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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고온고압조건에서 배출되는 배가스 정제를 위한

표적인 집진 설비로는 세라믹필터가 설치된 고온

집진장치의 유입구조에 따른 세라믹필터의 철입자
제거특성에 미치는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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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t-type particulate removal system is employed in most of ironmaking processes. These de-dusting systems

require additional downstream aggregates for treatment of water and for drying of the collected slurry. Thus dried

slurry can be pressed in shape of briquettes and recycled in the steelmaking process. Different from the wet-type,

the dry-type particulate removal systems generate no slurry. A high-temperature, high-pressure de-dusting system

with inertial inlet was developed. The target application of this system was to remove particulate matter generated

from the novel ironmaking process and other steelmaking processes. In this study we conducted tests with this newly

developed system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the silica-carbide (SiC) ceramic filters. In addition, for purpose of

comparison, we also conducted tests with a unit which has conventional direct inlet. Fe-Particles collected from the

novel ironmaking process were used in our tests as test dusts. The temperature and the pressure were kept constant

at their respective values 800�C and 3 kgf/c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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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집진장치가 표적인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Choi, 2008). 세라믹필터는 열 및 화학적 저항성과

기계적 충격 저항성이 커 고온고압조건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 섬유필터에 비해 세라믹필터는

고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지지체가 필요 없다.

따라서, 설치비와 운전비를 현저히 줄일 수 있으며,

약 1,000�C와 10 kgf/cm2 이하의 조건에서도 안정적

으로 운전이 가능하다(Chris, 1998). 또한 고온고압가

스 여과기술은 고온고압 여과조작의 필수적인 냉각

장치나 열교환기 등이 필요 없는 장점과 고온고압에

서 먼지입자상물질을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배기시설

의 후처리를 간단하고 청정 배가스를 고온에서 폐열

활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점에서 에너지 절약과 환경

오염 저감이 절실히 요청되는 차세 에 필수적인 기

술로써의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

제철공장의 신개념 용융환원 제철공정의 분광 환원

용 유동화로에서 배출되는 배가스의 온도는 600�C,

압력은 3.0 kgf/cm2이며, 함유된 철입자의 농도는 약

20 g/m3, 일산화탄소가 36%, 이산화탄소가 23% 함유

되어 있다. 배가스 중에 함유된 철입자를 회수하기

위해 현재는 습식인 세정식 집진장치를 이용하고 있

다(Lee, 2002). 세정식 집진장치에서 정제된 배가스

는 발전소의 연소용 공기로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배가스를 습식인 세정식 집진장치로 활용하여 배가

스를 정제하므로 인해, 3.0 kgf/cm2, 600�C의 배가스

가 상압, 20�C로 냉각된 조건으로 발전소에서 연소용

공기로 활용하고 있다. 배가스의 처리용량이 300,000

m3/hr인 경우 3.0 kgf/cm2, 600�C의 청정 배가스를 상

압의 20�C 청정배가스로 전환하여 활용하므로 인해

176,716,000 kJ/hr의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고, 약 5.4

ton/hr의 탄소를 소비하며, CO2로 환산하면 약 19.8

ton-CO2/hr를 발생시키고 있다(Lee, 2002). 또한, 3.0

kgf/cm2, 600�C의 청정 배가스를 활용하면 상압, 20�C

의 청정 배가스를 활용하는 조건에 비해 발열량이

54 kJ/g인 천연가스로 환산하면 약 3,272 kg/hr의 절

감효과에 해당된다. 또한 세정식 집진장치에서 배가

스 중에 함유된 철입자를 회수하기 위해 많은 양의

세정액을 분사시켜야 하고, 이에 따라 폐수처리 설비

가 필수적으로 가동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용량의

공업용수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회수된 슬러

지 상태의 철입자를 용광로에 장입하기 위해서는 건

조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므로 건조를 위한 에너지 소

요가 부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신개념의 용융환원 제철공정 배

출가스를 건식으로 처리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고

온고압용 세라믹필터를 접선유입방식의 집진장치와

기존의 방식인 직접유입방식의 집진장치에 설치하여

신 개념의 용융환원 제철공정의 유동층 용융환원로

에서 배출되는 철입자상물질에 한 제거성능을 800

�C, 3.0 kgf/cm2 조건에서 여과성능을 실험적으로 비

교하 다.

