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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arket for improving the indoor air quality is continuously increasing, and air cleaners are the representative
products. As interest in indoor air quality increases, so are the ultrafine particle which are harmful to the human body.
Despite its many advantages, electrostatic precipitators are less used in indoor air due to ozone production. In this
study, the carbon fiber sheet was applied to the discharge electrode and compared with the conventional tungsten wire
discharge electrode. The particle collection efficiency and the amount of ozone generation were measured for 10-100
nm particles. Furthermore, it was applied to commercial air purifier with electrostatic precipitator to compare particle
removal performance. The carbon fiber sheet type discharge electrode generates a small amount of ozone, and thus it
can be applied to improve indoor air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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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탄소섬유를 이용한 다른
형태인 탄소섬유 시트(carbon fiber sheet)의 방전극을

사람은 하루 중 약 90%의 시간을 실내공간에서

사용한 전기집진기를 설계하여 10-100 nm 입자에

보내므로 실내 공기의 청정도는 삶의 질에 중요한

대한 집진효율 및 특성을 연구하고, 이때 오존 발생

영향을 끼친다(Cincinelli & Martellini, 2017). 실내 공

량을 비교하였다. 나아가 실제 공기청정기 시험방법을

기질과 관련 있는 물질들은 이산화탄소, 일산화탄

사용하여 가정용 공기청정기에 두 종류의 방전극을

소, 이산화질소 등 다양하지만(Baek et al., 1997), 최

적용하여 분진청정화 능력값을 기준으로 비교하였다.

근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10 ㎛ 이하
의 입자상 물질을 규제 대상으로 해왔지만 초미세
입자의 인체유해성이 부각되면서 2.5 ㎛ 이하의 입

2. 실험장치 및 방법

자상 물질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고, 유럽에서는 1
㎛ 이하의 입자까지 규제 대상으로 하는 추세이다.
(Han et al., 2011).

본 연구에서는 전기집진기의 하전부로 사용되고
있는 100 ㎛ 텅스텐 와이어와 carbon fiber sheet 방전

미세먼지와 같은 입자상 물질을 처리하기 위해서

극을 가지고 10-100 nm 입자크기에 대한 집진성능

기존에는 환기가 주로 사용되었으나 공기청정기 기

을 비교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림 1에서와

술이 개발되면서 공기청정기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같이 carbon fiber sheet 는 수 마이크론 사이즈의 탄

공기청정기의 입자상 물질 처리 방식은 필터식과

소섬유가 직물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전기식으로 크게 나뉜다. 전기식에 사용되는 전기집
진 기술은 차압이 낮고 효율이 높아 소각장이나 화
력발전소 등과 같은 대형 사업장에서 연소에 의해
고농도로 배출되는 먼지를 제거하는데 주로 사용되
고 있다(Kim et al., 2010a; Kim et al., 2010b; Zhuang
et al., 2000). 하지만 실내에는 오존발생의 우려 때문
에 많이 사용되고 있지는 않다.(Vu et al., 2011; Song
et al., 2009).
본 연구에서는 기존 전기식 공기청정기의 방전극
으로 많이 사용되는 텅스텐 와이어와 오존을 적게

Fig. 1. Photomicrographs of discharge electrodes
used in this study. (a) : 100 ㎛ tungsten wire, (b) :
carbon fiber sheet (5-10 ㎛).

Fig. 2. Schematic of the 1st stage ESP used in this study: (a) isometric view of charger, (b) the side view
of tungsten wire charger, (c) the charger for carbon fiber sheet electr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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텅스텐 와이어의 경우 볼트에 고정시켜 충분히

자 발생기(EP-NGS20/UF, EcoPictures, South Korea)를

장력이 작용하도록 하였다. 그림 2는 1차 전기집진

사용하여 10-40 nm 입자를 발생시켰고, 염화칼륨(Potassium

기의 구조적인 설계를 나타내고 있다. 방전극은

chloride, KCl) 1% 용액을 가지고 atomizer (Model

PVC 재질의 사각덕트 중앙에 위치시키고 양 옆의

3076, TSI, USA)에서 60-100 nm 입자를 발생시켰다.

