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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xial-flow cyclone separator cluster can be used for a dust removal device 

inside a heating, ventilation, and air conditioning(HVAC) system of subway station. In this 

study, 3-dimensional computational fluid dynamics(CFD) analysis was performed to compare 

single unit axial-flow cyclone with couple unit axial-flow cyclone cluster. It is shown that 

the performance of cyclone separator is not influenced by number of single units but 

influenced by ability of single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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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호 설 명 

 

 Re :  Reynolds 수 

 u :  유체속도 [m/s]

 up :  입자속도 [m/s]

 Dp :  입자직경 [m]

 μ :  성계수 [N‧S/m2]

 k :  난류 운동에 지

 ε :  난류유동 에 지 소산율 [m2/s3]

하첨자

 p :  입자

1. 서 론

1974년 수도권 철이 개통된 이래 국의 

역시마다 지하철이 운행되기까지 계속해서 확장

을 거듭해온 지하철은 지 도 교통에서 차지

하는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운송수단이

다. 2006년 기 으로 일평균 국 지하철 이용 

인구가 570만 명에 육박했으며
(1)
, 시민들의 하루 

평균 지하철 이용 시간도 증가하고 있다. 지하철

이 생활의 일부가 됨에 따라 지하역사 실내 부유 

미세먼지에 의한 공기질 악화가 심각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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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로 두되고 있으며, 지하역사에서의 실내공

기질에 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해외 

요 도시들 마다 지하철에 한 미세먼지량 측

정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2)
 국내에서도 수

도권 지하철에서 미세먼지량 측정을 실시한 사례
(3)
가 존재한다. 이 연구에 따르면 재 지하역사

의 미세먼지 농도는 2004년 환경부의 지하생활공

간 공기질 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에서 정해진 

기 인 150 μg/m3을 상회하고 있다. Karlsson et 

al
(4)
의 연구에 의하면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미세

먼지는 지상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보다 호흡기

에 8배 이상의 독성을 지니기 때문에 지하역사

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효과 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재 지하역사 실내공기 리를 해 사용되고 

있는 공기조화기는 그 주기능이 미세먼지 감 

보다는 기, 배기  냉방과 같은 기본  공기

조화 기능에 이 맞춰져 있다. 세정과 교체가 

가능한 미세먼지 제거용 에어필터가 공기조화기 

내에 설치되 있지만 유지보수의 어려움으로 인해 

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최근 권순박 등은 이러

한 기존의 에어필터들의 단 을 보완한 새로운 

방식의 미세먼지 제거 장치로 축류형 사이클론이 

제안하 다
(5)
. 

사이클론 집진장치는 강한 원심력을 이용하여 

분진과 공기를 서로 분리하는 장치다. 사이클론 

집진장치에 유입된 분진과 이송유체는 사이클론 

내부의 형상으로 인해 강한 원심력을 가지게 되

는데 이 때 도가 큰 분진은 큰 성력으로 인

해 유동의 흐름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출구에서는 

깨끗한 유체만 배출된다. 이러한 사이클론 집진

장치는 설계와 유지보수가 간단하고 압력강하의 

변화가 없다는 장 을 지닌다.  

사이클론은 이송유체의 흐름에 따라 크게 2가

지로 분류가 가능하다. 입구와 출구의 유동방향

이 90°로 꺾이는 일반 인 형태의 사이클론

(tangential-flow cyclone)과 입구와 출구의 유동

방향이 동일한 축류형 사이클론(axial-flow 

cyclone)가 그것인데 자의 장치는 압력강하가 

크고 부피가 크다는 에서 지하 역사 에어필터

로는 합하지 않다. 반면 축류형 사이클론은 유

체의 이동방향이 변하지 않으므로 압력강하도 

고 기기의 부피도 작기 때문에 기존의 지하역사 

공기조화기 에어필터를 체할 장치로서 합한 

Fig. 1   Schematic of axial-flow cyclone 

        air filter system.

특징을 지닌다(6).

축류형 사이클론을 에어필터로 쓰기 해선 

Fig. 1과 같이 여러 개의 축류형 사이클론을 하

나의 유닛으로 묶은 형태의 미세입자 감장치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미세

입자 감장치의 개발에 앞서 단일 유닛으로의 

축류형 사이클론과 두 개의 축류형 사이클론이 

묶인 클러스터 유닛을 비교 수치해석 함으로서 

여러 개의 축류형 사이클론을 하나의 시스템에 

용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상들에 해 알아보

고자 한다.

2. 해석이론

2.1 이송유체 유동해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축류형 사이클론의 작동유

체속도를 2.5 m/s 로 가정한 결과 사이클론 내부

에서 난류유동이 측되어 FLUENT내의 난류모

델  하나인 Standard k-ε  난류모델을 사용하

다. 두 모델은 벽면의 경계층유동의 형상만 다르

고 경계층에서 먼 곳의 유동은 같은 이론을 사용

하므로 여기서는 Standard k-ε  난류모델만 설명

하기로 한다.

Standard k-ε  난류모델은 Launder와 Spalding

에 의해 제안된 이래 공학 인 수치해석 분야에

서 많이 이용되어 왔다. 넓은 범 의 난류유동 

운동에서 경제 으로 납득할만한 수 의 정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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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을 제시한다고 알려져 있다. 본 모델은 두 

개의 다른 수송방정식이 유체난류속도와 length 

scale값을 각각 독립 으로 계산한다. k와 ε에 

한 각각의 수송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1)

(2)

 식에서  ,  , 는 각각 평균속도 구배에 

의한 난류운동에 지의 생성, 부력에 의한 난류

운동에 지의 생성, 압축성유동에 의한 팽창율의 

변화가 체 인 소산율에 미치는 향을 나타낸

다. 본 모델에서는 온도구배가 없다고 가정하

으므로 온도구배의 향이 있어야만 생기는 

항은 무시하여도 된다. 각각의 식은 다음과 같다.

