각 3회씩 실시한 실험의 결과 값의 평균을 기재하

여 신뢰도를 높이고 오차를 줄이고자 노력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박

스의 크기는 1 m × 1 m × 1 m 정육면체의 크기로 제작하여 사용하였

으며, 환기장치의 유속은 0.3, 0.6 m/s로 총 2단계로 조절하였으며, 최

대한 유속의 손실이 없도록 하기 위해 연결부는 일직선으로 고정시켰

고, 또한 연결부의 길이 또한 최소한의 길이로 연결하였다. 습도의 경

우 50, 55, 60% 세 가지의 경우로 나누어 실험하였으며, 초기 미세먼

지의 농도는 Test dust의 무게를 측정하여 균일하게 주입해 주었고, 그 

무게는 각각 15, 10, 5 mg을 측정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본 실험에 

사용된 장비로는 미세먼지 측정 및 습도 측정에 적합한 CEM사의 

Particle Counter MODEL DT-9880M (PM2.5와 PM10 측정 가능)과 

유속측정이 가능한 TSI사의 VELOCICALC AIR VELOCITY 

METER MODEL 9515를 이용하여 모든 분석에 사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습도와 미세먼지 제거특성과의 관계

필터를 통과시켜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방식을 사용할 경우 대기 중 

습도와 미세먼지제거효율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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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Effect of filtration time on PM10 concentration with two 
different humidities at inlet position.

Figure 3. Effect of filtration time on PM10 concentration with two 
different humidities at outlet position.

Figure 4. Variation of PM10 concentration at inlet position with space
humidity during filtration.

Figure 5. Variation of PM10 concentration at outlet position with space
humidity during filtration.

해, 시험 챔버 내의 습도를 변화시켜가며 여과실험을 진행하였다. 습

도 20%와 80%의 예비실험 결과를 Figure 2와 Figure 3에 도시하였다. 

예측한 바와 같이 20%의 건조한 분위기 에서는 초기 부유 분진량이 

많았고, 상대적으로 습도가 높은 80%의 경우는 수분의 영향으로 미세

먼지 입자가 응집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남으로써 챔버 내 공간

체류시간이 짧아짐으로써 부유분진의 양이 현저히 감소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본 실험에서의 Test dust는 10 mg을 주입하였으며, 

유속은 0.6 m/s, 측정간격은 10 s이며, 습도는 보편적 대기상태인 50, 

55, 60%로 유지시켜 집중적으로 고찰하였다.

실험 종료 시점은 세 경우 모두 분진의 농도변화가 1 µg/m3 이내로 

30초 이상 유지되었을 경우로 하였다. 입구 측 PM10의 결과 값은 

Figure 4에 도시하였고, 출구 측 PM10의 결과 값은 Figure 5에 표시함

으로써 서로를 비교하여 습도와 PM10의 제거특성을 분석하였다. 측

정결과, 우선 가장 크게 눈에 띄는 것은 동일한 양의 미세먼지를 주입

해 주었을 때 관측되는 초기 농도의 차이이다. 입구 쪽은 물론 출구 

쪽의 최고농도는 습도가 높을수록 감소된 값을 관찰할 수 있었다 또

한. 입구 측의 미세먼지 농도를 살펴보면 습도가 60%인 경우 농도가 

안정화되는 데까지 약 180 s가 소요되었고, 습도가 55%인 경우 200

초, 습도가 50%인 경우에는 약 210 s의 시간이 소요된 것을 볼 수 있

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출구 측의 농도 또한 습도가 높을수록 미세먼

지 농도가 빠르게 안정화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

가 나타난 원인은 습도가 높아질 경우 미세먼지 입자가 대기 중 수분

을 흡수하거나 수분이 바인더 역할을 함으로써 미세입자들이 서로 응

집함으로써 무게가 증가하여 중력침강이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3.2. 초기농도와 미세먼지 제거특성과의 관계

미세먼지를 제거하는데 있어 초기농도는 필터의 흡착 한계점에 도

달하는 기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미세먼지 제거에 있어 초기농

도가 필터의 흡착 한계점 이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본 실험을 하였다. Test dust는 각각 15, 10, 5 mg을 선택하여 시험 챔

버로 주입하였으며, 유속은 0.6 m/s로 조절하였고, 습도는 50%로 고

정하였다. 실험 종료 시점은 위의 실험과 마찬가지로 측정값의 변화

폭이 1 µg/m3 이내로 30 s 이상 유지되었을 경우에 종료하였다. 

