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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하이드로싸이클론은 원심력을 사용하여 물과 입자를 분리하는 장

치이다. 장치의 형상이 단순하고 실시간 입자 분리가 가능하여 많은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다. 하이드로싸이클론의 작동은 입구를 

통하여 물과 입자가 섞인 혼합물이 주입되고 와류 발생기에 의해 

발생하는 원심력의 영향으로 입자와 물이 분리되어 크고 무거운 입

자는 하부 출구로, 물과 작고 가벼운 입자는 상부 출구로 빠져나가

게 된다. 하이드로싸이클론의 와류 발생기에 의해 와류가 발생하고 

원심력이 혼합물에 가해져 물과 입자가 분리되면서 수직 중심에 에

어코어를 형성하게 되어 복잡한 내부 유동을 가지게 된다. 복잡한 

내부 유동은 실험을 통하여 연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수치해석 기

법이 사용되고 있다. 수치해석을 사용하여 하이드로싸이클론을 연

구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C. M. Khalde et al.는 하이드로싸이클론

을 사용하여 기름과 모래를 분리하는 실험을 하였고 수치해석으로 

내부 유동과 입자 거동을 분석하였다[1]. 수치해석에는 난류모델로 

RSM (reynolds stress model)이 사용되었고 공기와 유체가 존재

하는 다상 유동을 위하여 VOF (volume of fluid)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입자 거동 분석을 위해 DPM (discrete phase models)을 

사용하여 입자 분리 효율을 계산하였다. R. A. Medronho et al.
는 수치해석으로 세포 분리를 위한 하이드로싸이클론을 연구하

였다[2]. RSM 난류 모델과 VOF 다상 유동 모델이 사용되었으며 

입자는 Baking yeast와 Brewing yeast의 물성이 사용되었다. C. 
Zhang et al.는 하이드로싸이클론의 입구 영역에 굴곡을 준 형상에 

대하여 실험과 수치해석으로 성능 비교를 하였으며 검증된 수치해

석 모델을 사용하여 다양한 입구 영역 굴곡에서의 하이드로싸이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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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성능을 예측하였다[3]. D. Vega-Garcia et al.는 3D 프린팅을 

이용하여 하이드로싸이클론을 제작하였고 CFD (computational 
fluid dynamics)로 상부 출구와 하부 출구 직경 변화에 의한 하이드

로싸이클론의 성능을 비교 하였다[4]. 즉, 기존의 하이드로싸이클론

의 설계는 수치해석에 기반한 성능 예측을 통해 이루어졌다. 하지만 

하이드로싸이클론은 입구 직경, 와류 발생기 직경, 실린더 직경, 하
부 출구 직경, 실린더 영역 길이, 그리고 콘 영역 길이 등 총 6개의 

설계 변수로 설계된다. 따라서, 기존의 수치해석을 통한 설계는 다

수의 파라메터로 인해 해석에 있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시간과 비용의 효율화를 위해 인공지능 기법

을 활용하여 하이드로 싸이클론의 성능을 예측하고, 궁극적으로는 

원하는 분리성능을 나타내는 설계 파라메터를 도출하는 방법을 제

안한다.
본 연구에서는 수치해석을 통한 하이드로싸이클론 설계에서 시간

적 제약과 컴퓨팅 파워에 따른 효율 개선을 위해서 기계학습 기법의 

한 종류인 random forest 방법을 적용하였다. random forest는 주

어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류(classification) 및 회귀(regression) 
분석을 위해 사용되는 기계학습 방법이다. Random forest 방법

은 루트 노드(root node), 내부 노드(internal node), 터미널 노드

(terminal node or leaf) 등의 노드들과 에지들의 집합으로 이루어

지는 결정 트리 방법[5]에서 파생한 방법이다. 단일의 결정트리는 

휴리스틱 기법을 기반으로 한 기계학습 방법으로 최적의 결정 트

리를 학습한다는 보장이 어려운 반면, random forest 기반의 기계

학습은 주어진 데이터를 통해 랜덤한 방식으로 구성된 다수의 결

정 트리를 만들어 최적의 학습 모델을 찾는 방법이다[6]. 이러한 특

성은 각 트리들이 예측한 결과가 비상관화(decorrelation) 되어서 

결과적으로 일반화 된 결과를 유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random 

forest는 노이즈가 포함된 데이터에 대해서도 강인성을 갖기 때문

에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하이드로싸이클론의 수치해석을 통해 얻어진 27 

케이스의 해석 결과를 random forest 방법에 의해 학습된 모델을 

통해 예측된 결과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다음의 3가지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첫째, 주어진 설계 파라메터를 입력으로 수치해석 결

과와 유사한 분리효율을 예측하였다. 둘째, 원하는 분리 비드 사이

즈와 분리 효율을 만족시키는 하이드로싸이클론의 형상 파라메터

를 도출하였다. 셋째, 마지막으로 수치해석을 위해 정의된 각 파라

메터 집합의 범위 바깥의 파라메터를 통해 분리 효율을 예측하였

다. 다양한 예측을 통해 모든 예측에 있어서 수치해석을 통한 해석

과 유사한 결과를 획득하였다.

