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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17) 목재 셀룰로오스 기반의 필터에 의한 미립자 먼지제거 검토 

윤영한·김이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보전연구본부

1. 서론 
국내 주요도시에서의 자동차 및 공업단지의 배기가스와 중국으로부터 발생되는 1급 발암물질 중에 하나인 

미세먼지의 제거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필터의 재질, 통기성, 압력강하 등
의 기준을 가장 우선적으로 만족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천연재질의 셀룰로오스를 이용하여 미립자 먼지
를 제거할 수 있는 공기필터를 제작하고자 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필터의 주요 재질은 목재의 셀룰로오스를 이용하여 알코올류를 함께 혼합시켜 동결건조법으로 다공성을 부

여하여 정육면체(0.25 × 0.25 m) 크기로 제작하였다. 이를 대상으로 SEM 측정 비교관찰, 평균 Pore size를 측
정하고 공기펌프에 의한 다양한 조건의 유량(60, 120, 175 L/min)을 공급하여 통기성을 검토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다음 그림은 목재 셀룰로오스를 이용하여 알코올류 물질과 함께 제작한 필터와 아닌 것을 비교한 SEM 사진 

촬영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동결건조에 의해서 많은 기공이 형성되어 통기성이 확보된 것을 볼 수 있고 평균 
pore size도 수분으로 동결건조시킨 대조군에 비하여 평균 1.67배로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Fig. 1. The picture of control (left) and freeze dried sample (right) observed by SEM.

또한 압력강하 실험결과 알코올류에 의한 동결건조 샘플에는 통기성이 확보되어 공기유입율이 증가됨에 따
라서 압력강하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고 수분으로 동결건조시켜 제조한 대조군의 샘플에서는 압력강하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미세먼지 표준물질을 이용하여 필터의 먼지제거 성능평가 결과, 미세먼지를 
90 L/min의 유량으로 유입시켰을 때 알코올에 의한 동결건조 필터에서 압력강하 없이 3시간 이상 99% 이상의 
제거율이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조군의 샘플에서는 운전초기에 90% 정도의 제거율을 보였지만 지속적
인 먼지유량이 공급됨에 따라서 먼지층이 형성되었다. 결국 압력손실이 증가되어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필터 
성능은 지속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목재의 셀룰로오스를 알코올류에 의한 동결건조로 제조시 
실내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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