2. 실험 및 방법

2. 1 유입방식

기 개발된 CYBAGFILTER®는 접선유입방식으로

집진장치 중에서 먼지가 유입되는 장치 하단부분을

싸이클론 형상으로 변형한 장치이며, 이를 응용하여

Figure 1에 접선유입방식의 고온고압 집진장치의 개

념도와 접선유입에 의한 먼지입자의 흐름도를 예측

하여 나타냈다 (Park, 2001; Kim, 2004; Kim, 2005;

Park, 2008). 본 실험에서는 Figure 1의 장치 하부를

Figure 2의 접선유입방식의 하부구조(a)와 직접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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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tructure of high temperature, high pressure filter
test unit and typical flow pattern of gas and particulate.



방식 하부구조(b)를 제작 설치하여 고온고압 집진장

치에 세라믹필터를 설치한 조건에서 집진장치의 유

입방식 따른 여과성능 비교 평가하 다.

접선유입방식 입구구조는 유입먼지입자의 질량기

준 평균입자크기 (Dp50)가 5.0 μm~10 μm 범위에서

유입구를 유입한 기체와 먼지입자가 접선방향으로 1

차 선회류를 유도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유입속도인

19.6 m/sec이 유지되는 구조인 유입구 폭(b)과 길이

(a) 비(b/a)를 0.5로 설계하 다. 1차 선회류는 장치

내부벽을 따라 하강하면서, 하단부의 호퍼부근에서

선회방향을 바꾸면서 중심축을 따라 2차 상승 선회

류로 바뀌므로, 2차 선회류가 상부의 세라믹 필터로

균일한 분산되어 상승하도록 하기 위해 장치내부 직

경(DR)과 내통직경(DI)의 비를 0.654로 설계하 고,

장치내부 직경(DR)과 내통길이(HI)의 비를 0.224로

설계하 다(Park, 2001; Kim, 2004; Kim, 2005; Park,

2008). 

선회중에 먼지입자와 기체는 원심력과 중력 및 관

성력의 평형이 깨지면서 먼지입자와 유체가 분리되

기 시작하고, 외통벽면에 부딪히는 먼지입자는 침강

하여 포집된다(Kim, 2004). 이러한 원리에 의해 유입

되는 먼지입자 중 입경이 큰 먼지입자들이 1차적으

로 제거된 후, 나머지 먼지들은 상승하여 상부의 세

라믹필터에서 포집된다. 세라믹필터에 포집된 먼지들

은 주기적인 탈진조작에 의하여 하부로 떨어져 먼지

입자 저장조에 저장된다. 직접유입방식의 입구형상은

원형으로 접선유입방식의 입구에서 유속과 같은 유

속이 유지되도록 입구직경(di)을 설계하 다.

2. 2 실험장치 및 방법

접선유입방식과 직접유입방식에 따라 세라믹필터

의 여과성능을 실험하기 위한 실험장치의 흐름도를

Figure 3에 나타냈으며, 좌측에 접선유입방식의 세라

믹필터 성능 실험장치와 우측에 직접유입방식의 세

라믹필터 성능 실험장치를 나타냈다. 실험장치의 총

유량은 3.0 kgf/cm2, 800�C 조건에서 650 L/min이다.

실험장치는 세라믹필터 성능 실험장치의 본체부분,

실험용 먼지 정량공급 및 분사부분, 청정가스 배출

부분, 탈진용 압축공기 생산 및 정제부분, 탈진공기저

장 및 분사조절부분, 온도조절부분, 압력조절부분으

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실험장치에는 길이 1,500

mm, 내경 40 mm, 외경 60 mm, 두께 20 mm인 silicon-

carbide 세라믹필터 1본을 설치하 다. 각각의 실험장

치에 유입되는 공기의 온도는 장치 전단에 설치된 예

열히터 1에서 약 400�C까지 상승시키고, 예열히터 2

에서 약 600�C까지 상승시키고, 장치 본체의 세라믹

몰드 히터에서 요구하는 온도 800�C까지 상승시켜

일정하게 유지하 다. 또한 각각의 실험장치 내부의

압력은 후단의 압력조절밸브를 이용하여 3.0 kgf/c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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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Structure of inertial inlet (a) and direct inlet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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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일정하게 유지하 다. 본 연구의 실험조건을 Table

