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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rve as a method for reducing the particulate matter deposited on the indoor surface to maintain comfortable 
indoor air quality. To reduce the particulate matter deposited on the indoor surface, resuspension flow was generated. The optimal 
resuspension flow discharge direction and angle were confirmed experimentally for the effective interior surface deposited particulate matter 
reduction. To reduce the particulate matter deposited on the indoor surface, resuspension flow was generated in each direction to resuspend 
the deposited particulate matter and was then reduced using an air purifier. Resuspension flow was generated at 0˚, 90˚, 180˚, 270˚, 
and four-way based on the air front inlet. The experiment for each angle to reduce the deposited particulate matter measured the wind speed 
in the front inlet of the air purifier by generating the resuspension air flow at 30˚, 60˚, and 90˚ angles. Resulting from the experiment 
to remove indoor particulate matter using only the air purifier, the difference in the concentration of indoor particulate matter after the 
operation of the air purifier and when resuspended to confirm the removal of the deposited particulate matter was 47㎍/㎥. Meanwhile, 
resulting from the experiment that reduced indoor particulate matter by generating resuspended air flow for each direction, the difference in 
the indoor particulate matter concentration was 15㎍/㎥ at 0˚, 17㎍/㎥ at 90˚, 12㎍/㎥ at 180˚, and 19㎍/㎥ at 270˚. Resulting from 
the four-way experiments, the difference in the indoor particulate matter concentration was 6㎍/㎥. Therefore, the effect of reducing 
particulate matter deposited on the indoor surface by using four-way resuspension airflow was the best. As a result of measuring the average 
wind speed at the front inlet of the air purifier based on discharge angle, the wind speed was found to be 0.74m/s at 30˚, 0.75m/s at 
60˚, and 0.77m/s at 90˚; thus, the wind speed was the fastest at 90˚.

………………………………………………………………………………………………………………………
키워드 : 미세먼지, 실내 미세먼지, 미세먼지 재부유, 공기청정기, 토출각도

Keywords : Particulate Matter, Indoor Particulate Matter, Particulate Matter Resuspension, Air Cleaning Devices, Resuspension 
Flow A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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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및 목적1

환경부의 발표에 따르면 현대인의 하루 평균 실내 거

주 시간은 약 21시간으로 전체 일과의 약 88%에 해당한

다.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실내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실내 미세먼지에 대한 노출이 증가할 수 있다.

실내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것은 만성 기관지염, 폐 기

능 손상, 면역 기능 악화 등을 유발해 천식과 같은 호흡

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Pope et al, 2004; Ristovski et 

al, 2011; Pope & Dockery 2006). 이와 같이 실내 미세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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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노출될 경우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심각한 

경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실내 미세먼지 저

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실내공기질 관리법 및 시행규칙을 시행하

여 10대 공기 유해 물질을 관리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실내 미세먼지에 관한 유해성이 대두되면서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정부의 노력이 이행되고 있다. 

실내 공기 유해 물질 중 하나인 미세먼지는 입자 형태

로 된 물질로, 입경이 10㎛ 이하인 매우 작은 먼지(PM; 

Particulate Matter)를 뜻하며, 중금속 등이 함유되어 있을 

경우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Oh et al, 2014). 

미세먼지는 호흡기 및 피부를 거쳐 인체 내로 침투할 수 

있으며 침투 후 혈관을 따라 체내로 이동할 수 있다. 이

로 인해 천식, 호흡기질환, 심장질환, 뇌졸중, 암 등의 발

생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WHO : World 

Health Organization)는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분류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미세먼지 예·경보를 실시하

고 실내 미세먼지를 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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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범국가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입자상 물질인 미세먼지를 효

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그에 적절한 제거 방법이 

필요하다. 실내의 입자상 물질은 기류에 따라서 자유롭게 

3차원 유동 하여 바닥 및 벽면, 가구 등에 흡착 및 침착

되며, 외부 자극에 의해 재부유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

만, 현재의 공기청정 기술은 공기중에 부유하고 있는 공

기만을 포집하여, 공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미세먼지를 제

거하기 때문에 침착(흡착)되어 있는 미세먼지의 제거는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침착되어 있는 미세먼지를 재부유하여 미세

먼지를 제거한다면 실내의 미세먼지 총량을 제거하여, 더

욱 효과적으로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보다 더욱 쾌적한 실내 공기질을 유

지하기 위해, 실내 표면에 침착된 미세먼지의 재부유를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연구의 기초 단계로

서, 실내 표면에 침착된 미세먼지를 강한 기류를 통해 재

부유 하는 방법에 있어 최적의 토출 방향과 각도를 도출

하기 위한 실험을 실시하였다.

