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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orous SiC candle filter preforms were fabricated by extrusion and ramming process. To fabricate SiC candle filter preform,
commercially available F180 mesh (85 µm) α-SiC powder and 44 µm mullite, CaCO3 powder were used as the starting materials. The
candle type preforms were fabricated by vacuum extrusion and ramming process, and sintered at 1400

o
C 2 h in air atmosphere.

Corrosion test of the sintered candle filter specimens as forming method was performed at 600
o
C for 2,400 h in simulated IGCC syngas

atmosphere. The effect of forming method on mechanical properties, pore distribution, microstructure and crystalline phase was
investig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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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세라믹 필터는 여러 종류의 연소 배기가스 집진 시스

템에서 가스 정제를 위한 가장 적절한 소재로 알려져 있

다.
1)

 현재까지 다양한 형태의 세라믹 필터가 개발되고 있

는데, 캔들 타입 (candle type), 튜브 타입 (tubular type),

평판 타입(parallel flow type) 등이 있으며, 캔들형 집진 필

터가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세라믹 캔들

필터는 가압유동층 복합발전 (PFBC, Pressurize Fluidized-

Bed Combustion), 석탄가스화 복합발전 (IGCC, Integrated

coal Gasification Combined Cycle), 석탄가스화 연료전지

복합발전 (IGFC, Integrated coal Gasification Fuel cell

Combined cycle), 석탄가스화 합성석유 제조공정 (CTL,

Coal to Liquid)에서 고온 배가스 정제용으로 사용되고 있

다.
2-4)

일반적으로 IGCC 합성가스 정제시스템의 경우에는

PFBC 경우에서와는 달리 훨씬 높은 고압 (약 25기압)과

미세분진이 함유되어 있는 분위기에서 운전된다. 그러므

로 이때 사용되는 초청정용 세라믹 집진필터는 고온, 고

압 및 부식 환경에서 현재의 PFBC용 캔들 필터의 상온

강도 값의 2배 정도인 30 MPa 이상을 갖는 높은 강도 및

내식성을 갖도록 개발되어야 하기 때문에 SiC가 가장 적

절한 캔들 필터 소재로 적용되고 있다.
5)

이에 따라 집진용 SiC 세라믹 캔들 필터를 개발하기 위

해서는 고온에서 내산화성이 우수하고, 부피팽창에 의한

균열이 발생하지 않는 무기결합재의 선정 및 이를 통한

소재의 특성 최적화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6)

SiC 캔들 필터에서 무기결합재는 지지층 탄화규소 분

말을 결합시키는 소결조제의 역할을 하지만, 대부분 고온

에서 산화에 의한 결정화가 진행된다. 이 경우 부피팽창

과 결정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탄화규소 입자간 공극

을 채우게 되어 기공율이나 기공 크기 및 분포 등에 영

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집진효율을 현저히 저하시킨다.

따라서 이러한 원인들에 의해 궁극적으로는 탄화규소 입

자간 결합을 이루고 있는 무기결합재 부분의 균열에 의

해 필터의 파손이 이루어지므로 적절한 무기결합재 선정

과 적용을 통한 내구성을 갖는 필터 개발이 가장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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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이다.

또한 고온 ·고압 집진용 캔들 필터 제조 시, 기공률, 기

공 크기 및 분포 조절기술도 중요한 핵심기술이다. 공극

률이나 기공 크기를 크게 할 경우, 연소 배가스 흐름은

원활하게 이루어져 압력손실을 낮게 유지할 수 있으나,

집진효율 및 필터의 기계적 성질 등은 감소한다. 반면에

공극률과 기공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필터의 집진효율과

기계적 성질 등은 향상될 수 있으나, 연소 배가스 흐름에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그러므로 집진효율, 연소 배가스

흐름, 필터의 기계적 성질 등을 동시에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개발에 있어서 서로 상반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기

술이 캔들 필터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된다.
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석탄가스화 공정에 적용하기 위

한 다공성 SiC 캔들 필터 소재 개발을 위해 비점토계 무

기바인더를 사용하고, 필터 형상화 공정으로 래밍 (ramming)

성형과 진공압출 (vacuum extrusion) 성형공정을 적용하여

1.0 m급 캔들 필터 시작품을 제조하여 소결한 후, 기계적

인 특성과 미세구조 및 IGCC 모사 합성가스 분위기 내

에서의 내식성을 평가하였다.

