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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mental study on enhancement of drying efficiency
of organic solvent using ionic wind

Jae Won Lee*, Dong Kee Sohn* and Han Seo Ko†

Abstract ‘Ionic wind’ is phenomenon induced by corona discharge which occurs when large electric 
potential is applied to electrodes with high curvature. The ionic wind has advantage that it could 
generate forced convective flow without any external energy like separate pump. In this study, 
‘pin-mesh’ arrangement is utilized for experiments. First, optimization of configuration is conducted 
with local momentum of ionic wind behind the mesh. Empirical equation for prediction about velocity 
profile was derived using the measured results. Secondly, the enhancement of mass transfer rate of 
acetone with ionic wind was analyzed. Also, the drying efficiency using a fan which has same flow 
rate was compared with ionic wind for identification of additional chemical reaction. At last, the 
drying process of organic solvent was visualized with image processing. As a result, it was shown 
that the use of ionic wind could dry organic matter four times faster than the natural condition.

Key Words : Ionic wind(이온풍), Corona discharge(코로나 방전), Image processing(영상 처리), 
Drying efficiency(건조 효율)

기호설명

v 이온풍의 속도 [m/s]
r 방사상의 거리 [m]
p 실험 상수 [m2]
D 메쉬 구멍의 직경 [m]
m0 초기 용매 질량 [kg]

m* 무차원 용매 질량

ηE 전기적 효율

V 인가 전압 [kV]
I 인가 전류 [mA]
Pe 소모 전력 [W]
Ph 유체 동력 [W]
t 시간 [s]

1. 서 론  

코로나 방전(Corona discharge)이란 두 전극에 높

은 전압 차이가 형성 되었을 때, 큰 곡률을 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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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전 전극(Emitter electrode)에서 전기장이 발생하

게 되어 인가 전압에 의한 국부 절연 파괴 현상으

로 인해 이탈된 자유 전자(Free electron)가 발생하

는 현상을 의미한다[1, 2]. 코로나 방전으로 인한 자

유전자의 이탈은 기 중의 플라즈마(Plasma)를 매

우 효율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다[3, 4].
기 중에서 플라즈마를 발생시킬 때 이온과 라

디칼(Radical), 화학적 부산물(Byproduct) 등이 생성

된다[5]. 또한, 생성된 이온이 극 사이에 형성된 전

기장에 의해 가속되고 전기적 중성 분자들과의 충

돌로 이온풍이 발생한다. 코로나 방전이 진행되는  

동안  이온풍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인가 전압의 

상승에 따라 특정 전압까지 이온풍의 운동량은 증

가한다. 이온풍은 전극에서 공기를 이루는 기체 분

자가 전자 이탈과 충돌로 인해 이온화된 분자들을 

이동시켜 류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별도의 펌

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진다[6].
방전 전극과 전극(Counter electrode)의 형태

에 따라 핀-메쉬, 핀-평판, 와이어-링, 와이어-평
판 등 다양한 방식이 있으며[7-14], 위와 같은 형

태에 따라 발생되는 전기장의 형태가 달라져 이

온풍의 유동 특성도 달라진다.
이온풍에 의한 강제 류 현상은 매우 다양한 분야

에서 각광받고 응용되고 있는 기술이다[15-18]. 규모 면에

서 제한적인 시스템 내부에 유동장을 형성하여 열전달 

효율을 향상 시킬 수 있으며[13, 19, 20] 공간 내에 형성된 

높은 밀도의 전기장으로 인해 발생한 화학적 부산물들

에 의해 오염 물질 제거에 응용될 수도 있다[21].
본 연구에서는 핀-메쉬 형태에서 발생할 수 있

는 효율적인 전극 구성에 한 최적화 연구가 진

행되었다. 또한, 동일한 유량을 발생 시키는 팬

(Fan)과의 비교를 통해 이온풍의 화학 작용에 한 

실험적 검증을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일정 표면에 도포된 유기용매에 한 

이온풍의 건조 효율을 측정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지금까지 이온풍을 활용한 유기 물질의 건조 효율성

에 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었지만[22, 23], 매우 제한

된 방법들로 효율성을 확인해왔다. 이번 연구에서는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반사광을 촬영한 후 MATLAB
코딩을 이용한 영상 처리(Image processing) 과정에 

의해 시간에 따른 건조 효율성을 확인하였다.

