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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articulate matter concentration should be reduced because it is likely to deteriorate indoor air 

quality (IAQ) and human health. In addition, control of classroom’s IAQ is very important 

because students spend most of their time at school. Recently, the number of cases of applying 

bio-wall as a way to remove particulate matter is increasing, but research on optimizing the 

location of bio-wall is insufficient. Therefore, in this study, the performance of bio-wall was 

analyzed according to operation of air conditioners, bio-wall’s location and operation using CFD 

in two classrooms (Class A, B). As a result, when the air conditioner was operated, the removal 

rate of both classrooms tended to increase, and when the bio-wall was not operated, the removal 

rate was close to 0%. In addition, removal rate was the highest when a bio-wall was installed in a 

place where the inlet of the bio-wall directly contacts the air flow of the air conditioner.

주요어 : 미세먼지, 실내공기질, 바이오필터 시스템, 전산유체역학

Keywords: Particulate matter (PM), Indoor air quality (IAQ), Bio filter system,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D)

서 론

연구의 목적

미세먼지는 공기 중에 부유하는 입경 10μm 이하의 입자이고, 크기에 따라 PM10, PM2.5, 

PM1.0으로 구분한다. 초미세먼지라고 불리는 PM2.5는 공기역학적 직경이 2.5μm 이하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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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뜻하며, 1997년 공공보건 보호를 위해 미국 환경 보호 단체(USEPA,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에서 처음 규명하였다(Li et al., 2017). 최근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

계적인 미세먼지 피해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에서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하였으며, OECD ‘대

기오염 경제적 영향 보고서(The Economic Consequence of Outdoor Air Pollution)’에서는 

OECD 국가 중 대기오염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비용 1순위를 우리나라로 분석하였다. 실내 

공기질은 외부 대기 환경에 큰 영향을 받으며, 특히 입자의 크기가 작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

지의 경우 창문뿐만 아니라 건물의 틈새를 통해 외부로부터 실내로 유입되어 실내 공기질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사람들은 하루 중 80% 이상의 시간을 실내에서 보내며, 재실자의 

건강은 실내 공기에 포함된 미세먼지로부터 위협받을 수 있다(Yoo et al., 2020). 미세먼지는 

외부로부터 건물 내부로 유입되기도 하지만 요리, 흡연 등과 같은 활동으로 인해 실내에서 발

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내 공기질 관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Berube et al., 

2004). 특히 성장기의 학생들은 하루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기 때문에, 학교의 고농도 미

세먼지는 학업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바이오월(Bio-wall)은 식물 바이오필터 시스템 중 하나이며, 식물에 의한 흡수 및 흡착 작

용, 배양토에 의한 작용 등 다양한 작용을 통해 공기 중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시스템이다. 바

이오월은 미세먼지, 포름알데하이드, 톨루엔, 이산화탄소 등을 제거할 수 있으며 인간에게는 

스트레스 감소와 정서적 안정 등의 효과를, 공간 내부에 미적 아름다움을 부여한다. 또한 필

터 교체가 필요하고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는 기계식 환기 설비와는 달리, 식물과 배양토가 필

터의 역할을 대신하기 때문에 필터 교체가 필요하지 않고 비교적 적은 에너지를 소비하기 때

문에 경제적 측면, 에너지적인 측면에서 이점을 갖는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과제 보고서

에 따르면, 바이오 필터가 공조 시스템과 결합된 바이오 공조 시스템을 개발하였고 이에 대한 

현장 실증을 진행한 결과 바이오 필터가 결합되었을 때의 미세먼지 제거율은 평균 61%로 일

반적인 필터만 적용한 경우보다 제거율이 우수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NIHHS, 2019). 최근 

국내에서는 요양원, 병원, 학교, 지하역사 등에, 국외에서는 공항, 대학 등에 실내 공기질 향상

을 목적으로 공간의 특성에 따라 크기, 형태, 식물 품종 등을 선택하여 바이오월을 설치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Koch et al. (2019)의 연구에서는 실험과 전산유체역학 기법(CFD)을 

활용하여 다양한 품종의 식물에 대해 공기역학적 특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Qin et al. (2020)

의 연구에서는 식물이 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CFD를 활용하여 길

가에 식재된 가로수의 미세먼지 저감률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현재까지 식물의 공기 정화 능

