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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etal filter elements were newly introduced to the high temperature filter(HTF) system in the

low- and intermediate-level radioactive waste vitrification plant. In order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various metal materials as filter media, elements made of AISI 316L, AISI 904L,

and Inconel 600 were included to the test set of filter elements. At the visual inspection to the

elements performed after completion of each test, a few dark spots were observed on the surface of

some elements. Especially they were found much more at the AISI 316L elements than others. To

check the dark spots are the corrosion phenomena or not, two kinds of analyses were performed to

the tested filter elements. Firstly, the surfaces or the cross sections of filter specimens cut out from

both normal area and dark spot area of elements were analyzed by SEM/ED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dark spots were not evidences of corrosion but the deposition of sodium, sulfur and silica

compounds volatilized from waste or molten glass. Secondly, the ring tensile strength were analyzed

for the ring-shape filter specimens cut out from each kind of element. The result obtained from the

strength tested showed no evidence of corrosion as well. 

Conclusionally, depending on the two kinds of analysis, no evidences of corrosion were found

at the tested metal filter elements. But the dark spots formed on the surface could reduce the

effective filtering area and increase the overall pressure drop of HTF system. Thus, continuous

heating inside filter housing up to dew point will be required normally. And a few long-period test

should be followed for the exact evaluation of corrosion of the metal filter e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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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여과포 형태의 필터는 비교적 높은 집진효율을 얻

을 수 있으나 사용온도가 250℃이하로 제한된다.[1] 따

라서 가연성폐기물 소각로 등 고온처리공정(thermal

treatment process)의 고온필터(High Temperature

Filter;HTF) 시스템에서는 뮬라이트(3Al2O3·2SiO2)나

탄화규소(SiC) 등 열에 강한 세라믹 필터 재료를 사용

한다.  이러한 세라믹 필터 재료들은 고온고압에서 운

전이 가능하고 주기적으로 역세정을 해줄 경우 장시

간 높은 탈진효율을 유지할 수 있다.[2-6] 그러나 세라

믹필터는기계적충격및열적충격(thermal shock)에

약하다는 단점이 있으며, 장기간 안전운전 및 필터수

명 예측이 어려워 이를 극복하는 것이 궁극적인 과제

로인식되고있다.[7-12] 반면, 금속입자를소결하여제

조한 금속필터는 동등한 집진효율을 얻을 수 있으면

서도 열적, 기계적 특성이 세라믹 필터에 비해 우수하

다.  또한 금속필터는 여과재를 얇게 유지하여도 자기

지지(self support)가 가능하기 때문에 운전 중 필터에

걸리는 압력손실(pressure loss)를 낮게 유지할 수 있

다는장점이있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유리화공정의 HTF 시스

템은 유리용융로로부터 배출되는 고온 배기체로 부터

분진을 제거하므로써 대부분의 방사성 물질을 차단하

는 기능을 갖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성능과 더불어 안

정성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유리화실증

시설 HTF시스템에서 시험한 세라믹 필터에 대비하여

보다 기계적 및 열적 충격에 강한 금속필터 element를

대상으로 일련의 시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

결과의일부를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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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유리화 실증시설의 고온필터(HTF)시스템에 금속필터를 도입하여

일련의 성능시험을 수행하 다.  고온필터시스템의 여과재는 총 19개의 필터 element로 구성되

는데 필터로서 금속 재질별 특성을 알기 위해 316L, 904L, Inconel 600 등 3종의 element를 혼합

하여 필터set를 구성하 다. 매 시험을 종료한 후에는 필터하우징에서 종류별로 필터 element를

꺼내어 육안으로 변화를 관찰하 다. 그 결과 일부 element 표면에서 어두운 색깔의 반점들이

관찰되었으며, 특히 AISI 316L 재질의 element에서 많은 반점들이 발견되었다. 이 반점들이 부식

을 의미하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두 가지 분석을 수행하 다. 첫째 재질별로 1개씩의 element

