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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door air quality is of increasing concern because it is closely related human health. An air handling unit (AHU) 
can be used to control the indoor air quality related to particulate matters and CO2 as well as air conditioning such 
as temperature and humidity of indoor air. An electrostatic precipitator has a high collection efficiency and low 
pressure drop, however, ozone can possibly generate from its chargers, which is one of drawbacks to apply it for 
indoor air control. Here we compared four charging electrodes such as a 50 ㎛ tungsten wire, a 100 ㎛ tungsten 
wire, a 16 ㎛-thickness Al foil and a carbon fabric comprised of 5-10 ㎛ fibers. The carbon fabric electrode 
showed a superior particle collection efficiency and a lower ozone generation at a given power consumption 
compared to tungsten wires of 50, 100 ㎛ and an Al foil electrode. This low ozone generating, micro-sized 
electrode can be applied to the electrostatic precipitator in AHU for indoor air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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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실내공기의 중요성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에는 미세먼지의 건강의 위해성이 알려지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오존은 실내 공기에 존재하는 물

질 중에 건강을 위협하는 물질 중에 하나로, 상대적

으로 안정하며 인체에 노출되었을 때 호흡기 전반

에 악영향을 준다. 오존은 주로 실외에서 태양빛에 

의해 생성되어 유입되며 실내에서는 프린터나 복사

기 등에서 생성될 수 있다(Weschler, 2000; Boelter & 
Davidson, 1997).

에어핸들링유닛(Air Handling Unit, AHU)은 실내

공조를 위해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공기 질 개선

을 위해 AHU에 필터를 적용하고 있다. 전기집진필

터는 차압이 낮고 효율이 높아 주로 산업용에 적용

되는데, 실내에는 오존발생의 우려 때문에 많이 사

용되고 있지는 않다(Vu et al., 2011; Song et al., 
2009). 발생된 오존을 포집하기 위해 오존 필터 등을 

사용하기도 하나 추가적인 비용과 관리가 필요하다. 
탄소나노튜브(Bo et al., 2010), 그래핀(Bo et al., 
2011) 등이 오존발생을 낮추기 위해 방전극으로 사

용된 바 있으나 제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Grob et 
al. (2013)이 UV를 이용하여 오존발생량이 매우 적

은 하전장치를 개발한 바 있으나 UV 발생에는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며 Hyun et al. (2016) 이 방전극에 

코팅된 텅스텐 와이어를 사용하여 오존발생량을 줄

이는 연구를 보고한 바 있으나 코팅에 많은 비용이 

소모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하전장치는 오존 등과 같은 2

차 오염물질이 매우 적게 발생되면서 다량의 음극 

또는 양극 이온을 발생시킬 수 있는 5~10 mm 직경

의 탄소섬유 다발로 이루어져 있다(Han et al., 2009; 
Park et al., 2011; Bae and Ji (2013)). 이를 AHU에 적

용할 수 있도록 전기집진부의 방전극을 탄소섬유로 

구성하고 후단에 평행집진판을 두어 제작된 방전극

의 성능을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전기집진기

의 장점인 낮은 차압으로 AHU의 운전비용을 감소

시키고 높은 효율로 실내공기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였다(Kang et al., 2016; Han et al., 2012; Koo et al., 
2013).

Figure 1. Picture of charging elements used in this study. 
a: 100 mm-diameter tungsten wire, b: 50 mm-diameter 
tungsten wire, c: carbon fabric(thickness 5-10 mm), 
d: aluminium foil(thickness 16 mm).

Figure 2. Schematic of the charger used in this 
study.

2. 실험장치 및 방법
Figure 1에서는 본 연구에 사용된 4가지의 방전극

을 나타내고 있다. 이 방전극을 이용하여 하전부를 

구성하였고, 준비된 방전극은 Figure 2에서와 같이 

하전부 중앙에 위치하여 접지판과의 거리를 일정하

게 두고 방전극의 종류만 달리하여 실험을 진행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수 kV의 음전압을 중앙 방전극

에 인가하였고 바깥쪽 면에 위치한 SUS 접지판에는 

접지하여 단극하전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방전극 

외곽 덕트는 비전도성 재질인 PVC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집진장치는 7장의 SUS 판으

로 구성되어있다. 그 중 3장에 고전압을 인가시키고 

4장에 접지하여 전기장을 생성하였다. 이 때 판간 

간격은 3.2 mm로 집진장치 인가전압이 –5 kV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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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하전된 입자가 통과할 경우 99.99% 집진이 가

능하도록 제작하였다.
Figure 3에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하전장치의 성능

평가를 위한 덕트 시스템을 나타내었다. 덕트의 크

기는 단면적이 32 x 32 mm 크기로, 300 nm 크기의 

시험 분진을 만들기 위해 KCl 1% 용액을 atomizer 
(model 307601, TSI, 미국)에 넣고 4~6 L/min의 청정

공기를 유입시켰다. 발생된 KCl 입자는 시험덕트의 

상류 측에 공급하여 덕트 하류측 송풍기에 의해 유

입되는 시험공기와 혼합되도록 하였다.
전기집진장치 전단입자 농도를 280~300 nm 입경

영역에서 약  개의 범위 내로 고르게 유지시

켰으며, 오염입자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덕트 상

류측에 HEPA (High-Efficiency Particulate Air) 필터를 

설치하였다.
일반적으로 AHU에서의 면속도가 2.5 m/s 로 가동

되는데, 원활한 집진 성능 비교를 위해 시험 공기 

유량은 12 L/min(면속도 0.3 m/s)조건으로 설정하였

다. 금속판 집진부의 인가전압이 –5 kV인 조건에서 

각 방전극의 인가전압을 –4 ~ –9 kV로 변화시키면

서 300 nm 입자의 집진성능 및 오존농도를 측정하

였다. 집진효율을 계산하기 위해 OPC(Optical Particle 
Counter, Grimm 1.109, 독일)을 이용하여 입자의 계수

농도를 측정하였고, 오존농도는 오존계측기(Model 
202, 2B Technologies, 미국)를 사용하였다. 입자 샘

플링은 집진장치 후단 한곳에서 이루어졌고, 집진효

율은 다음 식으로부터 산출하였다.