1에 나타냈다. 실험용 먼지입자는 신개념의 용융환원

제철공정에서 배출되는 3.0 kgf/cm2, 800�C 조건의 배

가스 중에 함유된 철입자를 사용하 다. Figure 4에

실험용 철입자의 입자크기분포를 나타냈다. 실험용

철입자의 진 도는 약 3.58 g/mL이고, 중간입자크기

(number median diameter)는 3.66 μm이다. 고압공기

의 유량은 질량유량 조절계(BROOKS, Model 5851E

MFC, mass flow controller)를 이용하여 일정 유량으

로 조절하여 공급하 다. 세라믹필터 표면에 포집된

실험용 철입자층을 주기적으로 털어내기 위해 충격

기류 탈진방식을 이용하 다. 탈진용 충격기류용 압

축공기는 실험장치의 압력손실이 250 mm H2O에 도

달하 을 때 5.0 kgf/cm2압력, 100 m/sec의 속도로 실

험용 세라믹필터의 상부에서 분사하 다. 철입자의

입자크기별 질량농도 및 개수농도 측정은 먼지입자

측정장치 (TSI, Aerodynamic Particle Sizer,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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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Schematic diagram of experimental.

① Pre heater1 ④ Direct inlet dust collector ⑦ Mass flow controller ⑩ Water hopper
② Pre heater2 ⑤ Solenoid valve ⑧ Comp. Air accumulator ⑪ Sampling port
③ Tangential inlet dust collector ⑥ Condenser ⑨ Ash hopper

Table 1. Experimental conditions

Test filter
Silicon-carbide ceramic
filter

Filtration area, m2 0.294
Filtration velocity, m/min 0.5~1.0
Inlet dust concentration, g/m3 20.0
Pulse-jet air pressure, kgf/cm2 5.0
Pulse duration, msec 100
Cleaning onset filter pressure 

250drop, mmH2O
Inlet air temperature, �C 800
Inlet air pressure, kgf/cm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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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1)를 사용하 다. 실험장치의 입구에서는 먼지입

자 농도가 높아 희석장치(Diluter, TSI 332101)를 사

용하여 1/100 비율로 희석하여 먼지의 농도를 측정

하 다. 실험용 먼지입자의 공급은 고온고압조건에

적합한 먼지입자정량공급장치를 설계, 제작하여 사용

하 다.

3. 결과 및 고찰

3. 1 압력손실

접선유입방식과 직접유입방식에 따라 여과시간에

따른 여과속도별 세라믹필터의 압력손실 변화 경향

을 여과속도별로 Figure 5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면 접선유입방식인 경우가 직접유입방식에 비해

세라믹필터의 압력손실 상승이 완만하 고, 탈진간격

이 길어진 것을 알 수 있으며, 여과속도가 빠른 조건

일수록 짧아진다는 것을 확인하 다. 특히 여과속도

가 1.0 m/min인 조건에서는 직접유입방식의 경우 여

과시간이 약 400분경과 후부터 잔유압력손실이 약

210 mm H2O로 일정하게 유지되었고, 접선유입방식

에서는 잔유압력손실이 운전 초기부터 일정하게 약

160 mm H2O로 직접유입방식에 비해 약 1.4배 낮았

고, 탈진간격은 약 7배 이상 길게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접선유입방식인 경우 하

부에서 유입되는 입경이 큰 먼지입자가 관성력에 의

해 미리 제거가 되어 세라믹필터로 유입되는 먼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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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Pressure drop variations of the ceramic filter with inertial inlet and direct inlet.

(a) Vf==0.5 m/min (b) Vf==0.8 m/min

(c) Vf==1.0 m/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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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또한 접선유입방식에서 압