를 절단하여 정상적인 곳과 반점이 있는 곳의 표면 및 단면을 SEM/EDS로 분석하 다. 그 결과

반점은 Na, S, Si 등 무기계 산화물이 집중적으로 침적되어 필터의 미세기공을 막고 있는 현상으

로 밝혀졌으며, 이 침적물들은 폐기물 및 유리용탕으로 부터 휘발된 물질로 판단된다. 둘째, 재

질별로 필터 element에 대해 ring tensile시험을 수행하 다. 그 결과 반점을 포함한 시험 필터

element의 인장강도 값이 규정값 이상으로 나타나서 필터에 부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앞서 두 가지 분석결과로 볼 때 시험한 금속필터 표면에 생성된 반점은 부식생성물이라기 보

다는 필터 전단으로부터 유입된 무기산화물 필터기공을 막고 있는 현상으로 판단되며, 이 반점

이 반점형태로 국부적 지점에만 나타나는 것은 시험 중단시기 필터에 응축된 수분과 관련이 있

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점의 생성은 필터의 유효 여과면적이 줄어 결과적으로 필터에 걸리는 압

력손실이 커지기 때문에 필터하우징의 상시보온을 통한 응축 방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보다 장시간의 시험을 통해 필터 부식현상에 대한 검증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중심단어 : 금속필터 element, 고온필터시스템, 배기체, 분진



316L(DIN 1.4404), AISI 904L(DIN 1.4539) 및

Inconel 600(DIN 2.4816) 등 3종으로 구성된 총 19개

element를 HTF에서 시험하 다. 시험한 필터

element의 구체적 모델 및 규격은 Table 1 및 Table

2에 각각의 규격 및 화학적 조성을 나타내었다.

금속필터의 특성평가를 위한 유리화시험 조건과

관련 W1폐기물(원전 발생 가연성 폐기물을 발생비

로 혼합한 모의폐기물)을 20kg/h로 공급하고, 이론

산소량의 160%의 순산소를 공급하 다. 그리고 고주

파발생기, 유리 버블링 등 조건은 표준상태를 유지하

다. 둘째, 필터운전 조건과 관련하여 필터 하우징

내부의 온도는 운전 중 20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

고, 필터 역세정 압축공기의 펄스압력(pulse

pressure)은 4 bar∼5bar, 펄스 유지시간(pulse

duration)은 200 msec이하로 하 고, 약 12 sec 간격

으로 pulse를 가하 다.  이와 같은 폐기물연소조건

및 HTF 시스템 운전조건에서 수행한 금속필터

element 시험은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3회

(W1-06∼W1-08)를 수행하 으며 이때 금속 필터

element가 순수하게 배기체에 노출된 총 시간은 약

50시간이었다. 이와 같은 조건에서 시험시 배기체 온

도는 약 250℃, 배기체 중의 분진농도는 약 1 g/N㎥,

배기체 유량은 150 N㎥/hr 이하로 유지되었으며,

HTF의 배기체의 여과속도는 0.5 m/min이하로 평가

되었다.

II. 재료와 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유리화실증시설의 HTF시스템은

필터하우징, 튜브시트 및 필터 element, 분진 역세정

장치, 분진배출 장치 등으로 구성되며, 필터하우징은

다시 튜브시트 및 필터 element에 의하여 내부 공간

이 상하로 구분된다. 유리용융로에서 가연성 폐기물

을 유리화하면서 발생하는 고온 배기체는 배관냉각

기를 거쳐 HTF시스템 하우징 하단으로 유입된다. 그

리고 배기체 중의 분진은 필터 element 표면에서 분

리/제거되고 가스상의 물질만 필터를 통과하여 상부

출구를 통해 배출된다. Fig. 1은 유리화실증시설

HTF시스템의 개념도이다. 