  
 ×

 제거효율
 하전부  집진부 

 하전부  집진부  

3. 결과 및 고찰
Figure 4는 방전극의 종류에 따른 하전부의 인가

전압별 전류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인가된 전압과 

전류는 전류계(Electrometer, B2985A, Keysight, 미국)
에 방전극과 접지판에 직렬로 연결하여 측정하였다. 
Carbon fabric, 50 mm tungsten wire, 100 mm tungsten 
wire, Aluminium foil 방전극 순으로 동일 인가전압

에서 전류가 높게 나타났다. carbon fabric, 50 mm 
Tungsten wire, 100 mm Tungsten wire 방전극은 방전

극의 크기가 커지면서 전류가 낮아지는 경향성을 

띠고 있다. 한편 Aluminium foil 경우 방전 개시전압

Figure 3. Schematic of the experimental setup for the measurement of particles collection efficiency. 

Figure 4. Changes of Current in the applied voltage 
to ionizers by changing the charger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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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8 kV를 나타내어 예상과는 다른 결과를 나타내

었다. 이는 Aluminium foil이 가공이 어려워서 두께

는 16 mm로 작은 foil을 사용하였으나 제작 상의 절

단 과정에서 단면의 두께가 변형된 것으로 보인다. 
Figure 5는 하전부의 인가전압을 높였을 때 방전

극의 종류에 따른 집진효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에서와 같이 인가전압이 높아질수록 방전전류가 증

가하고, 방전극에서 발생하는 이온이 증가함에 따라 

입자 하전량이 많아져 집진효율이 증가하게 된다. 
Figures 4와 5를 살펴보면 동일전압에서 방전전류가 

높은 방전극일수록 동일전압에서 집진성능이 좋아

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직경이 다른 두 개의 

tungsten wire 방전극을 비교해보면 직경이 작은 방

전극이 동일 인가전압에서 높은 집진효율을 나타내

고 있고 50 mm tungsten wire에 비해 방전극 크기가 

작은 carbon fabric 방전극이 더 높은 효율을 나타내

고 있다. Figure 6는 소비전력에 따른 집진효율에 대

한 그래프이다. carbon fabric 방전극의 경우 동일 소

비전력에서 다른 방전극에 비해 높은 집진 효율을 

나타내고 있다. tungsten wire의 경우도 wire 직경이 

작은 50 mm wire가 100 mm 보다 동일 소비전력에서 

높은 집진효율을 나타내고 있다. Aluminum foil 방전

극은 방전극의 두께 변형으로 인해 다른 방전극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인가전압에도 낮은 집진효율

을 나타내었고 동일한 소비전력에도 가장 낮은 집

진효율을 나타내었다.
Figure 7은 공기유량 7 L/min 조건에서 집진장치

를 제거하고 하전장치에 전압을 인가하였을 때 방

전극의 종류에 따른 오존농도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오존은 하전장치 후단 200 mm 떨어진 곳에서 측정

하였다. 0.5 W 내의 동일 소비전력에서 carbon fabric 
방전극의 오존 발생량은 수-수십 ppb 수준으로서 수

백 ppb 수준을 나타내는 다른 방전극에 비해 1/10 
이하로 현저히 낮은 오존발생량을 나타내었다. 따라

서 carbon fabric 방전극이 소비전력 측면 뿐만 아니

라 오존발생량 관점에서도 다른 방전극에 비해 우

수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수 mm급의 방전극의 장시간 사용에 따른 방전

극 손상이나 방전극에 dust 부착에 따른 하전 특성 저

하 등 연속 운전에 따른 하전장치의 내구성 평가가 

추가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AHU
용 집진설비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습도에 따른 집진

성능 영향도 향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Figure 6. Collection efficiency as a function of the 
power to ionizers for different charger materials.

Figure 7. Ozone concentration as a function of 
power at charger applied voltages for different 
charger materials.

Figure 5. Collection efficiency as a function of the 
applied voltages to ionizers for different charger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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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본 연구는 하전장치의 방전극 종류에 따라 인가

전압 및 소비전력을 변화시켰을 때 집진성능 및 오

존 발생량을 평가하였으며,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AHU용 전기집진장치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100 mm tungsten wire 방전극 대신 50 mm tungsten 
wire를 사용할 경우 동일 전압에서 더 높은 방전 전

류와  집진효율을 나타냄을 확인하였고 tungsten 
wire 보다 방전극 크기가 더 작은 carbon fabric을 사

용할 때 효과가 더욱 우수해짐을 확인하였다.   
(2) 오존 발생량을 비교한 결과 carbon fabric 방전

극이 다른 방전극에 비해 동일 소비전력에서 오존

발생량이 현저히 낮은 것을 확인하였다. 
(3) 소비전력, 집진성능, 오존발생량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carbon fabric 방전극이 기존의 전기

집진장치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100 mm tungsten 
wire 방전극보다 우수하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위의 결과로부터 실내 공기 질 향상을 위해 사용

되는 AHU용 필터로서 주기적인 청소와 교체가 요

구되는 기존의 섬유필터 대신에 압력손실이 낮으면

서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기집진필터의 적

용도 고려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낮은 소비전력

으로 우수한 집진성능을 나타내고 오존발생량이 거

의 없는 수 마이크로급 크기의 방전극 적용이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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