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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세먼지 이슈와 문제점
1)

최근 실내 공기 오염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공기오염물질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실내 공기 오염물질은 COx, NOx, TVOCs 

등의 가스 상 오염물질들과 미세먼지, PAHs 등의 

입자상 오염물질로 분류된다[1]. 이 중 입자상 오

염물질인 미세먼지는 최근 정도가 심해지고 있는 

황사 문제를 시작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중국발 황사, 차량에서 발생한 미세먼

지, 발전소에서 발생한 미세먼지 등 다양한 미세

먼지 오염원에 노출되어 있다[2]. 이렇게 발생된 

미세먼지는 환기나 침기로 인해 실내로 유입되어 

거주자에게 악영향을 미친다. 외부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와 함께 실내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도 

있다. 연소, 흡연, 조리 등 실내 거주자 활동에 의

해 발생하는 것이 그것이다. 미세먼지는 공기 중

에 부유하다가 실내 표면에 침착(Deposition)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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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하고, 거주자 이동, 청소 등의 활동으로 인해 

재부유(Resuspension)되기도 한다[3].

미세먼지는 일반적으로 입자의 직경이 10 µm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미세먼지는 다시 입자 크

기에 따라 미세먼지(Fine Particle)와 초미세먼지

(UFPs: Ultra-fine Particles)로 분류된다. 최근 이

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는 입자의 직경이 10 µm

이하인 미세먼지로 PM10이라고 한다. 그러나 작

은 입경의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는 연구 결과에 발표됨에 따라 입자 직경이 2.5 

µm인 초미세먼지(PM2.5)가 주목을 받게 되었다. 

입자 크기가 작은 미세먼지는 호흡기를 통해 흡입

되고 폐에 침착되어 여러 호흡기질환을 일으킨다

[4].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세먼지는 만성 폐질환, 

호흡기 질환 및 심장질환을 유발하고 특히 폐암의 

원인이 될 수 있다[5].

실내로 유입되거나 거주자 활동으로 인해 발생

한 미세먼지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환기나 공기청

정기 가동 등의 인위적인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환기는 가장 효과적인 미세먼지 제거 방법으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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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환기 방법과 기계환기 방법이 있다. 자연환기 

방법은 창문과 같은 개구부를 개방하여 외기를 유

입시켜 실내 미세먼지를 외부로 배출하는 방법이

다. 그러나 외기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경우 오

히려 실내에 미세먼지가 유입될 수 있다. 기계환

기는 공조기와 같은 기계환기장치를 설치하여 외

기를 여과(Filter)한 후 실내에 공급하고 실내의 오

염된 공기를 외부로 배출시킬 수 있다.

자연환기나 기계환기 모두 기류를 이용해 신선

한 공기를 유입시키고 미세먼지를 외부로 배출시

키는 역할을 한다. 실내 기류의 움직임은 균일하

지 않고, 이로 인해 실내 공간에 걸쳐 미세먼지의 

분포가 발생한다. 미세먼지가 유입되거나 발생하

는 발생원 근방에서는 높은 농도가, 신선한 공기

가 유입되거나 미세먼지가 발생하지 않은 장소에

서는 낮은 농도가 형성된다. 이러한 농도의 차이

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매우 중요하다.

2. 미세먼지의 평가 방법

다양한 미세먼지를 제거하기 위한 전략을 기획

하기 위해서는 그 전략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지에 대한 분석이 필수적이다. 실내의 미세먼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실험이나 실측을 통한 실증적

인 방법과 컴퓨터 시뮬레이션 등을 통한 수치해석 

방법이 있다. 

실증적인 방법은 실제 구축된 실험실이나 현장

에서 실험장비를 설치하고 측정을 하는 방법이다. 