2. 선행 연구

실내 미세먼지는 실내에서의 조리, 흡연, 재실자의 활

동 등에 의해 발생하며, 발생된 실내 미세먼지는 중력, 

정전기력에 의해 실내 표면 및 공기조화기 덕트 내부에 

침착한다(Nazaroff, 2014; Kang et al, 2018). 공기조화기 

덕트 내 침착된 미세먼지는 진동이나 난기류에 의해 재

부유 될 수 있으며, 실내 표면에 침착된 미세먼지는 재실

자의 보행 및 실내 활동, 실내 기류 유동에 의해 재부유 

될 수 있다(Sippola et al, 2002; Ferro et al, 2004).

일반적으로 실내 미세먼지는 환기구, 창호 개폐에 의한 

자연환기 또는 공기청정기 등을 활용한 기계식 환기를 

통해 저감한다. 최근 실내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짐에 따라 공기청정기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Park, 2016), 공기청정기의 경우 공기 중에 부유하고 있

는 미세먼지만 포집하여 저감시킬 수 있기 때문에 표면

에 침착되어 있을 경우 실내 미세먼지 저감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표면에 침착되어 있는 미세먼지도 제거할 

수 있는 공기 청정 기술 연구가 필요하다.

미세먼지 재부유와 관련된 선행 연구는 다음과 같다.

Serfozo et al, 2014의 연구에서는 실험실 내 재실자의 

보행에 의한 실내 미세먼지의 재부유에 관하여 실험하였

으며, 보행의 속도나 패턴에 따라 미세먼지의 재부유의 

영향이 크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Qian et al, 2007의 연구

에서는 인체 활동에 의한 미세먼지 재부유를 챔버 실험

을 통해 수행하였다. 비닐 재질, 오래된 카펫과 새 카펫 

3가지 재질의 바닥재에 따른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새로

운 카펫의 재부유율이 비닐 재질 바닥재보다 훨씬 높았

음을 확인하였다. Mukai et al, 2008의 연구 또한 실내 표

면의 재질과 풍속에 따른 미세먼지의 재부유에 관하여 

연구하였으며, 풍속이 증가할수록 미세먼지의 재부유가 

크게 증가하고 바닥의 재질에 따른 미세먼지의 재부유는 

변화 없이 일관성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Theron et al, 

2020의 연구에서는 팬의 속도에 따른 미세먼지 재부유를 

실험하였으며, 벽 표면에 부착된 미세먼지가 표면 거칠기

에 따른 기류의 영향을 받는지를 연구하였다.

이와 같이 선행 연구들은 실내 재실자의 보행패턴 및 

보행속도에 따른 재부유율 또는, 실내 표면의 재질과 거

칠기, 풍속에 따른 챔버 내 미세먼지의 재부유와 시뮬레

이션을 통해 실내 미세먼지의 재부유 거동을 연구한 사

례는 다수 수행되었으나, 실내 기류의 방향과 각도에 따

른 미세먼지의 재부유와 관련된 연구는 보고되지 않고 

있다.

3. 실내 미세먼지 특성

미세먼지는 WHO 산하 국제 암 연구소인 

IARC(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가 지

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IRAC, 2020). 10㎛ 이상의 큰 먼지

는 대부분 코, 기관지에 걸러져서 제거되는 반면, 10㎛ 

이하의 미세먼지는 폐까지 도달하여 침착될 수 있다. 미

세먼지의 급성 노출은 호흡기 질환을 증가 시키며, 폐 기

능을 감소시킨다(Nicolai, 1999).