2. 하이드로싸이클론 해석
설계 변수의 변화에 의한 하이드로싸이클론의 성능 변화를 비교

하기 위하여 Fig. 1과 같이 콘 영역의 길이(h), 하부 출구 직경(B), 
그리고 상부 출구 직경(De)에 변화를 주어 수치해석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수치해석 시뮬레이션을 위해 선정된 설계 변수를 기

준 설계 치수(콘 영역 길이 14 mm,하부 영역 출구 2 mm, 상부 

영역 출구 2 mm)를 기준으로 증감하여 Table 1에 주어진 각 3개

의 파라메터 값을 조합하여 총 27개 세트의 수치해석 시뮬레이션

을 진행하였다. 대표 결과로써, 콘 영역의 길이에 변화를 준 경우, 
길이가 길어지면 입구 압력과 상부 출구 유량은 감소하였으나 입

자 분리 효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길이의 차이에 따라 입구 압력은 8-32 kPa의 차이를 보였으며 

상부 출구 유량에서는 2-6%의 차이를 보였다. 하부 출구 직경에 

변화를 준 경우, 직경이 커지면 입구 압력과 상부 출구 유량이 감소

하였고 입자 분리 효율은 증가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직경의 차이

에 따라 입구 압력은 18-90 kPa의 차이를 보였으며 상부 출구 유

량에서는 30-44%의 차이를 보였다. 상부 출구 직경에 변화를 준 

경우, 직경이 감소하였을 때 입구압력이 증가하였고 상부 출구 유

량은 감소하였다. 그리고 입자 분리 효율은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직경의 차이에 따라 입구 압력은 20-90 kPa의 차이를 보였으며 

상부 출구 유량에서는 27-45%의 차이를 보였다. 하부 출구 직경

의 증가와 상부 출구 직경의 감소는 입자 분리 효율을 증가시킴을 

Fig. 1 Hydro-cyclone design parameters

Table 1 Hydro-cyclone design parameter set

parameter h B De

size (mm)
10 1.5 1.5
14 2 2
20 2.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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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였으며 비중이 2.5인 입자를 이용하였을 경우, 10 µm 이하

의 입자 분리 효율이 매우 우수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이드로싸이클론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앞서 언급된 

6개로써, 그 중 싸이클론의 성능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 

3개를 설계하는 방식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3개의 변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석수행 케이스 수가 최소 33~34 세트이며, 
사양이 좋은 컴퓨터를 사용해도 한 케이스 결과를 도출하는데 수 

일이 소요된다. 또한 설계 파라메터의 조건이 달라진다면 매번 동

일한 해석 작업을 수행하여 성능을 예측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치해석 방법이 아니라 기계학습 방법을 통한 학

습 알고리즘으로 각 변수의 변화에 따른 성능을 예측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학습 모델 기반의 성능 예측 시스템을 통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3. Random forest 기반 설계 방법
3.1 하이드로싸이클론 성능 예측

Random forest 방법을 적용하여 하이드로싸이클론의 성능을 

예측하기 위해서 2장에서 수행된 수치해석 결과(27 set 설계 파라

메터, 23 비드사이즈, 총 621 해석 Data)를 사용하였다. Fig. 2는 

하이드로싸이클론의 분리효율 학습을 위한 random forest 구조를 

나타낸다. 모델 학습을 위하여 전체 해석 데이터를 입력과 출력을 

다음과 같이 분리하였다. 즉, 입력 파라메터는 상부 출구 직경(De), 
하부 출구 직경(B), 콘 영역 길이(h), 비드 사이즈로 정의하고, 출
력 파라메터는 각 추출 비드 사이즈에 따른 유실량(overflow)과 추

출량(underflow), 그리고 추출 효율(efficiency)로 정의하였다.
수치해석으로부터 확보한 데이터로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 수

