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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on the inhalation force improvements of hood consisted one of the local 
ventilation systems attached the new device named as gas-guidance-device for removed a pollution 
source. The numerical method applying finite element method is calculated the velocity and pressure 
distributions of a moving fluid at the beginning and the inside of a hood with and without the 
gas-guidance-device in hood. And, the experimental study is measured the wind velocity using the 
anemometer at the same condition of numerical study. Also, the optimum shape of gas-guidance-device 
which is suitable for hood shape derived from the numerical and experimental results. The results of 
this study is supplied the important data to an industrial field for control of a pollution source in the 
engineering aspect. Moreover, the introduced technique of hood attached the gas-guidance-device is 
very useful to remove the harmful materials such as dust and waste happened in the manufacturing 
fa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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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설명

    : 난류점성계수

    : 난류에너지

     : 난류 소산률

    : 조도계수

   : 레이놀즈수

    : 입구속도

    : 관경 또는 길이

     : 동점성계수

1. 서 론

생산현장, 지하 공간, 터널 등 상당히 많은 응

용분야를 갖는 환기(Ventilation)는 외부가 아닌 곳

에서 발생되는 공기오염물질, 열 또는 수분을 공

학적인 방법으로 인간 및 제반 설비에 피해를 일

으키지 않도록 제어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러

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공기오염물질에 대한 사

람들의 인식은 그다지 높지 않았다. 산업화 초기

에는 외국으로부터 생산시설을 구입할 때 필요한 

산업 환기설비를 함께 들여왔지만, 그 후 상당부

분을 자체 제작하여 사용 하였다1). 또한 시설물

들이 형식적으로 설치된 것이 많았고, 이에 대한 

유지 및 보수가 잘 되지 않았다. 산업 환기의 중

요성이 부각된 시점은 노동자의 직업병에 대한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난 후 부터이다. 사
회적인 이슈가 되었던 사건으로는 원진레이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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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화탄소 중독, 형광등 제조공장 수은중독, LG 
전자부품 유기용제 중독에 의한 생식능력 장애등

이 있다. 이렇듯 이러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직

업병 진단, 작업환경측정 등에만 관심을 보여 왔

을 뿐이며, 공학적인 제어방법으로 환기효율을 

개선할 방안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특히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

고 제반 여건으로 인하여 이 분야에 대한 기술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작업 

현장에서 오염물질과 열을 배출하기 위하여 환기

시스템이 사용되고 있으나 근로자 중 그 효과에 

대한 의문을 갖는 경우가 많고, 그리하여 작업도

중 행동이 불편하다 하여 배기장치의 형태를 변

형하는 경우도 생겨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업현장에서 쓰이고 있

는 후드에 가스유도장치(Gas-Guide-Device)를 설치

하여 흡입으로 인한 후드 주변에 발생한 유동을 

시뮬레이션 해보고 가스유도장치의 최적 형상과 

위치를 도출하고자 한다. 

2. 이론해석

비압축성 유동과 정상상태라는 가정 하에서 난류

유동에 대한 일반적인 지배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2.1 연속방정식

일반적으로 유체의 유동은 변수인 속도, 압력, 
밀도, 온도와 이들의 공간적․시간적 미분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유체의 밀도는 에너지, 온도 등

에 의해 관계되며, 국소 압력구배는 유체운동으

로 작용하나, 이 유체운동은 질량보존의 법칙, 즉 

연속의 법칙에 의하여 제약을 받는다. 질량보존

의 법칙은 한 물질의 질량은 생성되거나 소멸함

이 없이 보존된다는 법칙으로 질량보존방정식(연
속방정식)은2,3) 다음과 같다.




                               (1)

2.2 난류 운동량 방정식

난류 모델은 난류 점성 계수를 취급하는 

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본 연

구에서는 난류를 풀기 위해서 k-ε난류모델을 썼

으며 k-ε모델에서는 난류에너지 k로부터 특성속

도를 구하고 점성수산율의 크기 ε으로부터 간접

적으로 특성길이를 구하는 모델이다4).