본 연구를 위해 고온필터 시스템에서 시험한 필터

element는 스텐레스 계열 금속재질로서 캔들형

(candle type)구조에 외부 표면층(membrane layer,

두께 0.2 ㎜)과 이를 지지하는 지지층(support layer,

두께 2 ㎜)을 가지고 있다. 이 두개의 층은 같은 재질

의 금속이며, 외부 표면층이 실질적인 여과기능을 가

지며 지지층 보다 미세한 금속입자를 하소하여 제조

한다.  시험에 사용한 금속필터 element는 독일제품

으로서 각 금속의 재질별 특성을 알기 위해 AI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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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pecification of the tested metal filter elements

Model No.
Dimension(L×OD×ID)
Support layer
Membrane layer
Filtration Area
Porosity(%)
Permeability coefficient
Temperature
Filtration Efficiency
Pulse Pressure

SIKA R 3 AS

2 mm
0.2 mm
0.2 ㎡
32

1.8E-12 ㎡
540 ℃

0.3 ㎛, 99.9%
< 12 bar

SIKA R Cu 3 AS

2 mm
0.2 mm
0.2 ㎡
32

1.8E-12 ㎡
600 ℃

0.3 ㎛, 99.9%
< 12 bar

SIKA IL 3 AS

2 mm
0.2 mm
0.2 ㎡
32

1.8E-12 ㎡
800 ℃

0.3 ㎛, 99.9%
< 12 bar

Fig. 1. Schematic diagram of the High Temperature Filter
system

Material AISI 316L
(DIN 1.4404)

AISI 904L
(DIN 1.4539)

Inconel 600
(DIN 2.4816)

1183 mm × 60.5 × 54/50

Table 2. Chemical composition of the tested metal filter elements [unit : wt%]

Material
AISI 316L(1.4404)
AISI 904L(1.4539)
Inconel 600(2.4816)

Fe
Rest/Bal.
Rest/Bal.
6.0∼1.0

Cr
16.0∼18.0
19.0∼21.0
14.0∼17.0

Ni
10.0∼14.0
24.0∼26.0
>=72.0

C
<=0.03
<=0.02

0.05∼0.01

Mo
2.0∼3.0
4.0∼5.0

-

Remark
N<=0.1

N<=0.15, Cu 1.2∼2.0
-

* AISI : American Iron and Steel Institute



시험 중 HTF 시스템의 총괄 압력손실은 일시적으

로 최대 400  mmH2O에 도달하 으나, 정상적인 운

전범위에서 고려할 경우 평균적으로 약 250 mmH2O

를 유지하 다. 위 시험을 위해 새필터를 장착하고 3

회의 시험이 종료하기 까지는약 300일(약 7,200시

간)이 었으며 시험이 없는 기간에는 HTF 내부를 보

온하지 못하 다. 

III. 결과와 논의

W1-06 및 W1-07 시험 후 필터 element는 특별한

변형이나 변색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W1-08 시

험 후 관찰결과 AISI 316L 재질에서 많은 반점들이

발견되고, AISI 904L 재질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

의 반점이 관찰되었다. 이 반점들은 필터의 겉 표면

뿐아니라 반대 면까지 미쳐 있는 경우도 있었다. 그

러나 Inconel 600 재질에서는 뚜렷한 반점보다는 전

반적 표면에서 희미한 변색이 얼룩처럼 발견되었다.

Fig.2는 각 재질별 element를 실린더 형으로 절단한

것으로 그림에서 왼쪽부터 AISI 316L, AISI 904L 및

Inconel 600 재질이다.

시험후인출한필터 element에대해서 SEM(Scanning

Electron Microscope, JEOL사의 JSM-5600 모델)과

EDS(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meter, Oxford

사 INCA)를 사용하여 필터의 미세조직 및 화학적 조

성을 분석하 다. 