현장에서 직접 측정을 하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높고 실제 오염물질의 농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실험실을 구축하는데 비

용이 많이 들고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다양한 

상황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수치해석 방법은 컴퓨터로 실제 상황을 모사하

고 적절한 물리 모델을 적용하여 실내 공기환경을 

평가한다. 실측 과정에서는 측정장비가 설치된 특

정 지점의 물리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반면 컴퓨

터 시뮬레이션 방법을 적용하면 전체 공간에 대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실측 

과정보다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훨씬 

효율적인 평가 방법이다.

수치해석 방법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

은 CFD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전산유

체역학) 시뮬레이션 방법이다. CFD 시뮬레이션은 

모델링된 공간 내에 유체의 유동을 모사하기 위해 

복잡한 수학적인 방정식을 활용한다. 유체의 유동

을 나타내는 수송방정식인 나비에-스톡스 방정식

(Navier-Stokes Equation)을 수치해석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근사해를 구한다.

미세먼지는 다른 가스상 오염물질과 달리 입자

의 크기에 따라 중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거동

Figure 1. 입자에 작용하는 모멘트와 각종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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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다르게 나타난다. 입자 직경이 큰 미세먼지의 

경우 중력의 영향을 많이 받아 바닥, 벽 등과 같은 

실내 표면에 침착된다[6]. 미세먼지 입자의 거동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다상모델(Multi-phase model)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상모델 중 대표적인 방법으로

는 오일러리안-오일러리안 방법(Eulerian-Eulerian 

method; 이하 오일러리안 방법)과 오일러리안-라

그란지안 방법(Eulerian-Lagrangian method; 이하 

라그란지안 방법)이 있다. 이 모델들에서는 입자

에 적용되는 다양한 물리 조건들을 고려하여 미세

먼지 거동을 해석한다. 미세먼지 입자에 적용되는 

물리 요소들은 Figure 1과 같다.

3. Multi-phase Model

3.1. 오일러리안 모델(The Eulerian method)

오일러리안 모델은 입자가 유동장 내에서 움직

이는 경우 각각의 입자가 움직일 때의 변화를 계

산하기 보다는 유동장의 흐름을 분석하는 방법이

다. 유동장 내 공기의 흐름을 운동량과 난류 방정식

을 통해 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세먼지 농도만을 

별도로 계산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오일러리안 방

법은 입자를 해석하기 위한 별도의 유체를 활용하

지 않는 단일 유체 모델이다. 단일 유체 모델에서 

입자류(particle phase)는 스칼라 필드(scalar field)

를 사용하여 해석한다. 

입자방정식은 다음과 같은 식을 사용한다. 여기

서 t: 시간, C: 입자 농도, ρ: 공기의 도, : 각 

방향의 평균 속도, Γ: 유효 입자 확산율, Sc: 입자

의 발생률






   
    (1)

입자의 유효 확산율은 다음 식을 통해서 계산된

다. 여기서, D: 입자의 브라운 확산(Brownian dif-

fusivity) 계수, vp: 입자 난류확산 계수

      (2)

입자의 직경이 0.01 µm 이상인 경우 브라운 확

산은 무시할 수 있다. 유체와 입자 상 사이의 상대 

운동이 중요한 경우 식 (1)의 Sc 항을 사용하여 보

정한다. 농도 방정식이 유체 방정식의 일반 형태

와 일치하기 때문에 동일한 수치 해석 방법을 사

용하여 동시에 계산이 가능하다. 따라서 상대적으

로 오일러리안 방법은 쉽게 계산할 수 있다.

*출처: 김태연⋅김형근.

Figure 2. 주방에서 발생하는 미세번지의 라그란지안 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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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러리안 모델은 해석이 상대적으로 쉽고 해

석 시간이 빠르다. 그러나 입자 크기에 대한 분류

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입자와 벽 표면의 

상호 작용에 의한 다양한 반응에 대해서 직접적으

로 해석이 어렵다. 따라서 정 한 미세먼지 해석

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3.2. 라그란지안 모델(The Lagrangian method)

라그란지안 방법은 유동장 내 움직이는 각각의 

입자에 대해 유동 해석을 하는 방법이다. 전체 유

동장을 오일러리안 좌표계 기준으로 지배방정식

을 계산한 후 개별 유체 입자에 대해 시간의 함수

로 속도를 계산한다. 입자를 따라서 좌표계를 설

정하고 입자가 흐르는 방향과 속도를 분석한다. 