력손실 증가 경향이 완만한 것은 직접유입방식은 유

입되는 먼지입자 전량이 세라믹필터로 유입되어 먼

지부하가 접선유입방식에 비해 크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3. 2 탈진특성

Figure 6은 세라믹필터의 표면에 포집 부착된 먼지

층을 털어내기 위해 압축공기 분사횟수의 증가에 따

른 탈진간격 변화 경향을 나타냈다. 여과속도가 0.5,

0.8, 1.0 m/min인 조건에서 접선유입방식에서는 평균

탈진간격이 각각 333분, 105.8분, 56분으로 각각 나

타난 반면, 직접유입방식에서는 평균 탈진간격이 각각

265.5분, 59.7분, 19분으로 각각 나타났다. 접선유입방

식의 평균 탈진간격이 직접유입방식에 비해 1.3~2.9

배 정도 길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

은 접선유입방식이 세라믹 필터에 부여되는 먼지부

하가 직접유입방식에 비해 작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

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탈진간격이 길어지면 압축

기의 운전시간을 감소시키고 세라믹필터에 물리적인

충격의 횟수를 줄일 수 있어 세라믹필터의 마모파손

을 줄일 수 있다.

세라믹 필터 표면에 부착된 먼지층을 압축공기 분

사에 의해 털어낸 직후의 압력손실을 잔유압력손실

이라 하며, Figure 7에 접선유입방식과 직접유입방식

의 잔유압력손실을 여과속도에 따라 비교하여 나타

냈다(Park, 2008). 그림에서 보면 접선유입방식의 잔

유압력손실이 직접유입방식의 잔유압력손실보다 낮

게 유지되었고, 잔유압력손실은 여과속도가 증가하면

높아지는 경향을 확인 하 다. 필터 표면에 부착된

먼지층은 여과속도가 빠른 조건에 비해 느린 조건이

잘 털어지는 특성이 있다(Park, 2008). 필터 표면에

부착된 먼지층을 털어내는 탈진조작에서 여과속도가

빠른 조건이 느린 조건에 비해 잔유압력손실이 높게

유지 하는 현상은 필터 표면에서 털어진 먼지입자가

여과속도가 빠르면 느린 조건에 비해 재 부착하는 량

이 증가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일

반적으로 필터의 압력손실은 먼지부하가 증가하면

증가하고, 먼지층을 털어내기 위한 분사 압축공기의

압력 증가와 압축공기 분사시간이 길어지면 저하하

는 특성이 있다(Richard, 1975). 따라서, 직접유입방

식의 잔유압력손실이 접선유입방식에 비해 높게 유

지되는 것은 세라믹 필터에 부여되는 먼지부하가 직

접유입방식이 접선유입방식보다 높게 유지되기 때문

에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접선유입방식

은 기류가 장치의 내벽부근으로 선회류를 형성하면

서 상승하고, 중앙부근에서는 하강기류를 형성하기

때문에 세라믹 필터에서 털어진 먼지입자는 다시 세

라믹필터 표면에 재부착을 하지 않고 바로 먼지저장

조로 하강하는 특징이 있어 직접유입방식보다 잔유

압력손실이 낮게 유지하는 이유이다(Kim, 2005). 잔

유압력손실이 낮으면 탈진조작 개시 압력손실에 도

달하는 시간이 길어져 탈진조작 횟수가 줄어지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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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빈번한 탈진조작에 의한 세라믹 필터의 물리적

손상을 저감시킨다. 

3. 3 집진효율

먼지입자 크기별 질량기준 집진효율인 부분집진효

율을 접선유입방식과 직접유입방식에 해서 여과속

도에 따라 Figure 8에 나타냈다. 먼지입자크기에 따

른 부분집진효율은 접선유입방식이 직접유입방식에

비해 높게 유지되었다. 먼지입자크기가 0.5 μm의 경

우 직접유입방식에서는 여과속도가 0.5 m/min, 0.8

m/min, 1.0 m/min 조건에서는 부분집진효율이 99.9%,

47%, 15%로 각각 유지되었고, 접전유입방식에서는

99.5%, 99.99%, 95%로 각각 유지되었다. 거의 100%

를 유지하는 먼지입자의 크기는 접선유입방식에서는

약 0.8 μm 이상으로 나타났고, 직접유입방식에서는

약 2.0 μm 이상으로 나타났다. 필터에 의한 먼지입자

의 포집에서 여과속도가 빠르면 먼지입자의 운동에

너지지가 크기 때문에 먼지입자 들이 필터내부로 침

투가 쉬워지고 압력손실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또

한, 먼지입자크기에 따른 부분집진효율은 여과속도가

빠르면 낮아지고 먼지입자크기가 작아지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William, 1999). 접선유입방식에서는 유

입기체에 함유된 철입자가 장치하부에서 접선방향으

로 유입되어 원심력에 의해 큰 입자의 부분이 포

집 제거되기 때문에 집진필터로 상승하는 기류에 함

유된 먼지입자의 농도는 직접유입방식에 비해 낮게

유지된다(Kim, 2005). 따라서 접선유입방식에서 부

분집진효율이 여과속도가 빠른 조건일수록 직접유입

집진장치의 유입구조에 따른 세라믹필터의 철입자 제거특성에 미치는 향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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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Comparison of fractional efficiency with inertial inlet and direct inlet.