가. AISI 316L 재질의 필터 element
시험에 사용한 AISI 316L재질의 필터 element의

정상표면 및 반점이 있는 부위 표면에 대한 SEM 사

진을 Fig. 3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정상적인 필터

표면인 Fig. 3의 (b) 및 (c)는 필터 기공이 열려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에 비하여 반점이 있는 표면인

Fig.3의 (d)는 필터 기공들이 분진에 의해 막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Table 4는 AISI 316L재질의 필터 element의 각 표

면에 대한 EDS 분석결과이다. 정상표면인 area 1과

반점부분인 area 2의 분석 결과는 Fe, Cr, Ni 순으로

전형적인 AISI 재질의 조성을 보이는 가운데 필터에

침적된 무기산화물의 향으로 인해 부분적으로 조

성이 변화함을 볼 수 있다.  

나. AISI 904L 재질의 필터 element
AISI 904L 재질의 금속필터 element의 표면과

반점 부분에 대해 SEM/EDS 분석을 수행하여 Fig.

4 및 Fig. 5에 각각 나타내었다. Fig. 4에서는 앞서

AISI 316L과 유사한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Fig. 5

에서 (b)는 AISI 904L의 정상적인 표면에 대한

SEM 사진으로 기공이 정상적으로 열려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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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xposure time of the tested metal filter elements

Test No.

W1-06
W1-07
W1-08
Total[hr]

to Glass fume
30.0 
5.5 
14.5 
-

to Off-gas
27.0
2.5 
12.4 
-

Max. Exposure time
30.0 
5.5 
14.5 
50.0 

Exposed time[hr]

Fig. 2. Dark spots on the surface of tested metal filter
elements

Table 4. EDS Analysis of Metal Filter Element (AISI 316L)

Element

O K
Na K
Si K
S K
Cl K
K K
Ca K
Ti K
Cr K
Fe K
Ni K
Zn K
Mo K
Total

Area 1 
Weight %

31.54
17.15
1.69
10.34
0.43
2.88
0.75
0.23
6.73
22.58
3.75
1.93
-

100.00

Area  2 
Weight %

33.90
4.81
0.20
0.94
5.49
0.99
1.36
0.37
6.98
41.01
3.49
0.46
-

100.00

Area 3 
Weight % 

6.78
-

4.83
-
-
-
-
-

17.26
58.25
10.99
-

1.89
100.00



찰할 수 있었다.  FIg. 6(b)는 필터 element 표면 중

약간 얼룩이 있는 부위에 대한 SEM 사진으로 전체적

으로 필터 기공에 대한 심각한 침적은 관찰되지 않았

이나 (d)의 경우 기공이 막혀있는 모습을 볼 수 있

다.  Fig. 5의 (b)는 정상적인 표면 부분에 대한 필

터 지지층의 단면에 대한 SEM 사진으로서 침적물

이 없는 매우 건전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아울

러, Fig. 5는 각각 정상적 표면과 반점이 있는 부분

의 표면에 대한 EDS로 분석한 결과로서 (a)는 일반

적인 stainless steel의 조성을 보여 주며 (b)는 하

얀 결정 부분에 대한 성분분석결과로서 폐기물에

서 주로 기원한 sodium 및 sulfur가 필터의 공극을

매우고 있는 것을 알수 있다.  또한 미량의 silica는

유리 용탕으로부터 유리 자체가 일부 휘발된 것으

로 판단된다.

다. Inconel 600 재질의 필터 element
Fig. 6의 (a)는 Inconel 600 재질의 금속필터

element 표면에 대한 SEM사진이며 뚜렷한 반점보다

전반적으로 희미한 얼룩이 생성된 것을 육안으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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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EM Micrographs of the Metal Filter Element (AISI 316L)

(a) Analyse areas (b) Area 1(Magnification 800:1)

(c) Area 1(Magnification 400:1) (d) Area 2(Magnification 430:1)

Table 5. EDS Analysis of the Tested Metal Filter Element
(Inconel 600)

