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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원심력을 이용하여 특정크기 먼지 입자를 제거하는 

집진기는 먼지 제거에 있어서 저비용으로 효과적인 
성능을 발휘하는 오염 방지 장치중 하나이다. 여과기의 
제진 원리는 처리가스를 여과기 입구로 유입시켜 
선회류를 형성시키면 처리가스내 분진은 이에 의해 
원심력을 얻어 선회류를 벗어나 본체 내벽과 충돌하여 
집진되는 것이며 가동부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원심력을 제진에 직접적으로 이용하므로 입자가 큰 먼지 
제거에 있어서는 단독으로 사용되어 효과적인 성능을 
발휘하지만, 일반적으로 미세한 입자 제진의 경우에는 
집진기, 백필터등 고효율 집진기 전처리 장치로서 
활용되고 있다. 고출력용 Air cleaner는 엔진에서 
흡입되는 공기를 1차 여과기를 통하여 미세한 입자 
먼지를 제거하고 불순물로 인한 엔진 마모를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윤활유는 움직이는 표면 사이에 윤활막을 
형성하여 이러한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윤활유는 고체입자, 액체, 기체등 불순물 퇴적 
장소로서 역할도 하기 때문에 윤활유에 잔류하는 
고체입자 불순물의 경우 오히려 마모 원인이 된다. 
엔진 흡입공기를 통해 모래, 염분, 다양한 광물질 형태 

공기 중 부유 입자가 엔진 내부로 들어오게 되며 이들 
융점은 보통 연소 온도보다 높아 계속 고체형태 
마모원으로 잔류하게 되며 이들은 실린더-링 마멸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엔진 압축이나 연소 보다 
높은 압력은 연소 가스를 실린더-링 간극으로 밀어내게 
되며 이때 입자도 같이 윤활유 팬으로 이동되거나 
윤활막에 잔류하여 다음 스트로크시 윤활막을 따라 
윤활유 팬으로 이동되어 윤활유를 오염시킨다.  

실린더-링 간극 크기가 0.3～7㎛ 정도임을 감안하면 
이정도 크기 고체입자는 실린더-링 간극에 끼어 피스톤 
운동시 벽을 마모시키는 주요원인이 된다.실험에 의하면 
5～10㎛ 크기 고체입자가 엔진 마멸에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흡입공기에서 5㎛ 크기 이상 
고체입자를 제거하기 위한 고성능 Air cleaner 원리는 
회전유로 구조에 공기를 통과하여 원심분리 개념으로 
입자를 2차 제거하는 방식이다. 흡입공기 입구에 다량의 
원심분리형 튜브설치, 고체입자를 1차로 분리후 
이젝터를 통해 액적등을 제거함으로써 청정한 공기를 
엔진으로 공급한다. 

본 연구에서는 디젤 엔진 흡입용 Air cleaner에 
장착되는 여과기 집진기 형상, 내부 직경 변화, 실린더 
길이 변경등에 따른 포집 효율과 압력손실에 대한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2. 실험 해석결과 
2.1 실험모델 

본 연구에서는 여과기 형상에 따른 내부 유동 현상 및 
입자 궤적에 대한 영향에 대해 FLUENT라는 CFD 
코드를 사용하여 3-D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Fig. 1에 
본 연구에 사용된 기본형 여과기 3-D Surface Mesh를 
표현하였다. 
 

IGES파일 포맷으로 변환한다음FLUENT에서3-D 격자 
생성 경계조건 및 해석을 수행하였다. 

모델별 형상 차이로 인해 약간씩 다르지만 전체 메쉬의 
수는 85,000개이며 Tetrahedral형태이다.  

본 디젤 엔진 흡입용 Air cleaner는 전체 분당 65㎥/min의 
Intake Fan으로 흡입하여 청정공기 출구측은 59㎥/min, 
더스트 출구측은 6㎥/min의 유량으로 배출된다. 

   
(a)Basic Model 135˚ (b)Basic Model 70mm (c)Basic Model 16mm 

Fig.1  3-D Surface Mesh 
 
수치해석을 위한 경계조건을 산출하기 위해 입구측 면적과 
전체유량을 비교 계산하여 18m/sec의 속도로 입구조건을 
정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여과기는 소형 단품을 350개 
병렬로 연결하여 디젤 엔진 흡입용 Air cleaner를 구성하고 
있다. 소구경 축류식 여과기를 대량 병렬로 연결한 
Multicyclone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Table 1  Experimental condition 

Items Conditions 
Inhalation velocity 65 ㎥/min 

Discharge Velocity of Air 59 ㎥/min 
Discharge Velocity of Dust 6m ㎥/min 

Maximum 5 ㎛  
Minimum 75 ㎛  Diameter of Dust 

Selection : Average 30 ㎛ 

Angle  90˚,105˚,120˚,130˚,135˚, 145˚, 
150˚, 160˚ 

Diameter of cyclone 12.8, 14.8, 16.8, 18.8, 20.8mm
Length of cyclone 70, 72, 74mm 

 
내경을 변경시킨 모델의 경우 면적이 변하므로 경계조건도 
달라진다. 또한 입자 궤적을 표현하기 위한 입자 크기는 
5㎛～75㎛로 주었으며, 입자 크기 분포는 Rosin-Rammler 
분포도를 따르도록 하였다. 
 