2. 실험방법

2.1. 출발원료 선정 및 조합

미세분진 집진용 캔들 필터 제조를 위한 지지층 원료

인 SiC는 평균입경 85 µm (F180 mesh)와 100 µm (F150

mesh) 두 가지를 각각 사용하였으며, 소결조제 역할을 하

는 무기결합재는 평균입경 44 µm (-325 mesh)의 뮬라이트

(mullite)를 사용하였다. 또한 무기결합재의 소결촉진제로

탄산칼슘 (CaCO3)을 첨가하였으며, 유기바인더는 래밍성

형의 경우 CMC, 진공 압출성형의 경우에는 MC계 바인

더인 YB132A를 각각 용도에 맞게 첨가하였다. Table 1에

첨가된 출발원료와 보조제의 기본 특성과 조합비를 나타

내었다.

2.2. 래밍 및 진공압출 성형공정에 의한 캔들 필터 형상화

및 소결

캔들 필터 형상화는 Table 1에 나타낸 지지층 SiC 원료

에 비점토계 무기결합재인 뮬라이트를 -blade 혼련기에

서 1차 건식혼합을 하였다. 1차 혼합된 원료에 유기바인

더와 CaCO3가 혼합된 물을 첨가하면서 습식으로 2차로

완전하게 혼합하여 밀봉한 후, 이를 24시간 숙성시켜 래

밍 및 압출 성형용 원료로 사용하였다.

래밍성형 공정에 의한 필터 지지체는 금형이 일정한 속

도로 회전하고, 원료 호퍼에서 자동으로 공급되는 원료를

래머 (rammer)가 일정한 속도로 상하 왕복운동을 하면서

원료가 다져지는 자동 래밍 시스템을 이용하여 내경

40 mm, 외경 60 mm, 길이 1,000 mm의 크기로 성형하였

다. 한편 진공압출성형 공정에 의한 지지체는 진공 압출

성형기에 혼합된 원료를 공급하여 외경 60 mm, 내경

40 mm 크기의 금형을 통과하여 토출되는 방법으로 제조

하였다.

성형방법을 달리하여 형상화된 필터 지지체는 100
o
C 건

조기 내에서 항량건조한 후, 전기로에서 소결하였다. 소

결은 상온에서 600
o
C까지 1

o
C/min 속도로 승온하여 성형

체 내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바인더의 탈지 과정을 거친

후, 1400
o
C까지 3

o
C/min 속도로 단일 싸이클로 승온하여

2시간 유지하는 조건으로 진행하였다.

2.3. 특성 평가

튜브 형상으로 소결된 필터 지지체는 3점-굽힘강도 측

정을 위해 폭 5 mm, 두께 3 mm, 길이 45 mm 크기로 절

단하고, 각각의 모서리를 면취가공 (beveling)하였으며, O-

ring 압축강도 측정을 위해 튜브형 소결체를 O-ring의 폭

을 10 mm로 가공하여 사용하였다. 강도 측정은 1 kN 만

능강도시험기 (H10KS, Hounsfield, UK)를 이용하여 측정

하였으며, 0.1 mm/min cross head speed로 측정하였다.

