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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roduct developed in this study is a ceramic catalyst filter for 1 ton heavy-oil 

boiler that can simultaneously process dust and nitrogen oxides. This has been 

developed for simultaneous processing of nitrogen oxides and dust at high efficiency 

of hot exhaust gas (approximately 300°C) generated after burning 1 ton heavy oil 

boiler. Ceramic catalytic filters for 1 tonne heavy-duty glass display are technologies 

that remove 90% of dust and 85% or more of nitrogen oxides. This is an improved 

new technology to integrate exhaust ventilation and desiccation devices into one, 

thereby reducing the production process and improving the economy. To this end, the 

performance test of the catalytic filter for heavy oil boilers was carried out, and the 

durability of the PLC circuit was constru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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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국제해상기구(IMO)에서는 선박 메인 엔진의 질

소산화물의 규제를 2016년 1월부터 매우 높은 수

준의 규제(약 90%저감)를 만족시켜야 선박의 운행

이 가능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박용 보

일러의 규제를 대비하여 선박용 보일러에 질소산

화물 저감할 수 있는 기술을 연구하여 IMO 규제

에 대비하고자 한다. 

미국 DOE 지원으로 North Dakota 대학, 

Owens-Corning Fibergalss사(OCF), Raytheon 

엔지니어링사가 공동으로 분진 및 질소산화물을 

동시에 제거하는 연구를 수행하였고, 국내에서는 

세라믹 필터 담체에 CuO 촉매를 이용한 SOx, 

NOx, 먼지 동시 제거에 관하여 A대학교에서 연

구를 진행하였으나 CuO 촉매가 SOx와 반응하며 

생성된 CuSO4가 NOx에 대한 전환율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IMO 규제에 대비하여 세라믹 촉매 필터에 촉

매를 담지하여 질소산화물을 저감하는 제품은 국

내외에서 연구개발을 일부 진행하였으나[1-5] 제품

의 사업화를 진행하는 곳이 거의 없고 보일러에 

적용하여 실증을 받은 곳은 본 기술이 유일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세라믹 촉매 필터의 개발뿐

만 아니라 모듈 제작을 통하여 운전, 유지, 보수 

등을 고려한 제품으로 실용화가 가능한 기술이다. 

이로 인한 연구 개발을 통해 보일러, 소각로, 발

전시설, 철강제조시설 등 연소 배기가스를 배출하

는 모든 산업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분진 및 질소산화물 동시처리를 

위한 1톤 중유보일러용 세라믹 필터 집진기의 성

능실험을 위하여 1톤 중유보일러 배출 가스 기준

으로 세라믹 필터의 여과면적, 압력손실, 통기도, 

내구수명, 분진 배출농도 7.5ppm이하, 질소산화

물 85% 저감을 위한 세라믹 촉매 필터의 실용화 

제조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다. 

2. 세라믹 촉매필터 집진기 개발의 

필요성

산업 활동에는 에너지의 사용이 필수적이며 이 

과정에서 수행되는 화석 연료의 연소에는 대기오

염 물질의 발생을 피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

다. 지구 온난화 문제는 교토의정서에 의해 CO2, 

N2O, CH4 등을 비롯한 6개 가스에 대한 각국의 

감축 의무를 담아 전 세계적으로 공동 노력하고 

있지만 오염에 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이슈화가 

되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는 오염물질에 관한 규

제를 실시하고 있고, 해양에서는 국제해상기구에

서 선박의 질소산화물 및 황산화물 규제를 Table 

1∼2와 같이 시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6년 1월부터 시행하는 TieⅢ는 

질소산화물의 저감이 TIERⅠ에 비해 75∼80%를 

줄여야만 하고 황산화물의 경우에도 2012년에 실

시된 규제에 비해 약 90% 저감을 해야 함으로 인

해 선박의 운행 중 질소산화물 및 황산화물을 배

출하는 선박기자재 및 해양플랜트 업체의 경우 강

화된 규제를 만족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제품은 분진 및 질소산화

물의 동시 처리가 가능한 1톤 중유 보일러용 세

라믹 촉매필터이다. 이것은 1톤 중유 보일러 연소 

후 발생되는 고온 배기가스(약 300℃)의 질소산화

물과 분진을 높은 효율로 동시 처리 가능하도록 

개발되었다. 본 기술 개발에 적용된 1톤 중유 보

일용 세라믹 촉매 필터는 분진 90% 와 질소산화

물 85% 이상을 제거 하는 기술로써 배기가스의 

집진장치와 탈질장치를 하나로 통합시켜서 제작 

공정 단축 및 경제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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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환경 기술로서 Fig. 1(a)와 같이 KIST에서 시

험성적서[6]를 확보한 상태이다.  

3. 성능실험

현재의 대기오염 제어 분야를 조망하여 보면 

기존의 탈질, 탈황, 집진 기술들이 상용화, 보급되

어 안정적으로 운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공

정으로 시장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특징정인 장점

을 지녀야 하고 이러한 기술이 적용되었을 때 기

존의 기술보다 비교우위를 가져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 소규모의 선박용 보일러뿐 아

니라 육상플랜트, 발전플랜트의 배기가스 등을 대

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또한 선박에서 사용하는 최소의 

사양인 1톤 보일러에 적용함으로서 본 연구에서 

개발되는 기술이 그대로 적용되거나 약간의 

Scale-up을 통하여 손쉽게 상용화 될 수 있도록 

하였다.