2. 실험 구성

2.1 유속 측정 실험

Fig. 1은 핀-메쉬 전극 형태에서 발생하는 전기

장의 영향에 의해 나타나는 시스템 내부의 유동장

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 도식이다.
목업으로 제작한 구조물의 윗부분에 방전 전극

으로 사용될 핀 전극을 고정시키고 아랫부분에 

전극으로 사용될 메쉬 전극을 고정시켰다. 방전 시 

발생하는 유속의 측정을 위해 유량 측정계

(TSI-9060A)를 사용하였다. L은 유속 측정이 수행

된 위치와 메쉬 전극 사이의 거리를 의미하며, 유
속 측정에 한 모든 실험에서 고정되었다. 또한, 
방사상으로의 유속 분포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유

체 동력의 정량적 분석을 위해 횡 방향으로 17개 

위치에서 0.0015m간격으로 측정을 시도하였다. 전
압은 방전 전극의 끝단에서 플라즈마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6kV에서부터 아크 방전(Arc discharge)이 

발생하게 되는 10kV까지 1kV간격으로 조절하였

다. 이를 위한DC 고전압 장치로는CONVERTECH
사의 SHV600R-50kV-12mA-P를 사용하였다.

Fig. 1. Experimental setup for measurements of 
velocity of ionic wind

Fig. 2. Schematic of mockup with located 
electr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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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Mesh electrodes with various hole diameters

Fig. 2는 전극이 위치한 부분을 확 한 그림이

다. 여기서 전극은 붉은색으로 표시되었다. 방전 

전극인 핀은 방전 시 표면에 발생할 수 있는 부식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텅스텐(Tungsten)으로 제

작되었으다. 메쉬 전극의 크기는 약 0.03×0.03m2이

고 STS304로 제작 하였으며, 적절한 방전 현상을 

위해 전극 사이의 거리는 0.015m로 고정하였다.
Fig. 3은 실험에서 사용된 메쉬 전극들의 사진이

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에서 메쉬 형태의 전극을 

전극으로 활용한 연구들은 많이 진행되었다[24, 25]. 
하지만, 메쉬 전극은 전기장에 의한 이온풍의 운동

량을 방해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즉, 메쉬 전극 

자체가 다공성 매질(Porous media)의 역할을 하게 

되어 압력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

점을 해결하기 위해 메쉬 전극의 가운데 부분에 

압력 손실을 줄여줄 구멍(Hole)을 제작 하였으며, 
메쉬의 절단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크 방전

을 방지하기 위해 구멍 주변에 절연 코팅을 하였다.

2.2 증발 효율 측정 실험

코로나 방전에 의해 발생하는 플라즈마는 주변 

공기 분자들로부터 여러 종류의 화학종을 발생시

킨다. 이 때, 발생한 화학종은 공기 중의 휘발성 유

기 화합물(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s)과의 

충돌 및 전기적 작용을 통해 인체에 무해한 이산

화탄소 및 수증기로 분해 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

다. 이러한 분해 현상은 유기 용매의 표면에서 나

타나는 농도 구배를 증가시켜 증발 현상이 더 활

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한다[26-31]. 증발 현상이 활

발하게 일어남에 따라 용매의 표면에 있는 분자들

은 주변 공기 중으로 확산되며, 이로 인해 용매의 

질량은 시간에 따라 감소하게 된다. 
방전 시 플라즈마가 공기 중에 발생시킨 이온에 

의한 휘발성 유기화합물인 아세톤의 분해 효과를 

전자 저울을 이용한 질량 변화를 통해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최적화된 전극 구성과 동일한 유량을 

발생시키는 팬을 이용한 실험을 진행했다. 이때, 
팬과의 비교를 통해 소모 전력당 감소하는 아세톤

의 질량을 시간에 따라 측정하였다. 아세톤이 용기

에 담겼을 때 공기와 접촉하는 부분의 직경은 각 

0.04, 0.05, 0.06m로 다양한 면적에 해 실험을 수

행 하였으며, 동일한 40ml의 부피를 가지는 아세

톤의 표면은 메쉬 전극으로부터 약 0.09m정도 떨

어진 곳에 위치시켰다.

2.3 건조 효율 측정 실험

  2.3.1 실험 방법

시간에 따른 건조 현상을 확인하기 위해 유기 

용매가 도포된 로드 부분을 증발 효율에 한 

실험과 같이 메쉬 전극으로부터 0.09m의 간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위치시켰으며, 전극 사이의 거

리는 유속 측정 실험과 동일하게 유지하였다.