3점-굽힘강도 측정이 완료된 시편은 Archimedes법으로

기공율과 소결밀도를 측정하였다. 파단면에 대한 미세구

조는 전계방사형 주사전자현미경 (FE-SEM, S-4700, Hitachi,

Japan)으로 관찰하였으며, 지지층 SiC 입자간 결합을 이

루고 있는 입계상의 분석은 EDAX (7200-H, HORIBA,

∑

Table 1. Raw Materials and Compositions for SiC Candle Filter

Preforms

Materials
Particle Size

(µm)

Content

(wt%)
Remarks

SiC
85 100 CHEKGRIT, China

100 100 CHEKGRIT, China

Mullite 44 5 Itochu Ceratech, Japan

CaCO3 EP Grade 1 Duksan Chemical, Korea

CMC AF2085 3 Korea CMC, Korea

YB Binder 132A 12 Yuken, Japan

Water - 120

Table 2. Composition of Simulated IGCC Syngas for Corrosion

Test

Composition Contents (vol%, ppm)

CO 36~45%

H2 15~20%

CO2 5~9%

N2 30~40%

H2S 250~450 ppm

COS 50~100 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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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K.)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성형방법에 따른 지지층 소

결체의 기공 크기 및 분포 분석은 Mercury Porosimeter

(Micromeritics, U.S.)를 사용하였다.

또한 3점-굽힘강도 측정용 크기로 가공된 소결 시편은

IGCC 합성가스 분위기 내에서 부식 특성을 평가하기 위

해 관상로에 장입한 후, 600
o
C에서 2,400시간까지 유지시

켜 부식 시간에 따른 강도, 미세구조 및 결정상 변화를

조사하였다. 결정상 변화는 X-선 회절분석기 (D-Max 2500,

Rigaku, Japan)를 이용하였으며, 부식실험을 위한 IGCC 모

사 석탄연소 합성가스 조성은 Table 2에 나타내었다.

3. 결과 및 고찰

3.1. 기공율, 소결밀도

지지층 SiC의 입도를 달리하여 성형방법별로 제조한 각

각의 소결체에 대한 기공율 및 소결밀도는 Fig. 1에 나타

내었다. 여기에서 F150MR과 F180MR은 각각 출발 SiC

원료를 150 mesh (100 µm)와 180 mesh (85 µm)를 사용하

고 소결조제로 mullite를 사용하여 래밍 성형으로 제조한

필터를 의미하며, F150ME와 F180ME는 각각 전술한 래

밍성형과 동일한 SiC 원료와 소결조제를 사용하여 압출

성형으로 제조한 필터를 의미한다.

지지층 입자크기에 대한 영향을 고찰해 보면 출발원료

인 SiC의 입자크기가 작아질수록, 즉 150 mesh에서 180 mesh

로 작아질수록 성형방법에 관계없이 소결밀도는 1.63~

1.85 g/cm
3
에서 1.72~1.97 g/cm

3
로 증가하고, 기공율은 46.2~

38.5%에서 43.2~34.9%로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출발원료 입도가 작아지면서 소결밀도가 증가하고, 기

공율이 감소하는 결과는 동일한 성형방법에서 입자간 충

전율이 증가함에 따른 결과이며, 이와 같은 결과는 세라

믹 소결체에서 일반적으로도 예측할 수 있는 현상이다.

한편 성형방법에 따른 영향을 고찰해 보면, 래밍 성형

한 지지층 소결체의 경우 소결밀도는 1.84~1.97 g/cm
3
, 기

공율은 38.5~34.9% 범위를 나타내고 있으며, 압출 성형한

지지층 소결체의 경우 소결밀도는 1.63~1.71 g/cm
3
, 기공

율은 46.2~43.2% 범위를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즉, 래밍 성형에 의한 지지층 소결체의 경우가 상대

적으로 소결밀도가 높으며, 기공율이 낮은 경향을 나타내

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래밍 성형의 경우에는 전술한 실험방법

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성형방법이 1 m 길이가 형성될 때

까지 금형 내에서 자동으로 공급되는 원료를 연속적으로

다지는 방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압출 성형에 비해 성

형밀도가 높은 상태로 제조되는 것도 압출 성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결밀도가 높고, 기공율이 낮게 나타나는 요