2.2 여과기 회전각 변경 결과 
 입구 유도깃(helical guide vane)은 축류식 여과기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원심력 형성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유도깃 형상은 집진율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인자로 8개 모델 변수를 주어 상부입구 하단 
청정공기 출구, 먼지 배출구 측의 총압비교, 속도크기 비교, 
입자 궤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유도깃 회전각이 클수록 입구측 유로를 확보해주지 
못하여 총압이 커짐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압력손실을 
뜻한다.  Fig. 2는 X축 입자크기(㎛) Y축 먼지 배출구 측 
입경 분포(%)를 나타낸 그래프로 대략 36㎛를 전후로 
135°의 모델이 큰 입경 먼지에 대한 포집이 더 우세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Key words : CFD (전산유체 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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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rofile of particle diamete at dustout 
 
2.3 길이 변경에 따른 결과 
 원통형 실린더는 여과기에서 유도깃을 통해 원심력이 
형성된 유동이 먼지 배출구 측으로 효과적 유도할 수 있는 
형상 인자로 길이를 길게 하면 먼지 배출 효과는 커질 수 
있으나 압력강하를 유발할 수 있다    
 Fig. 3은 X축 입자크기(㎛), Y축 먼지 배출구측 입경 
분포(%)로 먼지 배출구 입경분포는 약 40㎛이상 입자에 
대해서 포집율이 기본형보다 나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먼지가 배출되는 유로범위가 확대됨으로써 유로 형성, 
속도 구배등에 유리해진 이유라고 사료된다. 
 

 Fig. 3  Profile of particle diameter at dustout 
 

2.4 내경 변경에 따른 결과 
 여과기 내경 변화는 기본형 모델에 대해서 유도깃을 통해 
형성될 원심력 크기 및 유로 형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입구측 형상의 압력 강하등 여과기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중 하나로 Fig 4 을 통해 내경을 
크게하는 경우에 입구측 유로 형성등에 기여하여 압력 
강하가 더 적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먼지 배출구 측에 있어서 영향은 X축 입자 
크기(㎛), Y축 먼지 배출구 측의 입경 분포(%)로 입경 분포 
등을 통해 보이는 것과 같이 큰 사이즈의 먼지에 있어서 
효율은 떨어짐을 알 수 있다. 이는 입구측 유로 형성은 
원활히 이루어져 압력 강하등에서 이점을 보였으나 먼지 
배출구 측 형상에 있어서는 변화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속도 크기, 입경 분포등에서 내경 변화 효과에 
영향을 주지 못 했기 때문이다. 
 

 Fig. 4  Profile of particle diameter at dustout 
 

2.5 실험 결과 
상기 수치해석 결과를 토대로 HJ-135Degree 모델이 30㎛ 

이상 입자 포집율에서 좋은 결과를 보여줌과 동시에 
압력강하도 상대적으로 양호하였다. 청정효율 실험의 경우 
가동시간은 3시간이며, 기준필터의 질량, 엘리먼트의 질량, 
공급될 먼지 무게를 측정하니까 먼지혼합비는 일정하게 
유지함을 알수 있다. 
 
Table 2  Conditions of ventilation resistance  

flow rate (㎥/min) percent(%) condition 
30.0 50.0 
45.0 75.0 
60.0 100.0 
75.0 125.0 

temperature 
: 30± 0.5℃ 
relative humidity   
: 50% 

 
Table 3  Conditions of clean efficiency  

flow rate (㎥/min) dust weight(g/m3) 

30.0 1.0± 0.05 
 

Table 4  Test results  
item new old result 

ventilation resistance 23.9mbar 24.2mbar good 
clean efficiency 99.91% 99.91% good 

 
3. 결론 

 본 연구에서는 여과기 회전각 변경, 길이 변경, 여과기 
내경 변경등 형상 인자 변화를 통해 총 16개 수치 모델을 
확보하여 압력 강하 속도분포 먼지 배출구측 입경 분포 
등에 대해 수치해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형상 변경의 경우 유도깃 회전각이 클 수 록 입구 측 
유로형성 확보가 어려워 압력 강하현상이 나타났으나 
135°의 회전각인 경우 압력강하가 약 30㎛이상이 먼지 
배출면에서 우수하다. 
2.길이 치수변경은 먼지 배출구 유로형상에 영향을 주어 
속도크기, 먼지 배출율도 증가한다. 
3.여과기 내경 변경의 경우 압력 강하면에서 내경 치수가 
증가할 수 록 즉 여과기를 크게 할 수 록 좋아지지만 먼지 
배출면에서 큰 먼지입자에 대한 배출율은 좋아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수치해석을 통해 유도깃 형상변경, 원통형 

실린더 길이 치수 변경,내경 변경등이 디젤 엔진 흡입용 
Air cleaner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종속적 요소이며, 이 
부분에 대한 다양한 조건에 따른 수치해석 및 실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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