(3)

(4)

 식   에 한 완 식은 Boussinesq 이론과 

일치하도록 하여  를 산출한다. Boussinesq 이

론은 다음과 같이 표 된다.

(5)

여기서  는 난류 성계수, 는 평균변형율 계수

(Modulus of mean rate-of-strain tensor)를 나타

낸다. 난류 성계수는 다음과 같이 표 되며 본

래의 수송방정식에도 이용되는 계수이다.

(6)

식 (4)의  는 난류 Mach 수를 나타내며 다음과 

같이 표 된다.

(7)

여기서 는 음속(speed of sound)을 나타낸다.

수송방정식 (3),(4)에서 나머지 항들인 , 

, 들은 상수를 나타내며  , 는 k와 ε에 

한 각각의 Prandtl 수를 나타낸다.

2.2 입자궤 해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입자궤 해석방법은 

Euler-Lagrangian방법으로 일차 으로 Eulerian

법으로 해석된 유동장에  Lagrangian법으로 입자

궤 을 추 하는 방법이다. 이때 입자에 작용하

는 외력과 성력의 계는 다음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8)

 식의 우변에서 첫 번째 항은 항력, 두 번째항

은 부력을 나타내며  는 추가 인 라운확산, 

열 동력(Thermophoretic force) 등의 외력을 나

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력, 라운확산  열

동력 등은 수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미세입자의 

특성 상 무시하고 유체에 의한 항력만 고려하

다. 주요 해석입자가 수 마이크로 미터 크기를 

가지므로 Stokes 항력법칙이 용된다. 이때 항

력 는 다음과 같이 표 된다.

(9)

 식에서  는 Cunningham 미끄럼 보정계수를 

나타내며, 이는 입자가 수 마이크로미터보다 작

아지게 되면 입자 표면에서 유체의 상 속도가 

미끄러짐으로 인해 변하는 것을 보정하기 한 

계수이며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 된다.

(10)

여기서 는 유체의 평균자유행료 (mean 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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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를 나타낸다. 

3. 수치해석  해석결과

3.1 수치해석 모델

본 연구에서는 단일 축류식 사이클론과 클러스

터 형식의 축류형 사이클론에 해 수치해석을 

진행하 다. Fig. 2는 두 사이클론의 모델링 형상

이다. 축류형 사이클론 으로 기다란 통이 달려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축류형 사이

클론에 의해 집진된 먼지들이 모이는 분진통 부

분이다. 

수치해석은 상용 CFD 로그램인 Fleunt를 이

용하여 수행하 다. 두 모델 모두 tetrahedral 형

태의 격자를 사용하 는데 격자수는 각각 100만

개, 300만개가량을 사용하 다. 이는 클러스터 형

식의 장치가 크기가 훨씬 크기 때문이다. 입구 

조건은 동일하게 2.5 m/s의 유속 조건을 주었으

며 출구조건은 압력 조건으로 기압을 설정하

다. 

3.2 해석결과

해석 결과 단일 축류형 사이클론의 압력강하는 

11.08 mmH2O로 나타났으며 클러스터 형식의 축

류형 사이클론의 경우 압력강하가 9.53 mmH2O

로 나타났다. 이 정도의 압력강하는 기존 공기조

화기에 쓰이고 있는 에어필터를 충분히 커버할

Fig. 2  One unit axial-flow cyclone(left) and 

       cluster unit axial-flow cyclone(right).  

수 있는 정도의 수치이다. 

단일 축류형 사이클론과 클러스터 형식의 축류

형 사이클론의 압력강하가 비슷한 것을 알 수 있

는데 이를 통해 본 연구진은 여러 개의 핵심 유

닛이 병렬로 연결 되더라도 그 수는 체 시스템

의 성능에 향을 끼치지 않으며 단일 축류형 사

이클론의 성능에 더 큰 향을 받는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클러스터 형식의 축류형 사이클론 내부 유동의 

간섭 상이 나타났다. Fig. 3은 이러한 간섭 

상을 나타낸 그림이다. 오른쪽 핵심 유닛으로 들

어가는 공기의 흐름은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고 

왼쪽 핵심 유닛으로 들어가는 공기의 흐름은 푸

른색으로 나타나 있으며 양 출구 부분에 반 편

입구에서 유입된 공기의 흐름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양 핵심유닛 사이를 격벽으로 막고 다시 해석

을 해 본 결과 유동의 간섭 상이 압력강하나 

입자제거효율에 끼치는 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

타났다. 하지만 축류형 사이클론의 숫자가 늘어

난 체 시스템을 고려했을 때 이 상은 잠재

인 결 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추후의 연구에서

는 이 부분을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지하철 공기조화기 내 미세먼지 

감장치로 사용하기 해 고안된 축류형 사이클

론에 한 수치해석을 진행하 다. 실제 실험과 

수치해석을 비교함으로서 수치해석의 신뢰도를 

검증하고 검증된 방법을 통해 단일 축류형 사

Fig. 3  Stream line of cluster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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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클론과 클러스터 형식의 축류형 사이클론의 연

구를 진행하 다. 

수치해석 결과 축류형 사이클론이 여러 개 모

인 미세먼지 감장치의 성능은 사용된 사이클론

의 수보다 단일 기기의 성능에 더 큰 향을 받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향후 클러스터 형화

시 유동간섭 상의 해결이 필요한 것으로 측되

었다.

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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