Figure 6는 미세먼지를 15, 10, 5 mg을 주입하였을 때 입구 측의 

PM10의 농도를 측정하여 나타낸 결과 값이다. 출구 측의 시간에 따른 

PM10의 농도는 Figure 7에 나타냈으며 초기 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미

세먼지 제거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입구와 출구 측 모두 최종 안정

화농도가 미세먼지의 초기 주입량과는 관계없이 11 µg/m3 ± 1 µg/m3

의 범위의 값이 최종 농도 값으로 나타났으며, 미세먼지 초기 주입량

이 더 많을수록 입구와 출구 측 모두 안정화에 도달하는 시간이 더 

소요되었다.

3.3. 유속과 미세먼지 제거특성과의 관계

유속을 변화시키면 필터의 단위면적당 접촉하는 미세먼지양이 변

하게 되는데, 이때의 미세먼지의 제거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유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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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Variation of PM10 concentration at inlet position in terms of
dust feed amount during filtration.

Figure 7. Variation of PM10 concentration at outlet position in terms
of dust feed amount during filtration.

Figure 8. Variation of PM10 concentration at inlet position in terms of
flow rate during filtration.

Figure 9. Variation of PM10 concentration at outlet position in terms
of flow rate during filtration.

0.3 m/s와 0.6 m/s로 조절하였으며, 미세먼지의 주입량은 10 mg으로 

습도는 50%로 조절하여 실험에 임하였다. 실험 종료 시점은 농도가 

안정화되어 30 s 이상 유지되었을 경우에 종료하였다. Figure 8은 입

구 측의 PM10의 농도를 측정하여 나타낸 결과 값이다. 또한 Figure 

9에는 출구 측의 PM10의 농도를 각각 나타내었다. 입구와 출구 측 모

두 최종농도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유속이 0.3 m/s인 경우 340 s 소요

되었고, 유속이 0.6 m/s인 경우가 250 s 소요되어 실험 종료 시까지 약 

1.4배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입구 측의 최고 미세먼지농도와 출구 측

의 안정화된 미세먼지농도를 이용하여 제거효율을 산출했을 때 0.3 

m/s의 경우 약 92.6%이고 0.6 m/s인 경우 약 92.4%로써 관찰되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하여 설정한 세 가지 변수에 따른 미세먼지의 제거특성에 대하여 

실험 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일생생활에서의 습도범위에서는 습도가 높은 경우 평균 농도는 

낮아지지만, 안정화된 최종 농도 값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습

도가 높으면 미세먼지의 농도가 일시적으로 낮아질 수는 있지만, 미

세먼지 자체가 제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습도가 낮아지고, 외부

의 힘에 의해 미세먼지가 다시 부유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보다 미세

먼지의 농도가 높아질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 초기 주입량에 따라 최고농도의 값은 변하는 반면 최종 안정화 

단계에서의 농도는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아, 필터의 한계를 초

과하는 양이 유입되거나 필터자체의 흡착능이 변화되지 않는 이상 안

정화에 도달하는 소요시간의 차이만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유속이 변할 경우 안정화에 도달하는 소요시간에 가장 큰 차이

를 보였다. 따라서 습도, 미세먼지의 주입량, 유속 중 미세먼지의 제거

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유속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입구 측의 

최고 미세먼지농도와 출구 측의 안정화 된 미세먼지농도를 이용하여 

제거효율을 산출했을 때 0.3 m/s의 경우 약 92.6%이고 0.6 m/s인 경우 

약 92.4%로 관찰되었다. 한계 여과속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필터소재

와 먼지입자의 종류에 따라 최적 유속을 선정하여 운전해야 하며, 본 

실험에서 변수로 적용한 유속범위에서의 0.3 m/s인 경우와 0.6 m/s 경

우, 최종제거효율에는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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