인이라 판단된다. 또한 래밍 성형의 경우, 성형을 위한 유

기바인더가 3 wt% 첨가되지만, 압출 성형의 경우에는

10~15 wt% 정도가 첨가됨에 따라 열처리와 소성 과정에

서 유기바인더 탈지에 의해 형성되는 기공이 압출 성형

지지층 소결체에서 더 많이 형성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

단된다. 이와 같은 캔들 필터 소결체의 밀도와 기공율에

유기바인더가 미치는 영향은 압출성형 시, 유기바인더의

첨가량을 12 wt%에서 8 wt%로 줄인 성형체를 소결한 경

우에 대해서 이미 보고된 바 있다.
7)

3.2. 3점 굽힘강도 및 O-ring 압축강도

캔들 필터 성형방법과 지지층 입도가 굽힘강도에 미치

는 영향을 살펴보면 Fig. 2와 같다. 성형방법에 관계없이

동일한 지지층 출발원료 입도에서는 래밍 성형에 의한 지

지층 소결체가 높은 강도 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출발원

Fig. 1. Sintered density and porosity of the sintered porous SiC

candle filter as SiC particle size and forming method.

Fig. 2. 3-point flexural strength of the sintered porous SiC

candle filter as SiC particle size and forming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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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의 입자 크기에 의한 차이는 압출 성형의 경우에는

F150ME나 F180ME의 경우 약 26 MPa로 큰 차이가 나타

나고 있지 않으나, 래밍 성형의 경우에는 F150MR은

35 MPa, F180MR은 45 MPa로서 약 10 MPa의 차이를 보

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압출 성형 시, 토출 압력과 래밍 성형사

의 가압 압력과의 관점에서 고찰할 수 있는데, 압출 성형

의 경우 배합 원료의 입도에 차이가 있더라도 진공 압출

성형기의 탈기압력과 오우거 스크류 (Auger screw) 가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구동 모터의 힘 (또는 마력)이

일정한 상태에서는 출발원료의 입도가 큰 차이를 보일 경

우를 제외하고는 성형밀도나 소결밀도에 크게 영향을 미

치는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래밍 성형의 경우에는 일정 길이가 도달할 때

까지 원료를 래머 (rammer)가 연속적으로 압축가압하는

방식으로 성형되기 때문에 입자들의 충전율 증진에 따른

성형밀도 증가가 최종 소결밀도 증가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결과로 F180MR과 F180ME 지지층에 대하

여 캔들 필터 성형방법이 굽힘강도 및 압축강도에 미치

는 영향을 비교하여 고찰해 보면 Fig. 3과 같다. 래밍 성

형에 의한 캔들 필터의 3점-굽힘강도와 O-ring 압축강도

값은 각각 45 MPa, 31 MPa을 나타냄으로써 압출 성형 필

터의 2배 이상이 됨을 알 수 있다.

Fig. 3. 3-point bending strength and O-ring compressive

strength of the sintered porous SiC candle filter as a

forming method.

Fig. 4. Pore size distributions of the sintered porous SiC candle filter as SiC particle size and forming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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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가스 정제 시스템 내에서 세라믹 캔들 필터는 600
o
C

이상으로 유지되는 분위기에서 집진과 탈진 과정을 반복

하게 되며, 특히 탈진을 위해서는 필터 내부로 상부에서

차가운 압축공기를 이용한 백펄스 (back-pulse)가 주기적

으로 가해지기 때문에 집진/탈진을 위한 기공율 유지와

함께 800~900
o
C의 열충격에 견디기 위한 기계적 강도 특

성도 필터 소재의 장기 내구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

가 된다.
8) 
또한 IGCC나 PFBC 시스템은 H2S, CO, H2,

COS, H2O 등의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집진

용 세라믹 필터는 기공율이 높으면서 동시에 기계적 강

도가 우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부식성 가스나 증기에

강한 내식성을 갖는 소재로 개발되어야 한다.
9,10)

따라서 전술한 바와 같은 래밍 성형에 의한 캔들 필터 소

결체는 현재 PFBC나 IGCC 플랜트의 집진용으로 가장 일반

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SiC 캔들 필터 상용제품 (Schumacher,

Dia-Schumalith 10-20, Germany)의 경우, 소결밀도 1.9 g/cm
3
,

기공율이 30~35%, O-ring 강도 20~30 MPa임을 감안할 때,

본 연구에서 개발된 래밍 성형에 의한 캔들 필터의 경우

에는 상용제품으로 적용이 가능한 캔들 필터가 개발되었

음을 알 수 있다.