 

 



 


  (2)

여기서, 

     
 

                 (3)

난류 점성 계수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난류 

에너지와 소산률은 다음과 같이 구한다.
난류 에너지  방정식




  

 



          (4)

소산률 ε 방정식




  

 



   


(5)

여기서 G는 난류 생성항으로써 다음 식과 같

이 표시된다.

  



 


                    (6)

난류 운동에너지를 풀기 위해 사용되는 실험 

상수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Value of the constants in the k-εmodel

    

2.3 나비어 스톡스(Navier-Stokes Equation))
나비어 스톡스 방정식은 후드 및 덕트 주위로 

흐르는 공기 같은 유체와 기체의 흐름을 수학적

으로 기술한 것을 말한다. 국소배기장치 모델링

을 수치해석 하기위해 COMSOL MultiphysicsTM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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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을 사용하는데 본 프로그램에서 유동해석 

시 나비어 스톡스 방정식을 사용한다. 

2.3.1 유체 흐름의 운동량 관계식 모형

유체 운동량의 적분형 관계식은 다음과 같이 

유도될 수 있다.

 


 
 



          (7)

  식의 개념을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대상 부피

에 작용하는 외부 힘의 합은 선운동량의 순 유출

속도와 대상 부피 내의 선 운동량 변화 속도를 

합한 것과 같다.

2.3.2 Navier-Stokes 방정식












 
















 
















 













  (8)

2.3.3 와 가 일정한 비압축성 흐름에서의 

Navier-Stokes 방정식

비압축성 흐름의 경우는 ∇∙  이므로,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 좌표의 상황을 하나

의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                  (9)

특히 더욱 특수한 경우로서 비점성인 경우 즉, 
점도가 ‘o’인 경우의 식을 Euler 식이라고 불리며,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                        (10)

3. 수치해석

3.1 수치해석 프로그램

COMSOL MultiphysicsTM는 편미분방정식(PDE)

으로 구현된 물리현상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모델링 패키지 소프트웨어로, 이․공학 분야의 실제 

현상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문제를 빠르고 신속하

게 풀 수 있는 최고의 솔버기능을 제공하며, 사용

자 편의를 도모하도록 쉽고 간편하게 되어 있다. 
탁월한 유연성을 갖는 COMSOL MultiphysicsTM의 

모듈은 Equation으로 구분된 집합체이며, 각각의 

모듈에 들어있는 Equation간의 어떠한 조합도 가

능하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모델 구성 시 능동

적으로 물리 영역간의 조합을 구성할 수 있다. 
또한, 상용패키지로는 유일하게, GUI환경 안에서 

Built-In 지배방정식을 원하는 대로 수정할 수 있

으며, 제공되는 PDE폼을 이용하여 새로운 지배방

정식을 설정할 수도 있다.5) 

3.2 경계조건 및 수렴조건

먼저 경계조건으로는 후드 출구면(덕트 연결부)
에서는 Outflow Velocity Boundary Condition으로 

설정하였고, Free Surface는 Air(1atm)으로 설정하

였다. 또한 Wall에서는 유체유동이 발생하지 않

으므로 No Slip B.C.으로 설정 하였고, 뒷면, 즉 

후드 부 입구 뒷면은 계산영역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후드 및 주위 Surface의 총 격자수를 약 

14,000개로 형성하였고, 프로그램의 Cell Reynolds 
Number를 최소화하여 수치해석의 신뢰성을 높였

다. 