실내 미세먼지는 크게 실외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와 

실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로 나누어진다. 실외 미세먼

지는 꽃가루, 세균 등과 같이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요인

과 자동차, 연료 연소, 공장 등에 의해 인위적으로 생성

되는 요인이 있다. 이와 같은 실외 미세먼지는 실내로 유

입되어 실내 미세먼지 농도를 상승시킨다. 실내 미세먼지

는 실내에서의 흡연, 요리, 청소, 조리 중 태워지는 물질

과 같은 실내 재실자의 활동으로 인한 요인으로부터 발

생하게 된다(McCormack et al, 2008; Slezakova et al, 

2009; Pagels et al, 2009; Ott et al, 2006).

실내 미세먼지는 외부 미세먼지의 유입 및 실내 발생

원에 의해 생성된다. 외부 미세먼지는 실내·외 압력차에 

의해 틈새 등을 통해 실내로 유입되게 된다. 이러한 과정

에서 미세먼지가 여과 손실되고 손실되지 않은 미세먼지

는 실내로 유입되게 된다(Yeo et al, 2017).

실내 미세먼지의 거동 특성은 다음 Fig. 1과 같다. 실

내 미세먼지는 재실 행위가 종료되면 중력, 정전기력 등 

다양한 힘에 의해 실내 표면에 침착될 수 있으며, 특히 

기류 속도가 낮아 정체되는 부분에 많이 발생할 수 있다

(Habchi et al, 2016). 침착된 미세먼지는 공기역학적 힘, 

진동, 정전기력 등이 중력, 정전기력 같은 침착력보다 크

게 되면 재부유 된다(Zhang et al, 2012). 실내에서는 재

실자의 청소, 보행 같은 움직임과 공조 덕트 작동에 의해 

재부유 될 수 있으며, 재부유 된 미세먼지는 인체에 영향

을 줄 수 있다(Oberoi et al, 2009; Goldasteh et al, 2014; 

Corsi et al, 2008; Park et al, 2019). 이와 같은 재부유를 

일으키는 요인들이 사라지면 다시 실내 표면에 침착하게 

된다.

실내의 미세먼지는 외부에서 기류가 유입되는 실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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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할수록 실내 오염물질의 농도가 낮게 나타나며, 기류가 

정체하는 실일수록 오염물질의 농도가 높게 나타난다

(Ryu et al, 2006).

Fig 1. moments and forces acting on the particle

4. 연구방법

4.1 Mock-up 개요

본 연구는 침착된 미세먼지의 재부유를 위한 최적의 

토출 방향 및 각도 선정 실험으로, 공기청정기 하부에 별

도의 재부유 기류를 발생하여 실험하였다. 본 실험을 위

해 mock-up 실험동을 구축하였으며, 상세 규격 및 측정 

장비의 개요는 Table 1과 Fig. 2와 같다. 

mock-up 실험동은 2,000mmⅹ1,800mmⅹ2,200mm(가로

ⅹ세로ⅹ높이), 체적 7.92m³로 구성하였으며, 실 바닥 재

질은 폴리염화비닐 재질이다. 외부로부터의 침기 및 누기

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의 모서리, 문틈, 창을 일축 연신 

폴리프로필렌 기재로 밀폐하였다.

mock-up 실험동 실내는 온도 25℃(±2.5℃), 상대습도 

50%(±5%)로 유지하였으며, 30T HEPA 필터와 30T 탈취

필터를 장착한 공기청정기를 사용하였다. 공기청정기 배

치 위치에 따른 제거 성능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실의 

중앙에 배치하였으며(Eom et al, 2020) 미세먼지 측정기의 

측정 위치는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인 1.2m 높이에서 

측정하였다.

미세먼지 농도 측정을 위해 TSI 社의 DUST TRAK 

8530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실내 기류 측정을 위해 

TESTO 社의 480 Hot Ball Probe 모델을 사용하였다. 