3.3. 지지층 소결체 기공분포

각각의 소결체에 대한 Mercury Porosimeter에 의한 기

공 분포를 측정한 결과는 Fig. 4에 나타내었으며, 이에 대

한 평균 기공분포를 요약한 결과는 Table 3에 나타내었다. 

100 µm (F150 mesh) 지지층의 경우, 래밍 성형 지지층

은 30 µm, 압출 성형 지지층은 35 µm 수준이었으며,

80 µm (180 mesh) 지지층의 경우, 래밍 성형 지지층은

20 µm, 압출 성형 지지층은 25 µm 범위를 나타내고 있었

다. 지지층 입도에 관계없이 래밍 성형에 의한 소결체가

상대적으로 작은 입도분포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동일한

입도에서는 입도가 작은 80 µm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작

은 입도 분포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소결밀

도 및 기공율 결과와도 잘 일치하고 있는 결과로서 성형

방법과 출발원료의 입도 변화를 통하여 캔들 필터의 지

지층 기공크기를 적절히 조절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Mercury Porosimeter에 의해 측정된 부피 밀도, 겉보

기 밀도 및 겉보기 기공율 값을 전술한 Fig. 1의 Archimedes

방법에 의한 측정결과와 비교해 보면 Table 4와 같다. 즉,

본 연구에서 제조된 캔들 필터의 성형방법이나 지지층

SiC 입도에 관계없이 Archimedes 법에 의하여 계산한 값

이나 Porosimeter에 의해 측정된 모든 값이 큰 차이가 없

음을 알 수 있어 굽힘강도 측정 후 건조무게 (dried weight),

현수무게 (suspended weight) 및 포수무게 (saturated weight)

측정에 의한 계산된 값이 신뢰도를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4. 캔들 필터 지지층 소결체 미세구조

래밍 성형과 진공 압출성형 지지층 소결체를 전술한 바

와 같이 굽힘강도 측정을 위한 시편으로 가공한 후 길이

방향에 대한 절단면 표면을 FE-SEM으로 관찰한 미세구

조를 Fig. 5에 나타내었다.

성형방법별 측면에서 고찰하면 (a)와 (c)의 압출 성형된

소결체가 (b)와 (d)의 래밍 성형된 소결체에 비해 SiC 입

자들의 넓은 면이 두드러지게 보이며, 이와는 반대로 래

밍 성형된 소결체의 경우에는 입자들의 좁은 면이 세워

져 있는 형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출발원료인

SiC 입자가 연마재용 단일 입도로 구형 입자가 아닌 각

진 (faceted) 불규칙한 형상으로 제조된 원료를 사용함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래밍 성형의 경우에는

래머에 의하여 입자들이 다져지면서 성형되기 때문에 길

이 방향과 수직인 방향으로 입자들의 넓은 면이 위치하

기 때문이며, 압출 성형의 경우, 금형 내에서 원료가 길

이 방향으로 밀려나오기 때문에 입자들의 넓은 면이 길

Table 3. Average Pore Size of the Sintered Porous SiC Candle

Filter as SiC Particle Size and Forming Method

Composition Average Particle Size (µm)

F150ME

F150MR

F180ME

F180MR

Schumacher

35

30

25

20

45

Table 4. Comparison Values of Density and Porosity by Mercury

Porosimeter and Archimedes Method

Properties
Mercury Porosimeter 

Apparatus 

Archimedes 

Method

150ME

BD
1)

AD
2)

PR
3)

