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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numerical study has been carried out on the optimization of an air cleaning 

system which was installed in a heating, ventilation and air conditioning system (HVAC) 

system of subway station for particle removal. Required particle removal efficiencies of three 

different air cleaning systems were calculated from ventilation rate, and indoor/outdoor 

concentration of PM10. Mass balance equations of PM10 were used to solve the required 

particle removal efficiencies. Fibrous filter was considered as an air cleaning system. 

Calculations were carried out about two different places which were waiting area and 

platform of subway station, respectively. This study proposed optimized design and operation 

condition of each air clean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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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하공간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한 노력은 최

근 지하철 역사로 확 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지

하철 역사는 지상 거주공간과는 달리 환기 조건

이 열악하며 내부에 오염 물질의 발생, 농축이 

쉽게 이루어진다. 특히 미세먼지의 경우 외기도

입을 이용한 환기 시 도로변의 공기를 끌어오기 

때문에 자동차에서 배출된 미세먼지 한 지하 

공간으로 유입되게 된다. 따라서 공조기 내부에

서 외기에 포함된 유해물질들을 반드시 제거해야 

하며 이에 따라 공조기 내부의 오염물질 감장

치의 역할이 매우 크다. 이를 해결하기 해서 

Kim and Oh
(1)
는 환기를 통한 공기질 개선 계획

에 한 연구를, Rho et al.
(2)
은 지하역사에 기

집진기를 용하여 입자 감에 한 연구를 수행

하 다. Kwon et al.(3)은 싸이클론(cyclone)을 

지하철 역사의 공조기에 용하는 연구를 수행하

다.  

본 연구에서는 지하공간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한 공조기 운  조건  공조기 내부에 설치되

는 입자상 오염물질 제거 장치에 한 이론  최

화 기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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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지하철 역사내 공간은 Fig. 1과 같이 크게 

합실(waiting area)과 승강장(platform)으로 나

어 공조가 이루어지게 된다. 합실의 경우 공조

기에 의해서 기와 배기가 이루어지며 승강장의 

경우 공조기에 의한 기와 배기 외에 팬(fan)에 

의해서 추가 인 기와 배기가 이루어진다. 이 

때 공조기의 경우 내부에 입자 감장치가 있어 

외부에서 유입되는 입자상 오염물질들을 감한

다. 지하철 역사내 합실의 경우 2구역으로 나

어 2 의 공조기가 각각의 공조를 담당하고 있

다. 이  한 구역에 해당하는 공간의 입자상 오

염물질의 경우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 할 수 있

다.



  

  




  





     (1)

여기서 V는 공조기 1 가 담당하는 합실 내부 

부피이며 CIA는 합실 내부 공기에 포함된 입자

상 오염물질의 농도, COA는 외기에 포함된 입자

상 오염물질의 농도, Q̇OA는 공조기에 의한 외기 

도입량, Q̇I는 침기(infiltration)에 의한 공기 유입

량, εAEE는 환기효율(air exchange effectiveness), 

εf는 합실 공조기 내부에 설치된 입자 감장

치의 입자 감효율을 나타내며, t는 시간, P는 

침기에 의한 입자 감량, Ṡ는 내부 입자상 오염

물질의 발생량, β̇는 력침강, 벽면 침착 등의 내

부 퇴 에 의한 입자상 오염물질의 감량을 나

타내고 있다. 식(1)은 CIA에 해서 다음과 같이 

해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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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Ventilation system of subway station.

식(2)는 t=∞일 경우 정상상태(steady-state 

condition)를 나타내며  다음과 같이 정리되게 된

다.

 






  

 

  (3)

  승강장의 경우 식(1)에서 팬에 의한 추가 인 

기  배기를 고려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4)

여기서 Qfan은 팬에 의한 추가 인 기  배기

량을 나타내고 있다. εf,1는 승강장 공조기 내부에 

설치된 입자 감장치의 입자 감효율을 나타내

며 εf,2는 환기팬의 기 시에 사용된 필터의 효

율을 나타낸다. 식(4) 역시 정상상태의 해를 구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5)

각 식에 용된 변수들의 값을 Table 1에 정리하

다. 실내 PM10 농도는 다 이용시설 등의 실

내공기질 리법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150μ

g/m3로 하 으며 외기에 포함된 PM10의 경우 

125μg/m3로 가정하 다.(4) 체 공간은 3000m3로 

하 으며 이는 지하철 체공간의 반에 해당한

다. Q̇OA와 Q̇fan의 경우 실제 지하철 역사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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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장비의 운 조건을 사용하 다. εAEE와 P 

값은 1로 가정하 다. 내부 입자 발생량 Ṡ의 선

정은 합실과 승강장을 나 어 선정하 다. 

합실의 경우 30㎍/(㎥․min)로 하 으며 승강장

의 경우 100㎍/(㎥․min)로 선정하여 계산을 수

행하 다.
(5,6)

Parameter Value

CIA 150μg/m3

COA 125μg/m3

Q̇OA
42000CMH

51000CMH

(waiting aera)

(platform)

Q̇I 900CMH

Qfan 102000CMH

εAEE 1

P 1

Ṡ
5400000μg/h

18000000μg/h

(waiting aera)

(platform)

β 495μg/h

V 3000m3

Table 1  Values for calculation

   

3. 계산결과  고찰

식(3)과 식(5)에 의해서 계산된 εf, εf,1, εf,2값을 

Table 2에 정리하 다. 각 효율들은 입자상 오염

물질 감장치에 요구되는 최소 성능을 나타낸

다. 각 요구 조건에 해탕하는 입자 감장치로 

섬유상 필터(fibrous filter)가 기본 으로 사용되

고 있다. 섬유상 필터의 경우 설계변수로 필터를 

구성하는 섬유의 직경, 충진율(solidity), 압력강하

량을 고려해야 한다. 각각의 설계변수들을 조

하여 PM10에 해서 요구되는 효율이 나오도록 

선정하는 방법으로 최 화가 진행된다.  

Required removal efficiency

εf, εf,1 80.1%

εf,2 68.7%

Table 2  Required removal efficiency

4. 결 론

지하공간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한 공조기 운

 조건  공조기 내부에 설치되는 입자상 오염

물질 제거 장치에 한 이론  최 화 기법을 소

개하 다. 역사내 공조기 운 조건  실내외 

PM10농도를 통해서 공조기 내부의 입자 감장치

에 한 최소 효율을 산출할 수 있었으며 이를 

입자 감장치의 설계에 용하는 방법을 제시하

다. 입자 감장치의 경우 섬유상 필터를 로 

제시하 고 필터의 섬유직경, 충진율, 압력강하를 

통해서 최 화된 필터를 제시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 연구에 해당하며 보다 개선된 

방법 제시를 해서는 계산 시 선정된 식에 한 

타당한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역사 

내부 입자 발생량  외부 입자 농도에 한 보

다 정확한 자료가 요구 된다. 앞으로는 이 을 

보완하는 연구와 산출된 입자제거성능 효율을 통

해서 섬유상 필터 외에도 기집진기, 싸이클론

과 같은 입자 감장치의 최 화에 용하는 연

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후     기

본 연구는 건설교통부 도시철도표 화2단계연

구개발사업의 연구비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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