그 결과 각각의 입자에 대해 위치, 속도, 온도 등

을 포함한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입자 

좌표계 해석에 따라 표면에 가해지는 힘, 입자 사

이의 충돌, 입자 직경 분포, 입자와 유체 간의 열

교환, 입자의 난류 영향 등에 대한 해석이 자연스

럽게 같이 이루어지게 된다.

라그란지안 모델에서 입자의 운동 방정식은 다

음 식 (3)과 같다. 여기서 좌항은 입자에 의 속

도가 적용될 때의 관성력을 나타낸다. 우항의 첫 

번째 항은 입자의 항력을 나타낸다. 두 번째 항은 

중력과 부력을 나타낸다. 여기서 와 는 각각 

입자와 공기의 도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항

은 입자에 적용되는 다른 힘을 나타내는 것으로 

주로 양력을 나타낸다.




  

   

   
  (3)

입자에 적용되는 항력(Drag force)은 다음 식 

(4)를 통해서 계산할 수 있다. 여기서 µ는 점성계

수, CD는 항력 계수, Re는 레이놀즈 수를 나타낸

다. 그리고 레이놀즈 수와 항력계수는 식 (5)와 식 

(6)에 의해 계산할 수 있다.

 




 (4)

Re 
   (5)

    



 (6)

오일러리안 방식과 비교하기 위해서 유동장 내

에 셀 안의 농도를 계산해야 한다. 셀 안의 농도는 

라그란지안 궤적(Lagrangian trajectory)의 정보를 

농도 분포로 치환해야 한다. 셀 하나의 입자 농도

는 다음 식 (7)을 통해 계산할 수 있다. 여기서 V: 

계산할 셀의 체적, dt: 입자 잔류 시간(Particle resi-

dence time)이다. 농도장의 결과는 수집된 입자 궤

적도가 증가할수록 통계적으로 안정화된다.



∑    (7)

라그란지안 모델에서는 각 타임스텝에 각각의 

격자 궤적을 산출한다. 생성된 궤적도의 총 수는 식 

(8)을 통해 계산한다. 여기서 n(i): 각 타임스텝에서 

산출된 궤적의 수, dti: 타임스텝(time step)을 나타

낸다. 각 셀의 입자 농도는 타임스텝 별 셀을 지나

Eulerian model Lagrangian model

Particle tract Can be calculated as continuous fluids Can be calculated on lagrangian coordinate system

Stability Low High

Particle size distribution Complex to calculate Naturally calculated

Computational demand Low High

Table 1. 오일러리안 모델과 라그란지안 모델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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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궤적의 수를 합산하여 계산하게 된다.

  ∑ (8)

지금까지 여러 선행 연구를 통해 라그란지안 모

델의 정확성이 입증되었으나 여기에도 여러 단점이 

있다. 먼저 낮은 농도의 입자에 대한 해석에는 한계

가 있다. 또한 여러 개의 입자 추적 모델을 적용할 

경우 계산부하가 커지고 해석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된다. 다상 모델을 선택할 때에는 해석 공간의 규모

나 발생하는 미세먼지 농도, 컴퓨터 능력 등에 대한 

고려 후 적절한 모델을 선택해야 한다[7].

4. 초등학교 실내 미세먼지 분석 사례

앞서 소개된 CFD 시뮬레이션 방법 중 오일러

리안 방법을 활용해 교실 내 미세먼지 농도를 해

석하였다. 대상 건물은 경기도에 위치한 초등학교 

건물이다. 대상 교실에 공기청정기와 환기청정기

를 설치한 경우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분석

하였다. 적용 시스템 중 공기청정기는 교실의 뒷

부분에 설치되어 있다. (Case 1) 환기청정기는 공

기청정기 기능을 겸한 환기장치로 교실의 창호 부

근에 설치되어 가동된다. (Case 2) 환기청정기는 

환기장치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실내 학생에 의해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농도를 저감시킬 수 있는 장

점을 가지고 있다. 