1.62

3.07

47.2

1.63

3.03

46.2

180ME

BD

AD

PR

1.72

3.09

44.3

1.72

3.02

43.2

150MR

BD

AD

PR

1.68

2.80

40.0

1.85

3.01

38.5

180MR

BD

AD

PR

1.81

3.00

39.6

1.97

3.02

43.9

Schumacher

BD

AD

PR

1.62

2.31

29.9

1.98

3.00

34.1
1)BD : Bulk density (g/cm

3
)

2)AD : Apparent density (g/cm
3
)

3)PR : Poros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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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향과 평행한 상태로 성형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지지층 출발원료의 입자 크기 측면에서 고찰해 보

면 성형방법에 관계없이 (a)와 (b)의 F150M 소결체에 비

해 (c), (d)의 F180M 지지층 소결체의 경우가 기공이 작

으면서 치밀한 구조를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전술

한 소결밀도 및 기공율 결과와도 잘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래밍 성형과 진공 압출 성형에 의한 캔들 필터 지지층

소결체의 파단면 미세구조는 이미 보고된 바 있으며,
7)

 래

밍 성형에 의한 캔들 필터 지지층 소결체가 압출 성형 소

결체에 비해 SiC 입자들이 상대적으로 조밀하게 결합하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래밍 성형에 의한 소

결체 경우가 강도 측정 시, SiC 입자간 결합하고 있던 부

분들이 파괴되어 끊어진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관찰

되어 래밍 성형된 소결체가 성형밀도 향상에 따라 소결

후 높은 결합강도를 유지하게 되어 굽힘강도 값이 높게

나타났음을 보고하였다.

3.5. IGCC 시스템 모사 합성가스 분위기에서의 내식성

3.5.1. 굽힘강도 및 미세구조 변화

래밍 성형과 압출 성형에 의한 캔들 필터 지지층 소결

시편의 부식실험 후, 3점-굽힘강도 변화를 Fig. 6에 나타

내었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압출 성형에 의한 지지층

의 경우, 부식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강도 값이 저하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래밍 성형 지지층의 경우에는

강도 값이 증가하는 반대적인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

이다. 즉, 2400시간 (100일) 부식 이후, 압출 성형에 의한

지지층인 F150ME는 약 37%, F180ME는 약 45% 강도

값이 감소하였으며, 래밍 성형 지지층인 F150MR의 경우

약 6%, F180MR의 경우 약 30%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내

었다. 압출 성형에 의한 지지층의 경우에는 래밍 성형에

의한 지지층 소결체에 비해 소결밀도가 낮은 원인도 있

지만, 성형방법에 의한 지지층 입자와 소결조제 간의 결

합정도가 약하기 때문에 고온 (600
o
C)에서 부식 후의 강

도 값이 급격히 저하되는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2,400시간 부식 후의 미세구조 사진을 관찰하면 Fig. 6

에 나타낸 바와 같이 Fig. 5의 부식 전 초기 상태의 미세

구조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

한 현상은 Fig. 6의 저배율 (×100) 사진에서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으나, 80 µm (180 mesh)로 제조된 소결체에

대한 600
o
C, 960시간과 2400시간 부식 후의 F180ME와

F180MR 시편에 대한 부식 전후의 고배율 (×1000) 사진

인 Fig. 7과 Fig. 8 사진에서 그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Fig. 7(c), (d)와 Fig. 8(c), (d)를 서로 비교할 경우, 960시

간 부식 시편에서 볼 수 있는 SiC 입자들 사이의 neck 부

분에 주로 생성되어 있는 미세한 입자들이 2400시간 부

식 후에 거의 사라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압출

Fig. 5. FE-SEM images of cross-cutted surface of the SiC

candle filter as SiC particle size and forming method:

(a) F150ME, (b) F150MR, (c) F180ME, (d) F180MR.