3.3 수치해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후드 입구에서 포착속도를 개선

하고자 제작된 가스유도장치의 성능 평가를 위하

여 COMSOL MultiphysicsTM를 사용하였다. 우선 

현장에서 사용 중인 후드를 대상으로 유동 시뮬

레이션을 통하여 직경이 400mm인 원형 덕트를 

통해 6.85m/sec의 유속으로 흡입되고 있는 경우, 
가스유도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경우와 장착된 경

우에 있어서 후드내의 속도분포 결과를 알아보았

다. 또한 가스유도장치의 최적 형상을 도출하여 

상용화가 가능한 고효율 후드를 제작․설계하고자 

여러 가지 형상의 가스유도장치를 모델링 한 후 

각각의 경우에서 얻은 수치해석 결과를 비교․분석

하여 보았다. 가스유도장치의 형상은 시제품으로 

제작할 덕트 및 후드의 크기를 고려하여 Fig.1과 

같이 폭(b)과 변(X:윗변, Y:아래 변)으로 나누어 

형상을 결정하고 유동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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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hape of Gas-Guide-Device

Table 2 Experimental stipulation for shape decision
[단위 : mm]

Table 2는 가스유도장치의 최적형상을 도출하

기 위한 실험조건을 보여주는 것으로, 가스유도

장치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제 산업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후드를 고려하여 가스유도장치의 

크기를 결정하였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각각의 경

우에 있어서 유속을 측정하였으며, 최적의 형상

도출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험조건으로 

채택한 가스유도장치의 형상들은 여러 가지 모의

실험을 통해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가스유도장

치의 X, Y의 길이 비가 약 50～65% 범위에 가까

이 접해 있을 때 후드의 제어속도나 풍량(평균유

속)의 결과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

에 실험조건을 Table 2와 같이 정리하여 연구를 

수행한 것이다. 그리고 Table 2의 실험조건들을 

통해 수치해석을 수행하고 얻어진 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가스유도장치의 최적의 형상을 도출해 

내고자 하였다. 

4. 수치해석 결과

4.1 가스유도장치 성능평가

가스유도장치를 후드 내에 장착하기 위해 어떠

한 형상으로 제작․설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우선, 첫 번째 후드의 입구에 

6.85 m/s의 유속으로 강제 배기시켜 후드 및 컨

베이어 상부 반제품 고무에서의 공기 유동을 2차
원 정상상태로 해석하였다. 기본적으로 유체의 

흐름을 비압축성이라 가정하면 후드 내의 레이놀

즈수(Re)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

여기서, 는 입구속도, 는 관경 또는 길이,
        는 동점성계수

결국, 레이놀즈수가 4000 이상이므로 난류유동

해석을 하였다. 또한 20℃, 1기압의 공기를 기준

으로 후드 주위의 유동을 해석하였다. 
Fig. 2는 시뮬레이션을 통한 유속 측정을 위하

여 가스유도장치가 장착된 후드 내에서 Probe의 

위치를 개략도로 보여주고 있다. 본 실험에서는 

가스유도장치의 최적 형상 도출을 위해 5개의 

point에서 유속을 측정하였으며, 각각의 Point에서 

유속을 측정함으로써 그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

었다. 

Fig. 2 Probe Position on velocity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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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ase have no Gas-Guide-Device

Fig. 4 Case have Gas-Guide-Device

4.2 가스유도장치 최적형상 결정

Figure 3,4를 살펴보면 가스유도장치를 장착하

지 않았을 경우 확인할 수 없었던 와류가 장착하

였을 경우 형성되는 결과를 확인하였으나, 여기

서 형성되는 와류는 본 연구에서 추구하고자 하

는 후드 입구 양쪽 끝단에서 분진의 흡입능력을 

향상시키고 고효율 후드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참

고문헌 및 실무자들의 자문을 통해, 크게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아니라고 전제를 하였다. 하지만 

되도록 와류의 형성이 적게 일어나는 가스유도장

치의 최적 형상을 도출하기 위해 각 경우에 있어

서 와류의 발생형태를 비교 ․ 분석하였고, 가스유

도장치의 형상을 바꾸면서 후드 입구에서의 유속

을 측정한 결과를 종합하여 Table 3에 나타내었

다.