다음 그림은 교실의 CFD 모델링과 환기청정기

를 나타낸다. 인체 모델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표

준규격을 적용하였다[8].

교실에 재실하고 있는 학생수는 총 24명으로 1

인당 현열 발열 조건을 40 W로 설정하였다. 창문

을 통해 실내에 유입되는 침기도 고려하였다. 침

기를 통해 외기가 실내로 유입되는 조건으로 외기 

온도는 20 ℃, 외기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400 

ppm, 미세먼지 농도는 50 µg/m3으로 설정하였다. 

공기청정기와 환기청정기의 풍량은 각각 400 

CMH이며 환기청정기는 200 CHM인 유닛 2개가 

창측에 설치되어 있다.

교실 중앙부의 단면 미세먼지 농도 분포를 

Figure 3. CFD 모델과 해석 조건.

(a) 환기청정기

 
(b) 환기청정기의 개념

Figure 4. 공기청정 기능이 결합된 환기 장치의 개념(환기

청정기).

Figure 5. Case 1과 Case 2의 미세먼지 농도(수직단면).

Figure 6. Case 1과 Case 2의 미세먼지 농도(수평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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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에 나타내었다. 미세먼지 제거 효과는 환

기청정기가 공기청정기보다 다소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청정기는 교실 뒷부분에만 설치가 

되어 있어 교실 전면부의 미세먼지 제거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6의 수평 농도 분포는 학생들 기준 호흡

기 높이인 1 m 높이를 기준으로 나타낸 것이다. 결

과를 보면 환기청정기를 적용한 Case 2에서 전반적

으로 농도가 낮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미세먼지와 CO2 농도를 각각 측정 데이터와 비

교하였다. 측정 결과는 교실 전면부 2개소, 후면부 

2개소의 데이터를 종합한 것이다. CFD 시뮬레이

션의 결과와 측정 데이터를 비교해보면 전반적으

로 유사한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CFD 

시뮬레이션 분석결과가 농도를 낮게 평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입력 조건 외에 현장에서 알

기 어려운 다른 미세먼지 영향 요인을 모두 반영

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공기청정기와 환기청정기를 적용한 경우 미세

먼지와 CO2 농도를 비교해보면 환기청정기의 성

능이 다소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세

먼지의 농도는 상당히 낮기 때문에 공기청정기도 

미세먼지 제거 효과는 우수하다고 볼 수 있다. 

CO2 농도의 경우에 공기청정기는 내부 공기를 필

터링하여 미세먼지를 제거한 후 내부순환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CO2 제거 효과가 없다. 따라서 

실내 공기 쾌적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환기청

정기를 설치하여 외기의 미세먼지를 필터링하고 

실내에 공급하는 방법이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나

타났다.

5. 맺음말

최근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오염도는 매우 심각

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자들이 다양한 해

결책을 제시해야한다. 실내 미세먼지를 제거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적용하고 그 전략의 미세먼지 

제거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정량적인 평가방

법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 평가 방법 중 앞서 제시

한 CFD 시뮬레이션 방법은 가장 효과적이고 경제

적인 평가방법이다. 평가 과정에서 과학적으로 믿

을 수 있는 수치 해석적인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서는 다양한 물리 모델 적용이 필요하다. 앞서 소

개한 오일러리안 방법과 라그란지안 방법은 현재 

공학계에서 그 신뢰성이 입증되었고 널리 사용되

고 있는 방법이다. 두 가지의 해석 방법은 개념과 

프로세스가 다르므로 연구자들은 그 특성에 대하

여 명확하게 파악하고 각 상황에 맞는 해석 방법

을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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