면에 1.5 mm 두께의 알루미늄 판을 두었다. 알루미

시험에 사용된 입자의 분포는 그림 4와 같다. 은 입

늄 판에 접지하고, 방전극에 고전압을 인가하여 코

자의 mode diameter 가 15.9 nm 이고, 염화칼륨 입자

로나 방전이 발생하도록 하였다. 2차 전기집진기는

는 50.5 nm의 mode diameter를 가지고 있다. 발생된

7개의 stainless steel 재질의 판으로 구성하여 세 개

입자는 Long DMA (3081, TSI, USA)를 통해 원하는

의 판에는 고전압을 인가하고, 네 개의 판에는 접지

크기의 입자만을 통과시켰고, 이때 sheath flow rate

하여 전기장에 의해 하전된 입자를 집진하는 역할

은 15 L/min, flow rate은 1.5 L/min으로 하였다. Long

을 한다. 0.3 ㎛ 입자를 기준으로 1차 전기집진기에

DMA를 통과한 입자는 neutralizer (3012, TSI, USA)

서 하전은 되었지만, 제거되지 않은 입자를 대부분

를 통해 중화시켰고, 그 뒤에 plate condenser를 두어

집진할 수 있도록 2차 전기집진기를 설계하였고, 유

중화되지 않고 하전을 띠고 있는 입자를 제거하여

량을 15 L/min으로 하였다.

시험 덕트에는 중화된 단일 입경의 입자만을 주입
하도록 하였다. 입자의 농도 측정은 CPC (Condensation
Particle Counter, 3776, TSI, 미국)을 사용하였다. 입
자 샘플링은 1차 전기집진기의 상류측과 하류측 그
리고 2차 전기집진기의 하류측에서 이루어졌고, 집
진효율은 다음 식으로부터 산출하였다.


     




     


Fig. 3. Schematic of the experimental setup for the
generation of 10-100 nm particles and measurement
of particle number concentration.

여기서,
  = 1차 전기집진기 집진효율
  = 1,2차 전기집진기 집진효율

n0 = 1차 전기집진기 상류측 입자 개수농도값
n1 = 1차 전기집진기 하류측 입자 개수농도값
n2 = 2차 전기집진기 하류측 입자 개수농도값
시험 덕트에서의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로 실내
공기 질 향상에 두 종류의 방전극이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가를 판단하기 위해 실제 상용중인 공
기청정기(지홈, Air master ACE-30)에 carbon fiber
Fig. 4. size distributions of silver and potassium
chloride particles used in this study.

sheet와 100 ㎛ 텅스텐 와이어를 방전극으로 하는 하
전부를 적용하였다. 실험 방법은 공기청정기협회 인
증시험인 CA인증시험법(SPS-KACA002-132, 2018)을

10-100 nm 입자 영역에서 단분산 입자를 발생시
키기 위해 그림 3과 같이 실험을 구성하였다. 은 입

적용하여 분진 청정화능력 및 오존발생량 실험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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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챔버에 시료를 벽면에서 10 cm 떨어진 곳에 위
치시켰다. 시험입자는 KCl 입자를 사용하여 0.3 ㎛
입자를  ×  농도로 발생시켜 20분간 초기농
도의 80% 이상 확보된 것을 확인 후 20분간 시험을
진행하였다. 입자 계측은 OPC (Optical Particle
Counter, Grimm 1.109, 독일)을 사용하였다.

3. 실험결과
Fig. 5. Charging part for commercial ESP air purifier.
(a) is 3D design image of air purifier components.
(b) is close-up images of charging part.

그림 5(a)는 실험에 사용한 공기청정기에 대한 3D

그림 7은 1차 전기집진기에서 인가전압에 따른
전류 그래프이다. 방전개시 전압이 carbon fiber sheet
방전극이 -4.3 kV 로 -5.4 kV 인 100 ㎛ 텅스텐 와이
어보다 낮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도면을 나타내고 있다. 대상 시료는 수막형 전기집
진기로써, 최대 풍량 시 7.8 L/min의 운전조건을 가
지고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기청정기 양
옆 두 곳에 하전부를 위치시켰다. 공기청정기 상단
에 있는 팬은 공기를 하전부에서 흡입하여 상부로
토출하도록 되어있으며 하전부를 통과한 공기는 평
행 전기집진판을 통과하여 먼지가 포집된다. 그림
5(b)는 두 종류의 방전극을 상용 공기청정기에 적용
하기 위해 제작한 하전부의 그림이다. 아크릴 재질
의 외곽 구조물 내 중앙에 방전극을 위치시켰고, 알
루미늄 판을 접지판으로 사용하였다.
Fig. 7. I-V curve for discharging electrodes used in
this study.