력 검증 연구는 여러 차례 진행된 바 있으나, 실제 생활공간에 대하여 식물 위치에 따른 공기

질 평가와 바이오월 배치 최적화를 통한 성능 극대화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생활하는 공간인 학교 교실을 대상으로 CFD를 활용하

여 에어컨 가동 여부와 바이오월 배치 및 가동 여부에 따라 교실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분석하

였고, 바이오월의 성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최적 배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nalysis of Fine Dust Reduction Performance of Plant Bio Filter System and Proposal of Optimal Arrangement in School Classrooms using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Journal of KIAEBS Vol. 15, No. 6, 2021 ∙ 661

측정개요

대상 교실

본 연구를 진행하기에 앞서, 실제 바이오월이 설치된 학교를 대상으로 교실과 바이오월의 

치수 및 풍량 측정, 주변 환경 조사 등을 위한 현장 답사를 진행하였다. 현장 조사에는 베인식 

풍속계(TESTO 417, TESTO)를 사용하였다. 풍량은 바이오월을 가동한 뒤 평소 운행 조건과 

동일한 상태에서 측정하였다. 대상 학교는 두 곳으로, 경기도 부천에 위치한 중학교와 서울에 

위치한 초등학교이다.

부천에 위치한 중학교의 경우 총 4개의 교실에 공기 정화 식물 모델이 설치되어 있었고, 이

들 중 하나의 교실을 해석 대상(교실 A)으로 선정하였다. 교실 A에는 총 4대의 바이오월이 있

었고, Figure 1와 같이 교실 뒤쪽에 2대, 복도 측 창가 쪽에 2대가 배치되어 있었으며, 교실 내

에는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1대가 설치되어 있었다. 해당 교실의 치수는 7.5×9.0×2.6(m)로 

일반적인 중학교 교실 크기에 해당한다.

서울에 위치한 초등학교에는 1개의 교실(교실 B)에 4대의 바이오월이 설치되었으며, 교실 

A에 설치된 것과 다른 모델이다. 바이오월은 Figure 2와 같이 교실 출입구가 있는 벽면으로

부터의 거리가 약 2/3 정도 되는 지점에 일렬로 배치되어 있었고, 교실 A와 마찬가지로 교실 

B에도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1대가 설치되어 있었다. 교실 B에는 공기청정기가 구비되어 있

었으나, 실제로 가동한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해당 교실은 사다리꼴의 독특한 형태로 일

반적인 교실에 비해 가로 길이가 긴 편에 속한다. 교실의 치수는 가로 길이가 가장 긴 벽면을 

대상으로 측정하였을 때 12.08×8.92×2.56(m)이다.

(a) Layout of class A (b) Window side (c) Back side

Figure 1. Class A

(a) Layout of class B (b) Location of bio-wall

Figure 2. Class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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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 바이오필터 시스템

교실 A에 설치된 바이오월 1대당 식재된 식물 종류와 양은 Table 1과 같으며, 한쪽 면에만 

식물이 식재되어 있고 1대당 28개의 식물 팟(Pot)이 설치되어 있다. 하나의 팟에 들어가는 흙

의 양은 1.7L이며, 이는 원예용상토 80%, 바이오차 20%의 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간당 

급수량은 400L/h이며 1일 총 급수 시간은 3분이다. 바이오월의 전면부에는 전원 및 설정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있고 상부에는 식물 성장을 위한 조명 장치가, 내부에는 팬이, 하단부

에는 저수조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바이오월에 의해 정화된 공기를 교실로 공급할 수 있는 원

형 급기구가 상단에 타공되어 있었다. 창가 쪽에 설치된 바이오월에는 1대당 2개의 급기구가 

있으며, 교실 뒤쪽에 설치된 바이오월은 1대당 1개의 급기구가 있다. 교실 A에는 총 6개의 급

기구가 있었으며, 급기구의 형태 및 풍량은 Figure 3(a), Table 2와 같다.