(a) Vf==0.5 m/min (b) Vf==0.8 m/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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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에 비해 높아지는 것은 직접유입방식에서는 장

치내로 유입된 먼지입자들이 바로 상승하여 세라믹

필터에 포집과 동시에 세라믹 필터 내부로 침투하여

통과할 가능성 높아지나, 접선유입방식에서는 나선형

으로 유입되어 상승하는 먼지입자들이 선회류를 형

성하면서 장치의 벽면에서 포집되거나 선회류로 인

해 기체의 운동에너지가 상실된 상태에서 세라믹 필

터 표면 접선방향으로 포집되기 때문에 세라믹 필터

로 침투하거나 통과하는 양이 감소했던 것으로 판단

된다.

Figure 9의 유입방식에 따른 여과속도별 총괄집진

효율을 비교하여 나타냈다. 유입방식에 관계없이 여

과속도가 증가하면 총괄집진효율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감소폭은 접선유입방식이 직접유입방식보

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접선유입방식의 총괄집진

효율은 여과속도 변화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거의

99.99%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신개념의

환원용융 제철공정에서 배출되는 철 입자를 포집하

기 위해서는 접선유입방식의 집진장치에 세라믹 필

터를 적용하는 방식이 고효율 조건 유지에 적합하다

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접선유입방식과 직접유입방식에 세

라믹 필터를 적용하여 신개념의 환원용융 제철공정

에서 배출되는 철입자의 포집조건에서 여과성능을

비교 검토하 으며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여과속도가 1.0 m/min 조건에서 접선유입방식의

평균 잔유압력손실은 166 mm H2O로 직접유입방식

의 217 mm H2O에 비해 1.4배 정도 낮게 유지되며,

여과시간이 300분 이상 경과 후부터는 직접유입방식

의 탈진조작 횟수는 접선유입방식에 비해 급격히 증

가하 다. 접선유입방식의 탈진간격은 직접유입방식

에 비해 1.3~2.9배 정도 길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탈진간격이 길어지면 압축기의 운전시간이 단축되고

탈진조작에 의한 세라믹 필터의 물리적인 충격 횟수

를 줄일 수 있어 세라믹 필터의 수명 연장이 가능하

다. 철입자 크기가 0.5 μm이고 여과속도가 1.0 m/min

인 조건에서 접선유입방식의 부분집진효율은 95%를

유지하 고, 직접유입방식의 부분집진효율은 15% 정

도 유지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거의 100%에 근접하

는 부분집진효율을 유지하는 철입자의 크기는 접선

유입방식에서는 0.8 μm 이상이었고, 직접유입방식에

서는 약 2.0 μm 이상으로 확인되었다. 접선유입방식

의 총괄집진효율은 여과속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

었으나, 거의 99.99% 이상 유지되었고, 직접유입방식

에서는 99.9% 이상 유지된 것을 확인하 다. 따라서,

신개념의 용융환원 제철공정의 배가스를 건식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접선유입방식의 집진장치에 세라

믹 필터를 적용하면 기존방식의 집진장치에 비해 고

효율 유지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Nomenclature

a  : height of inertial inlet, mm

b  : width of inertial inlet, mm

Ci : inlet dust concentration, g/Sm3

DI : diameter of inner tube, mm

DR: diameter of body, mm

di : diameter of direct inlet, mm 

HI : height of inner tube, mm

P : inlet hot air pressure, kgf/cm2

PP : pulse air pressure, kg/cm2

PD : pulse duration, msec

T : inlet hot air temperature,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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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Comparison of overall collection efficiency with
inertial inlet and direct inlet.

P: 3.0 atm, PP: 5.0 kgf/cm2, PD: 100 msec
T: 800�C, Ci: 20 g/m3



Vf : filtration velocity, m/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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