치해석으로부터 확보한 데이터의 70%를 사용하였고, 학습된 모델

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나머지 30%를 사용하였다. 총 27개 파라

메터 세트에 대하여 수치해석를 기반으로 random forest 방법으로 

학습이 이루어졌다. Fig. 3은 27개의 설계 파라메터 세트 중, De 
= 1.5, B = 1.5, h = 0.01를 학습된 모델을 통해 비드 분리 효율을 

예측한 결과이다. Fig. 4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학습된 모델에 

De = 1.5, B = 1.5, h = 0.01, 비드 사이즈를 모델 입력으로 예측

된 분리 효율이 수치해석 시뮬레이션을 통해 얻어진 비드 사이즈

별 분리효율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학습

된 모델을 통해 설계 파라메터에 따른 분리효율 예측이 가능함이 

확인되었다.
학습모델 검증이 완료되면, 학습된 모델에 27개의 설계 파라메

터와 비드 사이즈를 입력으로 하여 그에 따른 분리효율을 예측하

였다. Fig. 4는 27개 데이터 세트에 대해 수치해석을 통해 얻어진 

결과 데이터의 분리효율을 참값으로 하고, random forest을 통해 

학습된 모델을 기반으로 분리효율을 예측한 결과를 비교하여 각 

설계 파라메터 세트별 정확도를 나타낸 결과이다. 분리효율 예측 

정확도는 최저 97%에서 최고 99%까지로 모든 설계 파라메터 세

트에 대하여 높은 정확도의 예측 성능이 확인되었다. Fig. 5는 27
개의 설계 파라메터 세트 중, De = 1.5, B = 1.5, h = 0.01에 

대한 비드 사이즈별 분리효율을 나타낸다. 비드사이즈가   µm 
이상에서는 98% 이상의 정확도로 수치해석을 통해 한 결과와 학

습모델을 통한 효율 예측치가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하이드로싸이클론 설계 시, 분리효율의 예측을 위해 

random forest 기반의 학습 모델의 사용이 기존의 수치해석을 통

한 분리효율 계산을 위해 소요되었던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효율적

인 설계를 가능하게 해준다. 

3.2 하이드로싸이클론 설계 파라메터 도출 
하이드로싸이클론 설계를 위해서 다양한 설계 파라메터 변화

에 따른 분리효율을 예측하여 용도에 맞는 설계 파라메터를 선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직관적으로 요구되는 비드의 사

이즈와 분리효율 성능을 만족하기 위한 설계 파라메터를 도출하

Analysis Data

Inputs outputs

Random 
forest

Cyclone learning model

training

Inputs

• De, B, H
• Bid size

Outputs

• underflow
• Overflow
• efficiency

Fig. 2 Random forest based hydro-cyclone performance prediction 
model 

Fig. 3 Random forest based test prediction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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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설계 효율을 높이는데 도움을 준다. 이를 위해 random 
forest 방법을 적용하여 요구되는 비드 사이즈와 분리효율 성능

을 내는 하이드로싸이클론의 설계 파라메터를 도출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Fig. 6의 상단은 하이드로싸이클론의 설계 파라메터를 추출하기 