Table 1. Kinds of plants planted on the bio-wall

Class A Quantity Class B Quantity

Laurus nobilis 14 Rhapis excelsa 22

Oriental arborvitae 20 Dracaena fragrans ‘Massangeana’ 25

Ardisia crenata 12 Euonymus japonicus 15

Ficus elastica 16 Fatsia japonica 3

Schefflera arboricola 12 Dracaena deremensis ‘Virens Compacta’ 5

Pachysandra terminalis 10 Schefflera arboricola 10

교실 B에 설치된 바이오월 1대당 식재된 식물의 종류와 양은 Table 1과 같으며, 교실 A의 

바이오월과는 달리 양면에 식물이 식재되어 있다. 한쪽 면에 28개의 식물 팟이 식재되어 있

고, 양면이기 때문에 하나의 바이오월에는 총 56개의 식물 팟이 설치되어 있다. 하나의 식물 

팟에 들어가는 흙의 양, 종류, 배합 비율은 교실 A와 동일하다. 시간당 급수량과 1일 총 급수 

시간도 마찬가지로 교실 A와 동일하다. 바이오월은 교실 A에 설치된 것과 마찬가지로 스위

치, 조명 장치, 팬, 저수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급기구의 형태는 Figure 3(b)와 같다. 1대당 4개

의 급기구가 있어 총 16개의 급기구가 있고, 풍량은 Table 2와 같이 모든 급기구가 동일했다.

Table 2. Air flow rate of bio-wall

Air flow rate (CMH)

Class A Class B

Supply 11) 25.41

0.48

(All the same)

Supply 21) 19.25

Supply 31) 24.40

Supply 41) 18.99

Supply 51) 18.45

Supply 61) 18.45

1) Supply : Supply out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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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lass A (b) Class B

Figure 3. Supply outlet

전산유체역학 모델

대상 공간은 전산유체역학 소프트웨어(Simcenter STAR-CCM+, Siemens Digital Industries 

Software)를 사용하여 모델링하였으며, 모델링 및 해석 조건은 Table 3과 같다. Figure 4와 같

이 입경 2.5μm의 입자가 실내에 균일하게 분포된 상황을 가정하였고, 실제 측정값을 환산하

여 초기 입자 농도를 설정하였다. Time step은 0.01초이며 온도 해석 없이 정상 상태에서 기

류 해석을 진행한 뒤 총 3600초 동안 비정상 상태에서 입자 분포 경향을 확인하였다. 교실 A

와 B 모두 별도의 배기구나 환기 시스템 없이 입자가 바이오월에 의해서만 제거되도록 하였

고, 에어컨 필터에 의해 입자 농도가 제거되지 않도록 모델링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른 요

인에 의해 영향을 받은 입자 제거율이 아닌, 바이오월의 단독적인 입자 제거율만을 분석하기 

위해 입자는 표면에 침착되지 않도록 설정하였다. 에어컨은 중앙 부분에서 공기가 흡입되고 

4방향으로 토출되도록 모델링하였으며, 풍량과 급기 풍속은 Table 3과 같다. CFD에 입력된 

입자 초기 농도와 바이오월의 미세먼지 제거율은 Yang et al. (2020)의 실제 교실 미세먼지 농

도 측정값을 활용하였다(Table 3). 해당 연구에서는 미세먼지 제거 효율을 교실에 설치된 IoT 

기반의 실시간 및 장기간 데이터 수집이 가능한 IAQ 센싱 장비를 통해 측정하였고, 1분 단위

로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도록 설정하였다.

교실 A와 B에 대한 CFD 시뮬레이션 및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에어컨 가동 여부, 바이오월 

설치 위치, 바이오월 가동 여부에 따라 Table 4와 같이 시뮬레이션 해석 case를 나누었고, 해

석 case에 따른 바이오월의 위치는 Figure 5와 같으며, 바이오월의 새로운 위치 선정 시에는 

학생들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고 제거율을 증가가 예상되는 곳을 선택하였다.

(a) Class A (b) Class B

Figure 4. Initial particle distribution (2.5 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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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FD boundary conditions

CFD code STAR-CCM+ V.16.04

Mesh Trimmed Cell, Prism Layer Mesh

Number of mesh
Class A : 406,091

Class B : 807,617

Turbulence model Realizable k-ε turbulence (two-layer)