온·습도 조건 확인을 위해 TESTO 社의 174H 모델을 사

용하였으며, 침착된 미세먼지 재부유를 위한 기류 발생 

장치는 HB-R1002 모델을 사용하였다.실내에서 발생하는 

기류속도는 Mock-up의 평면, 체적과 매우 밀접하여 본 

실험 이전 선행 연구를 통해 본 Mock-up 에서 0.7~0.8m/s

의 기류속도가 최적인 것을 도출하였다. 따라서 

0.7~0.8m/s의 기류를 조성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Aerosol Monitor
Dust Trak 8530

Concentration 0.001~400 mg/㎥
Particle Size 0.1~10 ㎛

Air Flow Meter
TESTO 480 (Hot Ball Probe)
Velocity 0.00 ~ 10.00 m/s

Temperature & Humidity Data Logger
TESTO 174H

Temperature -20~+70 ℃

Humidity 0~100 %RH
Blower

HB-R1002
Capacity 240 ㎥/h

Static Pressure 300 mmAq

Table 1. Measurement Equipment Overview 

Fig 2. Mock-up Overview 

4.2 실험방법

본 연구는 3개의 case로 수행하였으며, case.1 공기청

정기의 기본 저감 성능, case.2 재부유 기류 방향별 저감 

성능, case.3 재부유 기류 토출 각도별 공기청정기 흡입구 

풍속을 확인하였다.

이는 공기청정기의 하부에서 발생된 기류가 실내를 순

환하여 다시 공기청정기 흡입구에 도달하기까지 최고 풍

속을 나타내는 각도를 산정하기 위함이다. 바닥 면에 침

착되어 있는 미세먼지의 재부유를 통해, 미세먼지가 공기

청정기의 흡입구로 최대한 많이 유입되어야 보다 효과적

으로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실험

을 진행하였다. 

case. 1과 case. 2는 4단계로 수행하였으며 실험 과정

은 Fig. 3와 같이 미세먼지 발생, 미세먼지 제거, 미세먼

지 침착, 미세먼지 저감량 확인으로 수행하였다. 미세먼

지는 옥수수 분말과 숯을 결합하여 제작된 인센스 스틱

(incense stick)을 동일한 양을 발화하여 고농도의 미세먼

지 농도를 조성하였으며, 실내 미세먼지 농도는 다중이용

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치인 100㎍/㎥로 조성하였다.

미세먼지 제거 단계에서는 100㎍/㎥에서 공기청정기 작

동 및 재부유 기류를 발생하였다. 해당 과정은 총 6개의 

조건을 실험하였으며 Table 2와 같다. case.1은 공기청정

기만 가동한 실험, case.2는 Fig. 4와 같이  공기청정기의 

정면 흡입구를 기준으로 0˚(360˚), 90˚, 180˚,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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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방향을 선정하여 방향별 실내 미세먼지 재부유를 위

한 기류를 발생시켜 공기청정기를 작동하였다. 또한, 

4-way 에서는 앞서 선정한 네 방향 모두에서 토출하여 

침착 미세먼지를 재부유 시켰다. 실험을 위한 공기청정기 

및 재부유 기류 발생은 각각의 실험마다 5분 동안 가동

하였으며, 모든 실험의 재부유 기류 풍량은 동일하다. 

미세먼지 침착 단계에서는 실내 기류를 안정화 시키기 

위해 6시간 동안 실내 미세먼지를 침착 시켰다. 

미세먼지 제거량 확인 단계에서는 재부유를 통한 실내 

미세먼지 제거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침착된 실내 미세

먼지를 재부유 시켜 최종적인 실내 미세먼지 농도를 확

인하였다.

Fig 3. Experiment Flow Chart 

Case Air 
Purifier Fan Time 

(min)
Discharge 
Direction

Resuspension
capacity
(㎥/h)

1

On

Off

5

X X

2 On

0˚(360˚)

240㎥/h
90˚

180˚

270˚

4-way 60㎥/h * 4

Table 2. Case1,2 Resuspension Flow Discharge Direction

Fig 4. Resuspension Flow Direction Plane Figure Overview

위 실험을 통한 최적의 기류 방향을 선정한 뒤 case.3토

출 각도에 따른 공기청정기 흡입구 풍속을 측정하였다. 해

당 실험은 선행 실험인 방향별 재부유 발생 기류를 30˚, 

60˚, 90˚각도로 토출하여 공기청정기의 정면 흡입구 풍

속을 측정하였으며, Fig. 5와 Table 3과 같다.