Fig. 4. Measurement method for reduction of 
intensity by time; a) Before use of MTC 
and b) After use of M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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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는 건조 효율 측정을 위한 실험을 설명하

는 그림이다. 건조 효율 측정을 위한 유기 용매로

는 매니큐어(Nail polish) 약품을 활용하였다. 하지

만, 매니큐어 같은 유기 용매의 경우 건조가 완료

되는 동안 빛을 정반사 시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건조가 진행되는 동안 난반

사를 발생 시키는 유기 용매인 Mat Top Coat(MTC)
를 매니큐어 약품 위에 한번 더 도포하였다. 이를 

통해 시간에 따라 용매의 건조가 진행되는 과정에

서 반사광이 감소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2.3.2 영상 처리

건조 효율에 한 실시간 측정을 위해 MATLAB 
코드를 통한 영상 처리 방식을 활용하였다. 이에 

한 영상 처리 과정은 Fig. 5에 나타나 있다. Fig. 
5. a)와 같이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촬영된 회색조

(Gray scale) 이미지들을 시간 순으로 나열하였다. 
Fig. 5. b)에서는 도포된 부분에서 나타나는 반사광

의 변화를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해 특정 임계치

Fig. 5. Procedure of image processing for drying 
efficiency; a) Photographed images during 
experiment, b) Histogram analysis for 
binarization and c) Counting pixels in 
binarized images

(Threshold level)를 설정함으로써 흑색, 백색으로 

변환시켜 주는 이진화(Binarization) 작업을 하였다. 
Fig. 5. c) 와 같이 이진화된 이미지의 백색을 나타

내는 부분의 픽셀 개수를 시간 별로 계산하였으며, 
이를 통해 시간에 따른 건조 과정을 수치화 할 수 

있었다.

3. 결과 및 토의

3.1 유속 측정

실험을 통해 메쉬 전극을 통과한 이온풍의 유속 

분포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와 동시에 가우스 

곡선(Gaussian curve)을 나타내는 방정식의 형식을 

차용하여 유속 분포에 한 실험적 모델을 얻을 

수 있었다. 실험적 모델은 식(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maxexp       (1)

위 식에서 vmax는 중앙 부분에서 발생하는 이온

풍의 최고 속도를 의미하며 r, p는 각각 방사상의 

거리와 실험 상수로서 직접적인 실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상수값을 의미 한다.
Fig. 6은 구멍의 직경이 10mm일 때 6kV에서 

10kV까지 전압을 높이며 유속을 측정한 그래프이

다. Fig. 6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가우스 곡선을 

활용한 실험식과 메쉬 전극에서 발생하는 이온풍

의 유속 분포가 매우 잘 맞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구멍 직경이 10mm일 때 p값은 0.1로 일정했

으며, 최  유속은 전압의 크기에 비례하여 2.3m/s 
~ 4m/s정도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Fig. 7은 일정한 전압에서 메쉬의 구멍 직경(D)
을 다르게 하였을 때 발생하는 유속 분포에 한 

실험값과 실험적 모델을 비교한 그림이다. 위 그림

에서 확인할 수 있듯, 구멍의 크기가 6mm인경우

에는 중앙에서 매우 낮은 유속을 나타낼 뿐 아니

라 메쉬의 주변 부분에서도 다른 case들과 비교 하

였을 때 상 적으로 높은 유속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때문에, 실험 모델과 주변부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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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omparison between measured velocity and 
empirical model according to electric 
potential for a) 6kV, b) 7kV, c) 8kV, d) 
9kV and e) 10k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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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omparison between measured velocity and 
empirical model according to hole diameter 
for a) 6mm, b) 10mm and c) 16mm

험값 사이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또한, 16mm의 경우에는 압력 손실을 유발하는 

메쉬의 영역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구멍의 직경

이 10mm인 경우보다 더 낮은 유속을 나타내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Fig. 8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Fig. 8. a)는 구멍의 직경이 6mm일 때 발생하는 전

기장과 메쉬 전극 아랫부분에서 토출되는 이온풍

의 속도 크기를 도식화한 그림이다. 홀의 직경이 

상 적으로 작을 경우 방전 전극에서 생성된 전기

장은 방전 전극과 전극 사이를 통과하며 형성 

되기도 하지만(검은 선) 구멍을 통과하여 형성되

Fig. 8. Schematic of electric field and magnitude 
of velocity of ionic wind for a) D = 6mm 
and b) D = 16mm

는 전기장도 발생하게 된다(파란 선). 구멍의 주변

부에서는 검은 선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온풍의 운

동량과 파란 선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온풍의 운동

량 사이의 상쇄에 의해 유속의 크기가 결정된다.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게 될 때 6mm의 경우 검