Numerical scheme
SIMPLE method for pressure and velocity

2nd order upwind scheme for velocity

Lagrangian model Lagrangian multiphase

Particle properties Density : 2702.0 kg/m3, Diaemter : 2.5 μm

Initial particle concentration (ug/m3)
Class A : 20.96

Class B : 21.58

Air conditioner Airflow : 1488 m3/h, Supply velocity : 0.63 m/s

Removal efficiency of bio-wall 33%

Table 4. Simulation cases

Class A
Bio-wall location / 

Operation

Air 

conditioning
Class B

Bio-wall location / 

Operation

Air 

conditioning

Case A-1 Wall / O Off
Case B-1 Wall / O Off

Case B-2 Wall / O On

Case A-2 Wall / O On
Case B-3 Wall+Center / O Off

Case B-4 Wall+Center / O On

Case A-3 Center / O Off
Case B-5 Center / O Off

Case B-6 Center / O On

Case A-4 Center / O On
Case B-7 Wall / X Off

Case B-8 Wall / X On

(a) Case A-1, 2 (b) Case A-3, 4 (c) Region 1

(d) Case B-1, 2, 7, 8 (e) Case B-3, 4 (f) Case B-5, 6

Figure 5. Bio-walls’ location according to simulation cases and location of regio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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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및 토의

교실 A와 B 모두 바이오월의 위치를 기준으로 에어컨 및 바이오월 가동 여부에 따라 입자 

농도 감소율을 확인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로 도출된 감소율은 교실 내 입자 농도의 총합으

로 계산하였으며, 이를 정상화하여 비교하였다. 이후 실제 교실에 설치된 미세먼지 농도 측정 

장비의 측정값(Yang et al., 2020)과 CFD 해석 결과를 비교하였다.

교실 A

교실 A의 결과는 Figure 6, Table 5와 같다. 해석 결과 바이오월의 위치와는 관계없이 에어

컨을 가동한 경우의 감소율이 더 높았으며, Case A-2에서는 약 42%의 감소율을 보였다. 또한 

Table 5와 같이 바이오월이 벽면에 설치된 Case A-1, 2보다 Case A-3, 4의 감소율이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에어컨의 기류가 바이오월에 도달하지 않아 유입되는 입자의 양이 적은 것

이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Figure 7).

(a) Wall (b) Center

Figure 6. Results of class A according to location of bio-walls

Figure 7. Air flow of Case A-4 under the air conditioner

미세먼지 측정기의 측정값과 CFD 결과를 비교하였고(Table 5, 6), 에어컨을 가동하였을 

경우의 제거율과 실제 측정값은 3.9%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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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B

교실 B의 결과는 Figure 8, Table 5와 같다. 전반적으로 에어컨 가동 여부에 따른 감소율의 

차이가 크지 않았는데, 이는 교실 B가 일반적인 교실에 비해 넓어 입자 제거 속도가 느리다는 

것이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바이오월을 가동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침기와 같은 자연

적인 현상에 의해 입자가 제거되었으나, 감소율은 거의 0%에 가까웠다. 교실 B도 미세먼지 

측정기의 측정값과 CFD 결과를 비교하였고(Table 5, 6), 에어컨을 가동하였을 경우의 제거

율과 실제 측정값은 0.47%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a) Back (b) Back+center

(c) Center (d) Bio-wall off

Figure 8. Results of class B according to location of bio-walls

Table 5. Results of CFD simulation (in the class room)

Class A Removal rate (%) Class B Removal rate (%)

Case A-1 36.86
Case B-1 5.02

Case B-2 5.29

Case A-2 41.96
Case B-3 4.86

Case B-4 7.03

Case A-3 29.48
Case B-5 4.88

Case B-6 8.85

Case A-4 38.57
Case B-7 0.06

Case B-8 0.13

Table 6. Results of CFD simulation (in the class room)

Classroom Removal rate (%) Classroom Removal rate (%)

Class A
Field measurement 45.86

Class B
Field measurement 9.32

CFD result1) 41.96 CFD result1) 8.85

1)Air conditioning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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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교실 B의 경우, 교실 전체 보다는 학생들이 앉아서 수업을 듣는 공간의 입자 감소율

을 확인하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판단되어, Figure 5(c)와 같이 책상과 의자가 위치한 영역

(Region 1)의 감소율을 별도로 확인하였다. Region 1의 시간에 따른 입자 감소율은 Figure 9, 

Table 7과 같으며, region 1의 감소율은 변동이 잦아 경향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Table 7에