30˚
60˚

90˚

Fig 5. Resuspension Flow Discharge Angle  

Case Direction Angle Capacity

3 0˚(360˚), 90˚ 
180˚, 270˚ 30˚, 60˚, 90˚ 240㎥/h

Table 3. Case3 Resuspension Flow Discharge Angle  

5. 실험 결과

본 실험은 1개의 대조군과 5개의 실험군으로 구성하여 

실시하였다. 대조군은 100㎍/㎥ 농도에서, 공기청정기만  

작동하여 미세먼지 농도의 저감을 확인한 것이며, 실험군

은 각 방향별로 설치된 Fan과 함께 공기청정기를 작동시

킨 것이다.

100㎍/㎥ 농도에서 실내 미세먼지 제거는 5분간 실시하

였으며, 이후 6시간 동안 실내 미세먼지를 침착 시켰다. 

저감량 확인을 위해 침착된 미세먼지를 재부유 시켜 실

내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였다. 

5.1 공기청정기를 통한 실내 미세먼지 저감

본 실험은 공기청정기만 이용하여 실내 미세먼지를 제

거하는 실험으로 공기청정기의 실내 미세먼지 기본 저감

량을 확인하는 실험이다. 실험 결과는 다음 Fig. 6와 같이 

A 구간에서 실내 미세먼지 농도는 2㎍/㎥까지 저감되었

다. B 구간에서는 8㎍/㎥로 나타났으며, C 구간에서 55㎍/

㎥으로 나타났다. B 구간 농도와 C 구간 농도는 47㎍/㎥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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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Experiments Using Only Air Purif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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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재부유를 통한 실내 미세먼지 저감

본 실험은 공기청정기와 실내 미세먼지 재부유를 위한 

기류 발생을 5분동안 동시에 작동시켜 실내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실험으로 방향별 재부유 기류에 따른 공기청정

기의 실내 미세먼지 저감을 확인하는 실험이다.

1) 재부유 기류 방향 - 정면 흡입구 0˚(360˚) 

공기청정기 흡입구 0˚(360˚)의 결과는 Fig. 7과 같이 

A구간에서 실내 미세먼지 농도는 11㎍/㎥까지 저감되었

다. B구간에서 37㎍/㎥로 나타났으며, C구간에서 52㎍/㎥

으로 나타났다. B구간 농도와 C구간 농도는 15㎍/㎥ 차이

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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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Resuspension Flow Direction 0˚(360˚)

2) 재부유 기류 방향 - 정면 흡입구 90˚

공기청정기 흡입구 90˚의 결과는 Fig. 8과 같이 A구간 

에서 실내 미세먼지 농도는 13㎍/㎥까지 저감되었다. B구

간에서 23㎍/㎥로 나타났으며, C구간에서 40㎍/㎥으로 나

타났다. B구간 농도와 C구간 농도는 17㎍/㎥ 차이를 보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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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Resuspension Flow Direction 90˚

3) 재부유 기류 방향 - 정면 흡입구 180˚

공기청정기 흡입구 180˚의 결과는 Fig. 9과 같이 A구

간에서 실내 미세먼지 농도는 13㎍/㎥까지 저감되었다. B

구간에서 24㎍/㎥로 나타났으며, C구간에서 36㎍/㎥으로 

나타났다. B구간 농도와 C구간 농도는 12㎍/㎥ 차이를 보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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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Resuspension Flow Direction 180˚

4) 재부유 기류 방향 - 정면 흡입구 270˚

공기청정기 흡입구 270˚의 결과는 Fig. 10과 같이 A구

간에서 실내 미세먼지 농도는 11㎍/㎥ 까지 저감되었다. 

B구간에서 34㎍/㎥로 나타났으며, C구간에서 53 ㎍/㎥으

로 나타났다. B구간 농도와 C구간 농도는 19㎍/㎥ 차이를 

보였다.