은 선의 밀도가 더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주변부

에서 상 적으로 높은 유속이 발생하게 된다. 반
로 Fig. 8. b)와 같이 16mm의 경우에는 구멍 주변

부에서 유속은 거의 나타나지 않지만, 구멍을 통과

하여 발생하는 전기장의 밀도가 10mm의 경우 보

다 상 적으로 낮다. 이 때문에 최고 속도는 10mm
의 경우에 가장 크게 나타나고 이를 통해 구멍의 

직경에 한 최적 설계를 시도할 수 있었으며, 실
제 발생한 최고 유속과 실험 상수 p값에 해 

Table 1과 같이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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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aximum velocity of ionic wind and 
empirical constant for various hole 
diameters of mesh

6mm 10mm 16mm
vmax 1.62 m/s 3.05 m/s 1.92 m/s
p 0.0714 0.1 0.25

3.2 효율 측정

  3.2.1 화학 작용 실험

Fig. 9는 시간에 따라 이온풍을 작동시켰을 경우

와 작동시키지 않았을 경우에 발생하는 아세톤의 

질량 감소율을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무차원화된 

질량의 변화는 식 (2)를 통해 계산할 수 있다. 

m* = [m0 – m(t)]/m0         (2)

위 식에서 m(t)는 시간에 따라 측정된 질량을 의

미하며, 초기 질량인 m0는 31 ~ 31.5g으로 측정 되

었다. 접촉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화학종을 전달

시켜 주는 이온풍에 의한 영향을 받는 아세톤의 

면적이 넓어진다. 이 때문에 짧은 시간에도 증발 

현상이 더 활발하게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0 은 서로 다른 접촉 면적을 가지는 경우

에 해 이온풍과 팬의 전기적 효율에 한 그래

프이다. 전기적 효율성(ηE)은 전력 소모량(Pe)과 유

체 동력(Ph)에 한 인수로 표현 할 수 있으며 이는 

식 (3) ~ 식 (5)를 통해 계산할 수 있다.

Pe = VI              (3)

Ph = 












               (4)

ηE = Ph / Pe          (5)

그래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접촉 면적이 

넓어질수록 증발 효율이 상승하는 것을 두가지 경

우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동일한 유량

을 토출함에도 불구하고 전기적 효율성은 이온풍

을 사용하였을 경우가 약 5배 이상 높은 것을 확인

Fig. 9. Reduction of acetone mass by time with 
and without ionic wind for various contact 
diameters

Fig. 10. Electric efficiency for different contact 
area with ionic wind and fan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이온풍을 활용하였을 때 화

학적 반응에 의한 효율 증진이 나타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3.2.2 건조 효율 실험

건조 효율을 확인하는데 있어 도포된 약품의 표

면 부분에서 반사되는 반사광의 변화량을 정량화

하는 것을 목표로 실험을 수행하였다. 이에 한 

결과는 Fig. 1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용매가 도포된 표면에 이온풍을 충돌 시켰을 때 

발생하는 건조 효율은 이온풍을 활용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서 아

세톤을 사용하여 수행한 실험의 결과를 통해, 매니

큐어 약품이 도포된 표면에서 또한 강제 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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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Reduction of normalized reflected 
intensity according to time with and 
without ionic wind

상에 의한 기체의 충돌뿐 아니라 플라즈마에 의해 

발생한 화학종들과의 반응에 의해 건조 효율이 더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 방전에 의해 발생하는 이

온풍을 활용하여 최적 설계 및 건조 효율 향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험을 수행함에 있어서 ‘핀-메
쉬’ 전극 배치를 활용하였으며, 메쉬 전극에 구멍

을 가공하여 방전 시 발생할 수 있는 압력 손실을 

최소화하였다. 또한, 가공된 구멍의 직경에 해 

최적화를 진행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직경이 10mm
일 때 소모 전력 당 가장 큰 유량을 나타낸다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측정을 통해 국소적인 

위치에 한 유속을 구할 수 있었으며, 이를 기반

으로 가우스 곡선을 차용한 실험식을 세우고 실험

을 통해 유속 분포를 비교, 분석할 수 있었다.
최적화된 결과를 바탕으로 이온풍의 물질 전달 

향상에 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물질 전달 현상의 

연구에 있어 아세톤을 활용한 질량 감소율을 측정

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접촉 면적이 

넓어질수록 증발량이 증가한다는 것을 활인할 수 

있었다. 또한, 동일한 유량을 발생시키는 팬과의 

비교를 통해 방전 전극에서의 플라즈마 형성에 의

한 화학 작용 효과를 입증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매니큐어에 사용되는 유기 용매를 

활용한 건조 실험을 수행하였다. 이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영상 처리 과정을 활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건조율이 90%에 달하기까지 자연 조건의 경우 

88s, 이온풍에 의한 류 조건의 경우 약 25s정도 

걸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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