그림 8은 1차 전기집진기에서 10-100 nm에 해당
하는 입자에 대한 집진효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8(a)는 100 ㎛ 텅스텐 와이어, 그림 8(b)는 carbon
fiber sheet 방전극의 집진효율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그림 8(a), 8(b)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10-20 nm 크기의 입자는 입자 크기가 커질수록 집
진효율이 증가하고, 20 nm 입자 이후로 집진효율이
감소한다. 20 nm 입자보다 작은 입경에서 집진효율
이 감소하는 이유는 입자의 크기가 작아 입자가 1차
Fig. 6. Experimental setup for CADR evaluation.

그림 6은 분진 청정화 능력 시험을 진행하기 위한
챔버 내 구조도이다. 다음 그림과 같이 30 ㎥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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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1st stage ESP collection efficiency of (a) 100 ㎛ tungsten wire and (b) carbon fiber sheet with respect
to particle diameter.

하는 이유는 입자가 커질수록 입자에 작용하는 확

성이 떨어지고, 5-10 ㎛ 직경의 수많은 탄소섬유 다

산하전 감소로 인해 확산에 의한 입자포집이 감소

발로 이루어져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아 집진효율

하기 때문이다. 100 nm 이하의 입경에선 확산특성

의 산포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과 하전특성의 영향력 경쟁에 의해 집진효율이 결

그림 9는 1차, 2차 전기집진기에서의 집진효율을

정된다. 그림 8(a)와 그림 8(b)를 비교해보면 10-100

입자크기에 따라 나타낸 그래프이다. 그림 9(a)는

nm 영역에서 비슷한 수준의 집진효율을 확인할 수

100 ㎛ 텅스텐 와이어, 그림 9(b)는 carbon fiber sheet

있다. 이것으로 전기집진기에서 집진효율은 방전극

방전극의 집진효율 그래프이다. 그림 9(a), 9(b)모두

의 재질 및 크기보다 전류의 세기가 1차적으로 영향

10-100 nm 영역 내에서 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집

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림 8(b)의 그래

진효율이 로그형태로 감소하고 있다. 100 nm 이하

프에서 에러바가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텅스텐 와

에서 입자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입자하전 확률이

이어에 비해 carbon fiber sheet 방전극 형상의 균일

줄어들어 2차 전기집진기에서 집진효율이 떨어지는

Fig. 9. Total ESP collection efficiency of (a) 100 ㎛ tungsten wire and (b) carbon fiber sheet with respect to
particle dia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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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그림 8과 그림 9에서 10 nm 입자만 비교해

그림 10에서는 전압과 전류의 영향을 동시에 비

보면 집진효율이 비슷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하

교하기 위하여 소비전력에 따른 집진효율을 특정

전이 된 입자는 1차 전기집진기에서 대부분 집진되

입경만을 대상으로 비교하였다. 동일 소비전력에서

고, 하전이 되지 않은 입자만 2차 전기집진기를 통

carbon fiber sheet 방전극이 100 ㎛ 텅스텐 와이어 방

과하기 때문이다. 20 nm 이상의 입자들은 1차 전기

전극에 비해 높은 집진효율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

집진기에서 코로나 방전에 의해 하전은 되었지만

할 수 있다.

확산하전에 의한 전기이동도는 입자크기가 커질수

그림 11은 2차 전기집진기 하류측 샘플링 관에서

록 낮아지므로 집진되지 않고 충분히 긴 2차 전기집

2차 전기집진기는 전압을 인가하지 않고, 1차 전기

진기에서 집진되어 30 nm 이상 입경에서는 90% 이

집진기에만 전압을 인가한 후 오존농도를 측정한

상의 집진효율을 나타낸다.