위한 random forest 기반의 학습 모델 구조이다. 학습 모델의 상단

에서는 주어진 비드 사이즈와 분류 효율을 입력으로 하여 그에 해

당하는 설계 파라메터를 도출하고, 도출한 설계 파라메터에 따른 

분리효율의 검증을 위해 하단의 모델을 사용한다. 즉, 설계 파라메

터 추출 모델의 학습을 위해서 수치 해석을 통해 확보된 동일한 

해석결과 데이터에서 비드 사이즈와 분리 효율을 입력으로 하고, 
설계 변수인 De, B, h를 출력으로 정의한다. 이전 예측 모델의 학

습에서와 동일하게 주어진 데이터의 70%를 모델 학습을 위한 데

이터로 사용하고, 나머지의 30% 데이터를 학습된 모델의 검증을 

위해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비드 사이즈   µm에서 97.77%의 

분리효율을 갖는 하이드로싸이클론의 설계를 한다고 할 때, Fig. 
6 상단의 학습 모델에 입력(  µm, 97.77%)에 대해 설계 파라

메터(De = 1.65, B = 2, h = 0.0154)가 도출된다. 도출된 파라메

터로 설계된 하이드로싸이클론이 최초 요구하는 비드 사이즈에 대

한 분리효율을 만족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Fig. 6 하단의 학습 모델

에 입력으로 (De = 1.65, B = 2, h = 0.0154)를 적용하면 예측되

는 분리효율은 92.63%로 나타났다. 즉, 해당 케이스에서 95%에 

정확도로 요구 비드사이즈에 대한 분리 효율을 만족하는 설계 파

라메터를 제시한 것이다. Fig. 7은 수치해석에 의해 도출된 분리효

율과 비드 사이즈를 하이드로싸이클론의 설계를 위한 입력으로 정

의하고, Fig. 6의 학습모델을 통해 도출된 설계 파라메터 기반의 

분리효율을 분석한 결과이다. 비드 사이즈와 분리효율 만을 제시

Fig. 4 Random forest based efficiency prediction

Fig. 5 Random forest based efficiency pre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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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puts outputs

Ran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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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iciency prediction model

training

Outputs

• efficiency

Analysis Data

Inputs outpu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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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pu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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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Random forest based design parameter extraction

Fig. 7 Random forest based efficiency pre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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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설계된 하이드로싸이클론이 요구 수준을 98.3% ~ 99.8% 수
준의 예측 정확도를 나타내었다.

3.3 하이드로싸이클론 외삽(extrapolation) 설계
분리효율 예측을 위해 Table 1에 제시된 27개 데이터 세트에 

대한 수치해석 결과를 사용하였고, 우수한 예측 성능을 확인 하였

다. 이는 De, B, h 범위 내의 다른 파라메터 값에 대해서도 우수한 

분리효율 예측 성능을 나타낸다. 그러나 학습된 범위 외에 존재하

는 파라메터 값을 입력으로 했을 때, 분리 효율 예측성능에 대한 

평가를 위해 Table. 2에 제시된 4 세트의 별도의 파라메터를 사용

하여 수치해석을 실시하였다. 
Table 2의 설계 파라메터를 Table 1의 범위에서 학습된 예측 

모델에 적용하여 외삽(extrapolation) 예측 성능을 분석하였다. 
Fig. 8는 외삽 입력에 대한 분리효율 예측 결과를 나타낸다. 분리

효율 예측 정확도는 최저 87.8%에서 최고 99.9%를 나타냈다. 한
편, 비드 사이즈가   µm 이상인 경우에는 높은 정확도를 유지하며 

분리효율을 예측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Fig. 9은 Table 2에 제시된 설계 파라메터에 따른 평균 외삽 

예측 결과를 보여준다. Fig. 9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비드 사이즈

가 작은 영역에서의 분리효율 예측 성능의 저하가 있으나, 비즈 

사이즈가 증가할수록 100%에 가까운 예측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2번째 케이스에서의 예측 성능이 다른 설계 파라메터를 적용

한 경우보다 낮게 나타난다. 이는 하이드로싸이클론의 분리효율에 

있어서 세 설계 파라메터 중 h 값에 민감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

다. 실제로, 다른 파라메터에 비해 2번째 케이스의 h 값이 Table 
2에 제시된 학습 범위 바깥에서 먼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다

른 케이스에 비해 예측 성능이 낮은 이유하다.
즉, 학습된 공간과 인접한 영역에서의 분리효율 예측에는 효과적

이나 그 이외의 영역에서는 예측 성능의 저하를 확인하였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하이드로싸이클론의 설계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

법을 제시하였다. 기계학습의 한 종류인 random forest 방법을 통

해 예측모델을 학습시키고,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 단순히 원하는 

비드의 사이즈와 효율을 입력하면 해당하는 성능을 나태내는 하이

드로싸이클론의 설계 파라메터가 도출되는 방법이다. 기존 수치해

석을 통해 임의의 파라메터를 입력하고 장시간의 시뮬레이션 시간

이 소요되었던 설계과정을 학습된 모델을 통해 단시간에 설계가 

가능하게 되었다. 물론, 초기에 예측 모델의 학습을 위해서 해석 

데이터가 필요하지만, 적당한 사이즈의 데이터가 형성된 이후에는 

random forest 방법에 의한 학습 모델 생성으로 효율적인 하이드

로싸이클론의 설계가 가능하다.

후 기
본 연구는 금오공과대학교 교수연구년제에 의하여 연구된 실적

물입니다. 

Table 2 Hydro-cyclone design paramet and analysis results

case De (mm) B (mm) h (mm) total 
efficiency (%)

1 1.0 2 0.014 97.79
2 2 2 0.03 79.39
3 2 2 0.005 90.48
4 2 3 0.014 97.11

Fig. 8 Random forest based efficiency prediction

Fig. 9 Random forest based extrapolation efficiency pre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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