는 정상화된 감소율의 최고점과 최저점의 차이를 사용하였다. 이전의 결과들과 마찬가지로 

에어컨을 가동한 경우의 감소율이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고, Case B-6에서는 최댓값인 

24.19%를 달성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에어컨 가동 시 에어컨 기류(Figure 10)에 의해 바이오

월 방향으로 더 많은 양의 입자가 이동하여 유입량이 증가하는 것이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a) Back (b) Back+center

(c) Center (d) Bio-wall off

Figure 9. Results of class B according to location of bio-walls (at region 1)

(a) Class A (b) Class B

Figure 10. Vector scene of Class A and B

에어컨 가동 여부를 기준으로 바이오월 위치에 따른 감소율도 비교하였고, Figure 11(a), 

(b)는 교실 전체, (c), (d)는 region 1의 감소율을 나타낸다. 교실 전체 입자 감소율은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았을 경우 Case B-1, 가동한 경우에는 Case B-6에서 가장 높았으나, 에어컨을 가



Analysis of Fine Dust Reduction Performance of Plant Bio Filter System and Proposal of Optimal Arrangement in School Classrooms using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668 ∙ Journal of KIAEBS Vol. 15, No. 6, 2021

동하지 않은 경우의 위치에 따른 감소율의 차이는 매우 작았다. Region 1의 감소율은 최고점

과 최저점의 차이를 통해 확인하였고(Table 7),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은 경우에는 Case B-1, 

가동한 경우에는 Case B-6에서 가장 높았다.

Table 7. Comparison of results of class B according to air conditioning (at region 1)

Case Removal rate (%) Case Removal rate (%)

Case B-1 14.48 Case B-2 21.95

Case B-3 10.39 Case B-4 20.12

Case B-5 13.35 Case B-6 24.19

Case B-7 14.04 Case B-8 14.77

(a) Air conditioning off (in the classroom) (b) Air conditioning on (in the classroom)

(c) Air conditioning off (at region 1) (d) Air conditioning on (at region 1)

Figure 11. Comparison of removal rate of class B according to air conditioning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규모를 가진 학교 교실을 대상으로 바이오월의 설치 위치 및 가동 

여부, 에어컨 가동 여부에 따른 교실 내 입자 감소율을 확인하였다. 교실 A와 B의 모든 case에

서 에어컨을 가동한 경우의 입자 감소율이 가동하지 않은 경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

실 B에서는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은 경우에 교실 뒤쪽, 가동한 경우에는 교실 중앙에 바이오

월을 설치한 경우의 감소율이 가장 높았으나,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았을 때의 바이오월 위치

에 따른 차이는 미미하였다. 이렇듯 에어컨을 가동한 경우의 입자 감소율이 더 우수한 원인은 

에어컨 가동 시 형성되는 기류에 의해 바이오월에 식재된 식물 방향(공기 유입구)으로 더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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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양의 입자가 이동하여 그만큼 바이오월에 의해 정화되는 입자의 양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

된다. 또한 두 교실 모두 실제 미세먼지 농도 측정을 통해 산출된 제거율과 CFD 결과로 도출

된 입자 농도 감소 사이에 큰 차이가 없었다. 

이처럼 바이오월을 통한 미세먼지 정화는 실내 기류 방향에 따라 변동되므로 실내 기류 형

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반영한 바이오월 위치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으며, 본 연구를 

통해 CFD를 활용하여 바이오월 설치 이전에 최적화된 위치를 선정할 수 있음을 규명하였다. 

에어컨을 가동할 때에는 더욱 많은 양의 미세먼지가 정화될 수 있도록 에어컨 기류가 바이오

월의 공기 유입구에 가장 빠르고 직접적으로 도달하는 곳에 바이오월을 설치하는 것이 효율

적이다. 또한 교실 B와 같이 규모가 큰 공간 내에서는 사전에 미세먼지 농도 저감이 필요한 구

역을 결정하고 에어컨, 공기청정기와 같은 실내 기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고려하여 바

이오월을 배치해야 한다. 또한 실제 바이오월의 효율 증대를 위한 재배치를 실시할 경우에는 

학생 및 학교 관계자들의 편의를 반영한 위치 선정도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바이오월에 자체의 제거 성능은 분석 대상이 아니었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바

이오월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CFD 해석에서 입자의 침

착이나 에어컨 필터에서의 제거 영향 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 이러한 요소를 고려

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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