Element

O K
Al K
Na K
Si K
S K
Cl K
K K
Ca K
Ti K
Cr K
Fe K
Ni K
Zn K
Mn K
Mo K
Total

Area 1 
Weight %

32.67
0.37
7.10
1.67
5.83
3.44
1.67
0.44
-

5.58
5.03
34.07
0.94
1.20
-

100.00

Area 2 
Weight %

54.67
-

3.15
0.29
13.34
1.32
11.89
-
-

0.39
0.62
14.33
-
-
-

100.00

Area 3 
Weight %

34.83
0.30
6.65
1.39
7.41
3.81
3.54
-
-

5.26
4.98
29.45
1.48
0.90
-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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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 

라. 금속 필터 element에 대한 인장강도시험
금속필터 element 표면의 어두운 반점이 부식과

다.  Table 5는 필터 표면 3곳에 대한 EDS 분석결과

로 Inconel 600 재질은 AISI 316L과 AISI 904L과는

달리 Ni, Cr, Fe, Na, S, Si, Cl 화합물 순으로 화학적

성분이 존재하 다. 그러나 특별히 부식과 관련된 증

Fig. 4. SEM Micrograph of the Tested Metal Filter Element (AISI 904L)

(a)  Analyse  Areas (b) Cross Section of Area 1 (Magnification 800:1)

(c) Area 1 (Magnification 400:1) (d) Area 2 (Magnification 800:1)

Fig. 5. EDS Analysis Spectrum of Metal Filter Element (AISI 904L)

(a) Normal Surface Area of AISI 904L (b) Dark Spot Area of AISI 904L



관련될 경우 필터 전반적으로 강도가 약화될 것으로

판단되며, 필터의 강도는 인장강도시험(Ring

Tensile Strength Test)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시험한 금속필터를 재질별로 ring 형태로 절단하여

Fig. 7과 같이 양끝에서 잡아당겨서 파괴될 때의 힘

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Table 6에 나타내었다. 표에

서 보듯이 시험에 사용한 금속필터 element들의 강

도가 부식이 없는 정상값(60 Mpa) 이상으로 나타나

서 금속필터 element에는 부식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된다.

IV. 결 론

방사성폐기물 유리화 공정에서 사용된 금속필터

element 표면에 어두운 반점들이 발견되었다.  시험

후 금속필터 element의 정상적인 표면, 반점이 있는

표면 그리고 단면에 대해 재질별로 각각 SEM-EDS로

분석한 결과 이 반점들은 무기산화물들이 필터기공

을 집중적으로 막고 있는 국부적 현상으로 분석되었

다. 아울러, 수행한 인장강도시험 결과에서도 시험에

사용된 금속 필터 element들이 규격값을 상회한 것

으로 나타나서, 금속필터 재질 자체는 부식에 의해

열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두 가지

시험결과로 부터 필터 표면의 반점들은 국부적 부식

현상이 아니라 필터 전단으로부터 유입된 무기산화

물의 침적에 의한 기공막힘(plugging)으로 판단된다.

다만 기공막힘이 반점형태로 국부적으로 생성된 원

인은 HTF 운전 중단시 차거운 필터 표면에서도 수분

이 응축 된 특정 부분에서 분진고착화된 현상 때문

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반점의 생성은 필터의 유효

여과면적을 감소시켜 결과적으로 HTF시스템의 차압

상승에도 얼마간 향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운전을 중단하고 있는 기간에도

고온필터 하우징 내부 온도를 이슬점 이상으로 유지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본 연구를 위한 시험은 상대

적으로 단기간 그리고 비연속적으로 수행되었기 때

문에 유리화 공정에서 금속필터 표면에 생성되는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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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EM Micrograph of Metal Filter Element (Inconel 600)

(a) Analyse area 1 & 2 (b) Area 3 (Magnification 800:1)

Fig. 7.  Ring Tensile Strength Test Method of Metal Filter
Specimen

Table 6. Result of Ring Tensile Strength Tests

Base Material
AISI 316L
AISI 904L
Inconel 600

Cross Section【㎟】
113.05
107.18
127.35

Fm【N】
9402
8780
9257

∑max【Mpa】
83
82
73

Specification

> 60 Mpa



점의 부식현상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관

심을 가지고 보다 장시간의 시험 및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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