Fig. 6. Flexural strength changes of the porous SiC candle filter

matrix after exposure 600
o
C for 2,400 h in simulated

IGCC syngas atmosp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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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된 소결체인 Fig. 7과 Fig. 8(c)와 래밍 성형된 소결

체인 Fig. 7과 Fig. 8(d)의 960시간과 2400시간 부식 후의

미세구조가 크게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600
o
C, 2400시간 부식 후, 압출 성형과 래밍 성형

된 소결체의 파단면 미세구조인 Fig. 8(c)와 (d)를 서로 비

교해 보면 압출 성형된 소결체인 (c)의 경우에는 공융액

상으로 예상되는 neck의 파단면을 관찰하면 neck를 형성

하고 있는 공융액상 내부 단면에 큰 공공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SiC 입자들 간의 치밀한 결합을 이루고 있

지 않은 상태에서 합성가스에 노출됨에 따라 부식으로 인

한 약한 입자간 결합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

다. 이에 비해 래밍 성형된 소결체인 (d)를 관찰하면 압

출 성형된 소결체와는 달리 neck를 이루고 있는 공융액

상과 SiC 입자들 간에 결합되어 있는 경계면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입자간 치밀한 결합을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파괴 형태도 neck 부분만 우선적으로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neck와 연결되어 있는 SiC 입자들도 함께 파

괴되는 형태를 여러 부분에서 발견할 수 있어 공융액상

이 SiC 입자 표면과도 반응하여 강하게 결합된 상태를 유

지하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미세구조 분석 결과를 Fig. 6에서 언급

한 2400시간 부식 후 굽힘강도 변화와 종합하여 고찰해

보면 압출 성형된 소결체에서 부식 시간이 경과함에 따

라 강도 값이 저하되는 현상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결조제로 형성된 공융액상이 약하게 결합되어 있는 상

Fig. 7. FE-SEM images of the porous SiC candle filter matrix

after exposure 600
o
C for 960 h in simulated IGCC

syngas atmosphere: (a) before exposure of F180ME, (b)

before exposure of F180MR, (c) after exposure of

F180ME, and (d) after exposure of F180MR.

Fig. 8. FE-SEM images of the porous SiC candle filter matrix

after exposure 600
o
C for 2400 h in simulated IGCC

syngas atmosphere: (a) before exposure of F180ME, (b)

before exposure of F180MR, (c) after exposure of

F180ME, and (d) after exposure of F180MR.

Fig. 9. Crystalline phase changes of the porous SiC candle

filter matrix after exposure 600
o
C for 960 h in simulated

IGCC syngas atmosphere: (a) before exposure (b) after

expo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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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에서 합성가스에 노출되어 결합력을 잃어버리기 때문

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는 반대로 래밍 성형된 소결체

에서는 동일한 소결조제에 의한 공융액상이 SiC 입자들

을 결합하고 있더라도 성형체 상태에서 입자간 결합이 상

대적으로 치밀하게 이루어진 상태로 소결이 진행되기 때

문에 합성가스에 노출되어도 계면 액상의 부식이 느리게

진행됨에 따라 2400시간 정도의 부식 조건에서는 초기강

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3.5.2. 결정상 변화

SiC 지지층 입도와 성형방법 변화에 따라 제조된 캔들

필터 지지층 시편에 대한 모사 합성가스 분위기 내에서

600
o
C, 960시간 부식 전후에 대한 결정상 분석을 Fig. 9,

2400시간 부식 후를 Fig. 10에 나타내었다. 

X-ray 회절분석 결과로는 부식 전후의 큰 차이는 나타

나고 있지 않으나, 2θ 22
o
에서 실리카 (SiO2) 결정상 중의

하나인 크리스토바라이트 (cristobalite) 결정 피크의 세기

가 다소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2θ

26
o
에서 나타나는 뮬라이트의 주 결정상 피크 세기도 부

식 후 미약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45
o
~50

o

사이에서의 뮬라이트 피크도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2θ 28
o
와 22

o 
부근에서 미약하게 칼슘 알루미노 실

리케이트 (CaAl2Si2O8)의 주 피크가 감지되고 있으나, 부

식 시간 증가에 따른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칼슘 알루미노 실리케이트 결정상이