Fig 10. Resuspension Flow Direction 270˚ 

5) 4-way

본 실험은 100㎍/㎥ 농도에서 공기청정기 작동과 동시

에 실내 미세먼지 재부유를 위한 기류를 네 방향에서 발

생시켰다.

4-way 실험 결과는 다음 Fig. 11과 같이 A구간에서 실

내 미세먼지 농도는 9㎍/㎥까지 저감되었다. B구간에서  

16㎍/㎥로 나타났으며, C구간에서 22㎍/㎥으로 나타났다. 

B구간 농도와 C구간 농도는 6㎍/㎥ 차이를 보였다.

Fig 11. Resuspension Flow Direction 4-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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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토출 각도

본 실험은 방향별 재부유 기류 발생 실험의 재부유 기

류 토출 각도를 30˚, 60˚, 90˚로 하여 토출하였다. 각

도별 공기청정기 흡입구 풍속을 측정하였으며, 재부유 기

류를 발생하지 않은 공기청정기의 정면 흡입구 측 풍속

은 0.69m/s였다.

1) 토출각도 30˚

30˚토출 각도 풍속 측정 결과 다음 Fig. 12와 같이 풍

속은 0˚(360˚)에서 0.75m/s, 90˚에서 0.74m/s, 180˚에

서 0.73m/s, 270˚에서 0.74m/s로 나타났으며, 평균 풍속

은 0.74m/s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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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30˚ Angle Wind Speed Results

2) 토출 각도 60˚

60˚토출 각도 풍속 측정 결과 다음 Fig. 13과 같이 풍

속은 0˚(360˚)에서 0.75m/s, 90˚에서 0.76m/s, 180˚에

서 0.75m/s, 270˚에서 0.76m/s로 나타났으며, 평균 풍속

은 0.75m/s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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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60˚ Angle Wind Speed Results

3) 토출 각도 90˚

90˚토출 각도 풍속 측정 결과 다음 Fig. 14과 같이 풍

속은 0˚(360˚)에서 0.76m/s, 90˚에서 0.78m/s, 180˚에

서 0.76m/s, 270˚에서 0.78m/s로 나타났으며, 평균 풍속

은 0.77m/s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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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90˚ Angle Wind Speed Results

6. 소결

6.1 재부유 기류 방향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

재부유 기류를 이용한 실내 미세먼지 저감량을 비교하

기 위해 B구간과 C구간 차이를 구해 비교하였으며 결과

는 Table 4와 같다. 공기청정기만을 이용한 실험 결과 B

와 C구간의 농도 차이가 47㎍/㎥로 나타났다. 방향별 재

부유 기류를 발생시켜 실내 표면 침착 미세먼지 저감 실

험 결과 0˚(360˚)방향에서 B와 C구간 농도 차이는 15㎍

/㎥로 나타났으며, 90˚방향에서 B와 C구간 농도 차이는 

17㎍/㎥로 나타났다. 180˚방향에서 B와 C구간 농도 차이

는 12㎍/㎥로 나타났으며, 270˚방향에서 B와 C구간 농도 

차이는 19㎍/㎥로 나타났다. 4-way 실험 결과 B와 C구간 

농도 차이는 6㎍/㎥로 나타났다.

Case Discharge 
Direction A B C B - C - 

B
1 X 2㎍/㎥ 8㎍/㎥ 55㎍/㎥ 47㎍/㎥

2

0˚(360˚) 11㎍/㎥ 37㎍/㎥ 52㎍/㎥ 15㎍/㎥
90˚ 13㎍/㎥ 23㎍/㎥ 40㎍/㎥ 17㎍/㎥
180˚ 13㎍/㎥ 24㎍/㎥ 36㎍/㎥ 12㎍/㎥
270˚ 11㎍/㎥ 34㎍/㎥ 53㎍/㎥ 19㎍/㎥
4-way 9㎍/㎥ 16㎍/㎥ 22㎍/㎥ 6㎍/㎥

Table 4. Resuspension Flow Results By The Direction

6.2 토출 각도에 따른 공기청정기 흡입구 풍속

재부유 기류 각도별 실험의 결과는 Fig. 15와 Table 5

와 같이 30˚토출 각도에서 평균풍속 0.74m/s로 나타났으

며, 60˚토출 각도에서 0.75m/s로 나타났다. 90˚토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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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서 평균풍속 0.77m/s로 나타났다.