결과이다. 20 mW 내의 동일한 소비전력에서 carbon
fiber sheet 방전극의 경우 수-수십 ppb 수준으로 수
백 ppb 수준의 오존농도를 나타내는 100 ㎛ 텅스텐
와이어에 비해 1/10 수준으로 낮은 오존농도를 기록
하고 있다.
그림 12는 제작된 하전기를 공기청정기에 적용하
여 챔버 내의 시간에 따른 분진농도변화를 보여주
고 있다. Carbon fiber sheet 방전극을 사용했을 때 동
일 시간 동안 더 빠르게 농도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농도변화를 이용하여 분진청정화능력
(CADR)을 구할 수 있고, 유량(㎥/min) 단위로 표시
되며 단위 시간 동안 깨끗한 공기를 얼마나 내보내
는가를 의미한다. Carbon fiber sheet 방전극을 사용
했을 때 CADR 값이 2.25 ㎥/min으로 100 ㎛ 텅스텐

Fig. 10. 1st stage ESP collection efficiency of carbon
fiber sheet and 100 ㎛ tungsten wire followed by
Power consumption with respect to particle sizes of
30 and 80 nm.

Fig. 11. Ozone concentration measured according to
power consumption from the char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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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어에 비해 CADR 값이 0.3 ㎥/min 더 높고, 적용
면적으로 2.2 ㎡ 더 넓은 것을 의미한다.

Fig. 12. Particle number concentration change over
time using 100 ㎛ tungsten wire and carbon fiber
sheet as charger. Exponential curve was used to
fi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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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전류에서는 비슷한 집진효율을 나타냈지만, 소
비전력 측면에서 carbon fiber sheet 방전극이 10-100
nm 입경에서 더 높은 집진효율을 나타냈다.
(2) 실험에 사용한 두 종류의 방전극을 실제 가정
에서 사용하는 공기청정기에 적용하여 실험한 결과,
carbon fiber sheet 방전극을 사용하였을 경우, 분진
청정화 능력시험에서 2.2 ㎡ 더 넓은 적용면적을 나
타냈다. 또한 오존 발생량 측면에서 carbon fiber
sheet 방전극을 사용하였을 경우 210분이 경과한 후
Fig. 13. Measured Ozone concentration measured
over time using 100 ㎛ tungsten wire and carbon
fiber sheet discharging electrode which are installed
in commercial air purifier.

지켜본 결과 100 ㎛ 텅스텐 와이어에 비해 1/10 수

그림 13은 210분 간 두 방전극을 사용한 공기청정

㎛ 굵기의 탄소섬유로 구성된 carbon fiber sheet를

기에 대한 오존 농도를 측정한 결과이다. 100 ㎛ 텅

방전극으로 사용하였을 때, 10-100 nm 크기의 입자

스텐 와이어의 경우 200분까지 로그함수 형태로 증

에서 더 높은 집진 효율을 보였고 0.3 ㎛ 입자로 실

가하다 그 이후 200 ppb 이상에서 포화가 되었다.

험한 분진 청정화 능력값 또한 우수한 것을 확인하

Carbon fiber sheet 방전극의 경우 100분 정도까지 점

였고, 오존발생량 측면에서도 1/10 수준으로 낮은

차 증가하여 26 ppb 수준까지 올랐다가 시간이 지남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carbon fiber sheet 방전극이

에 따라 다시 19 ppb 수준으로 감소하여 이는 100

기존의 100 ㎛ 텅스텐 와이어 방전극보다 우수하고,

㎛ 텅스텐 와이어의 1/10 수준이다.

충분히 가정용 전기집진기에 적용해 볼 수 있다고

준을 나타냈다.
위의 결과로부터 기존 전기집진기에 방전극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는 100 ㎛ 텅스텐 와이어보다 5-10

판단된다.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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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 발생량을 기존의 전기집진기에서 방전극으로
사용하는 100 ㎛ 텅스텐 와이어와 실험 대상으로 한
carbon fiber sheet 방전극을 비교하였다. 이를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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