Table 3 Velocity distribution of measurement point 
on experimental stipulation

[m/s]

         지점
구분

point 
1

point 
2

point 
3

point 
4

point 
5

G125-5:5 1.208 1.379 1.208 1.380 1.207

G125-4.5:5.5 1.207 1.391 1.269 1.394 1.209

G125-4:6 1.213 1.396 1.275 1.399 1.212

G125-3.5:6.5 1.207 1.392 1.271 1.390 1.206

G125-3:7 1.205 1.406 1.321 1.403 1.204

G125-5:5 1.208 1.356 1.209 1.355 1.207

G125-4.5:5.5 1.207 1.368 1.235 1.368 1.208

G125-4:6 1.211 1.389 1.253 1.377 1.210

G125-3.5:6.5 1.207 1.384 1.260 1.383 1.207

G125-3:7 1.207 1.396 1.281 1.396 1.208

G125-5:5 1.209 1.330 1.173 1.299 1.208

G125-4.5:5.5 1.205 1.342 1.193 1.340 1.205

G125-4:6 1.213 1.363 1.216 1.361 1.211

G125-3.5:6.5 1.206 1.366 1.237 1.367 1.205

G125-3:7 1.206 1.338 1.255 1.336 1.214

Table 3은 가스유도장치 형상 결정을 위한 실

험조건에서 유동 시뮬레이션 수행한 뒤 측정지점

에서 각각의 유속을 측정한 결과를 종합하여 정

리한 것이다. 우선 가스유도장치의 폭(125, 150, 
175)과 변(X, Y)의 비에 대하여 유속측정 결과를 

분석하였다. 가스유도장치의 폭이 125일 경우 후

드 양쪽 끝(Point 1, 5)과 가스유도장치 사이(Point 
2, 4)에서 측정된 유속을 비교하여 본 결과 X, Y
의 비가 4:6일 때 유속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가스유도장치의 폭이 

150과 175일 때 측정지점에서의 결과를 비교․분석

하여 본 결과 마찬가지로 X, Y의 비가 4:6일 때 

전반적으로 유속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

다. 이를 토대로, 가스유도장치의 X, Y의 비가 

4:6일 때 후드의 양쪽 끝단에서 흡입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본 연구에서 추구

하고자 후드 입구 양쪽 끝단에서 Gas의 흩어짐을 

막고 미처 흡입하지 못하고 이송되는 분진을 보

다 효과적으로 포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가스유도장치의 폭(b)이 125, 150, 175일 경우에 

있어서 X, Y의 비가 4:6일 경우, 가스유도장치의 

폭을 얼마로 하였을 때 보다 효과적인지 알아보

기 위하여 시뮬레이션을 분석하여 본 결과, 폭(b)
이 150이나 175일 경우에도  후드 입구 양쪽 끝

단 및 후드와 가스유도장치 사이에서 유속이 비

교적 빠르게 나타났지만,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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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드 내 가스유도장치 상부 끝단에서 형성되는 

와류를 고려하여 볼 때, 가스유도장치 폭이 125
일 때보다 150, 175일 때 와류의 형성이 비교적 

크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하여, 본 수치해석 결과

를 통해 가스유도장치의 최적형상으로는 가스유

도장치 폭이 125이고, X, Y의 비가 4:6인 

[G125-4:6] 가스유도장치를 선정하기로 하였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국소배기장치 내 후드에서의 흡

입효율 증가를 위한 가스유도장치 개발과 관련하

여 다중물리해석프로그램을 이용한 연구에서 다

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본 연구에서는 COMSOL MultiphysicsTM 프
로그램을 사용하여 후드 내 가스유도장치의 효율

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2) 시뮬레이션 결과를 분석하여 보면 가스유도

장치가 없을 경우 발견하지 못했던 와류가 가스

유도장치 장착 후 발견 되었다. 이렇게 형성된 

와류는 흡입효율저하의 요인이 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후드 입구 

양 끝단의 포집효율향상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았다.
(3) 수치해석결과 가스유도장치가 없는 후드보

다 가스유도장치가 있는 후드의 경우 후드주변의 

속도가 증가함을 볼 수 있었다. 

(4) 본 수치해석 결과 가스유도장치의 최적의 

형상은 폭(b)이 125mm이고, 변(X, Y)의 비율이 

4:6일 경우에 흡입효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5) 본 연구결과는 환기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

는 공기오염물질을 발생하는 전반적인 사업장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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