0.6

0.65

0.7

0.75

0.8
0˚(360˚)

90˚

180˚

270˚

Base
30˚
60˚
90˚

Fig 15. All Angle Wind Speed Results

Angle
30˚ 60˚ 90˚

Direction 

0˚(360˚) 0.75 m/s 0.75 m/s 0.76 m/s
90˚ 0.74 m/s 0.76 m/s 0.78 m/s

180˚ 0.73 m/s 0.75 m/s 0.76 m/s
270˚ 0.74 m/s 0.76 m/s 0.78 m/s

Average 0.74 m/s 0.75 m/s 0.77 m/s

Table 5. Wind Speed Results by Angle

7. 결    론

본 연구는 쾌적한 실내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해 실내 

표면에 침착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방법을 연구하였

다. 실내 표면에 침착되는 미세먼지를 재부유 기류를 발

생시켜 저감하기 위한 최적의 토출 방향과 각도를 실험

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부유 기류를 이용한 실내 미세먼지 저감량을 

비교하기 위해 공기청정기만 이용해 실내 미세먼지 저감

을 확인하였으며 실내 미세먼지 농도 차이가 47㎍/㎥으로 

나타났다.

둘째, 재부유 기류를 통한 실내 표면 침착 미세먼지 저

감을 위해 공기청정기의 흡입구 기준 0˚(360˚), 90˚, 

180˚, 270˚, 4-way 총 다섯 방향을 선정하여 방향별 기

류 발생을 통해 실내 미세먼지 저감을 비교하였다. 실험 

결과 실내 미세먼지 농도 차이가 4-way에서 6㎍/㎥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B 구간의 경우 공기청정기 작동으로 

인해 실내 미세먼지 농도 감소 후 공기청정기의 공기 정

화 영향이 미치지 않은 정체 구간의 미세먼지가 실내 기

류 안정화 과정에서 재분포되어 농도가 상승되었을 것으

로 사료된다. 4-way의 경우 재부유 기류의 영향이 실내

에 고르게 분포하여 기류 정체가 발생하지 않아 실내 표

면 침착 미세먼지를 저감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방향일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침착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방향별 기류 토

출 각도를 30˚, 60˚, 90˚로 선정하여 공기청정기 흡입

구 풍속을 측정하였다. 실험 결과 90˚에서 토출할 경우 

공기청정기 흡입구 풍속이 가장 높게 측정되어 재부유 

기류를 이용한 실내 미세먼지 저감 효율이 가장 높을 것

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보다 쾌적한 실내 공기질을 조성

하기 위해 실내 표면에 침착된 미세먼지를 재부유 하기 

위한 최적 토출 방향과 각도를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다. 

4-way 방향과 90˚각도에서 재부유 기류 발생 시 실내 

미세먼지 저감이 우수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미세먼지는 입자상 물질이기 때문에 정확히 제

어하는 것에 한계가 있어서 정밀한 실험결과라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 정확한 실험 결과 도출을 위해서는 무정전 

실험실과 같은 고성능의 실험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무정전 실에서의 추가 연구 수행을 통해 더욱 명확한 결

론을 도출할 수 있다.

또한 단순히 미세먼지를 재부유 하는 방법은 재실자에

게 있어서 고농도의 미세먼지에 노출되게 할 수 있다. 따

라서, 공기청정기에 재부유를 시킬 수 있는 팬(Fan) 외에

도 재실자를 감지할 수 있는 센서와, 재실자가 복귀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미세먼지 농도를 예측할 수 있는 추가

연구를 통하여 더욱 효과적인 기술로 완성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미세먼지의 재부유를 효과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

는 기류 풍속 도출 연구로서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결과는 궁극적으로 실내 표면 침착 미세먼지 

저감 실험과 오피스 건물 및 주거공간 등 실공간에 적용

되어 쾌적한 실내공기질을 유지할 수 있음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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