부식 전 시편에서도 감지되고 있는 것은 뮬라이트와 탄

산칼슘과의 반응이 소결과정에서 진행되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여기에서 크리스토바라이트 결정상의 피크가 증가

한다는 것은 소결조제에 의한 영향보다는 지지층 원료인

SiC의 표면의 산화에 의해 생성된 SiO2 층에 의한 원인

이라고 생각되며, 이러한 결과는 SiC 소결체의 부식이나

고온 산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부분적인 시편에서 뮬라이트 결정상의 피크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것은 소결조제인 뮬라이트-탄산칼슘으로

이루어진 계면의 공융액상에서 뮬라이트 성분의 결정화

가 진행되기 때문인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 Coors 사의 알루미나-뮬라이트 필

터 (P-100A-1) 제품이나 독일 Schumacher (현, 미국 Pall-

Schumacher) 사의 필터 (FT40 또는 FT20) 제품에 대한

PFBC/PCFBC 환경조건 하에서의 성능평가 결과에서도 보

고된 바와 같이 기지상 내의 뮬라이트 주상 입자가 뮬라

이트화, 뮬라이트의 생성과 기공 공극 내벽을 따른 미립

자 anorthite의 생성, mullite-enriched aluminosilicate rod의

형성, silica-enriched layer의 결정화 및 탄화규소 입자와의

분리, binder-enriched neck (또는 ligament)를 통한 결정화

증대, silica-enriched 입자의 합체와 이로 인한 탄화규소

지지층 입자 표면과의 이차산화물 결정상 형성 등 유사

하게 나타난 결과가 보고
6)
되고 있어 본 연구의 결과를 뒷

받침 해주고 있다.

4. 결 론

SiC 출발원료를 사용하여 뮬라이트를 비점토계 무기결

합재로 선정한 후, 지지층 출발원료인 SiC의 입도에 변화

를 주고, 래밍 성형과 진공 압출 성형 공정으로 다공성

탄화규소 캔들 필터를 형상화하여 이의 소결 특성 및 내

식성을 평가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지지층 SiC의 입자 크기에 대한 영향을 고찰해 보면,

출발원료인 SiC의 입자크기가 작아질수록, 즉 150 mesh에

서 180 mesh로 작아질수록 성형방법에 관계없이 소결밀

도는 1.63~1.85 g/cm
3
에서 1.72~1.97 g/cm

3
로 증가하고, 기

공율은 46.2~38.5%에서 43.2~ 34.9%로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성형방법에 따른 영향을 고찰해 보면, 래밍 성형한 지

지층 소결체의 경우 소결밀도는 1.84~1.97 g/cm
3
, 기공율

은 38.5~34.9% 범위를 나타내고 있으며, 압출 성형한 지

지층 소결체의 경우 소결밀도는 1.63~1.71 g/cm
3
, 기공율

은 46.2~43.2% 범위를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즉, 래밍 성형에 의한 지지층 소결체의 경우가 상대

적으로 소결밀도가 높으며, 기공율이 낮은 경향을 나타내

고 있었다.

IGCC 시스템 모사 합성가스 분위기에서 장기 내식성을

평가한 결과, 2400시간 부식 후, 압출 성형된 소결체에서

는 부식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강도 값이 저하되는 현상

을 나타내었으며, 래밍 성형된 소결체에서는 동일한 소결

Fig. 10. Crystalline phase changes of the porous SiC candle

filter matrix after exposure 600
o
C for 2400 h in

simulated IGCC syngas atmosphere: (a) before

exposure (b) after expo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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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에 의한 공융액상이 SiC 입자들을 결합하고 있더라

도 성형체 상태에서 입자간 결합이 상대적으로 치밀하게

이루어진 상태로 소결이 진행될 경우, 합성가스에 노출되

어도 계면 액상의 부식이 느리게 진행됨에 따라 2400시

간 정도의 부식 조건에서는 강도 값의 저하는 나타나지

않아 IGCC 시스템에서 배출되는 합성가스에 대한 내식

성이 우수한 필터 소재가 개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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