3.1 여과면적 측정

세라믹 촉매 필터의 여과면적 측정을 위해서 

Fig. 2와 같이 세라믹 필터 단품을 줄자로 가로, 

PRM

TIER
Less than 130 More than 130∼Less than 2000 More than 2000

TIERⅠ (2000.01.01.∼2010.12.31.) 17.0g/kWh 45.0*n-0.2g/kWh 9.8g/kWh

TIERⅡ (2010.12.31.∼
2015.12.31.)

14.4g/kWh 44.0*n-0.23g/kWh 7.7g/kWh

TIERⅢ (2016.01.01.∼) 3.4g/kWh 9.0*n-0.2g/kWh 2.0g/kWh

Table 1. Regulation of nitrogen oxides on ships

Sortation Standard

All the seas

Prior to 
2012

Year 2012
Year 
2020

4.5% less 3.5% less 0.5% less

Restricted 
area

(Baltic Sea⋅
North Sea)

Prior to 
2012

July-Year 
2012

Year 
2015

1.5% less 1 % less 0.1% less

Table 2. Regulation of sulfur oxides in the seas

(a) Test report of KIST((R0004290) (b) Device of ceramic filters 

Fig. 1 Performance test device of ceramic fil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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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로, 길이를 측정하고 집진기에 장착된 필터의 

수량을 고려하여 계산하였다. 여과면적은 Fig. 2의 

측정 결과에 따라 9.526m2이다. 

3.2 압력손실

Fig. 3과 같이 자체 제작한 압력손실 측정기의 

입구 방향에 압축공기분사장치를 연결하여 1kg/cm2

의 공기를 일정하게 주입한 후 입구 방향과 출구 

방향을 연결한 차압계를 통해 차압을 측정하였다. 

차압 측정 결과는 Fig. 4와 같으며 5회 반복시 평

균측정치는 29.41mmHg이다.

3.3 통기도

통기도는 Fig. 3의 실험장치인 압력손실측정기

에 압축공기분사장치를 연결하여 1kg/cm2의 공기

를 일정하게 주입한 후 입구 방향과 출구 방향을 

연결한 차압계를 통해 차압을 측정하고, 압력손실

측정기 후단압력을 이용하여 후단부에 공급되어진 

공기의 유량을 이용하여 통기도를 측정하였다. 통

기도는 공기의 유량 19242.864cm2/s이고, 필터의 

단면적 1315.04cm2을 나눈 값이다. 이로 인한 통

기도 결과는 14.63cm3/cm2s으로 나타났다. 

3.4 내구수명

Fig. 5는 내구수명 측정장치이다. 내구수명 측

정 장치의 입구방향에 압축공기분사장치를 연결하

여 3∼5kg/cm2의 공기를 주입하였다. 내구수명 

측정기에 주입하는 공기는 솔레노이드밸브에 의해

서 3.5초 마다 분사하도록 PLC로 세팅하였다. 측

Horizontal 
Length 
0.04m

Vertical 
Length
0.025m

Length
1.01m

Module
9×8=72

Fig. 2 Ceramic filter area measurement

29.79mmHg 29.41mmHg 29.56mmHg

Fig. 4 Pressure Loss data of ceramic filter

Fig. 3 Pressure loss experiment

Fig. 5 Durable life test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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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횟수는 총 20,000회를 시험하여 세라믹 촉매 

필터의 크랙이 발생하였는지 육안으로 확인하였

다. 확인결과 Fig. 6과 같이 크랙이 발견되지 않

았으며, 20,000번 이상의 내구수명을 만족하는 것

을 알 수 있다. 

3.5 NOx 저감율 및 배출농도

세라믹 촉매 필터의 공간속도를 고려하여 절단 

및 샘플링하여 시편을 만든 후 세라믹 촉매 필터

의 방향성을 고려하여 반응기 튜브에 고정시킨 후 

촉매 반응기에 고정한 후 활성 테스트를 각각 온

도변화에 따라 180℃, 200℃, 220℃, 250℃, 30

0℃, 400℃, 500℃에서활성화 테스트를 실시하였

다. 실험결과 Fig. 7과 같이 NOx 저감율이 

95.5%로 나타나고, NOx 배출농도(300도 기준)는 

22.5ppm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6 분진 배출농도

분진 배출농도를 실험하기 위해서 1톤 중유보

일러를 가동한 뒤, 세라믹 촉매 필터를 거쳐 정화

된 공기의 분진을 집진기 후단에 미세분진농도와 

배기가스 온도를 측정하여 계산하였다. 실험방법

은 미세분진 농도 및 온도를 1분 간격으로 5회씩 

측정하였다. 보일러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의 온

Fig. 6 Durable life test data

   

Fig. 7 NOx reduction by temperature

Fig. 8 Measurement at the rear of the 

baghouse(C1)

   
Fig. 9 Exhaust gas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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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및 미세먼지의 농도 즉 분진 배출 농도는 

0.91ppm(table 3 참조, 1.92mg/m3×273/ (273+ 

304)=0.91ppm)으로 나타났다. 

Category
Dust Concentration(mg/m3)

Total Average Reference

Dust 
concentration

(C1)
9.58 1.92

Repeat 5 
times(Fig.8)

Temperature
(℃)

1,519 304
Repeat 5 

times(Fig.9)

Table 3. Concentration of dust emission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분진 및 질소산화물 동시처리를 

위한 1톤 중유보일러용 세라믹 필터 집진기의 성

능실험을 위하여 1톤 중유보일러 배출 가스 기준

으로 세라믹 필터의 내구수명, 분진 배출농도 

7.5ppm이하, 질소산화물 85% 저감을 위한 세라믹 

촉매 필터의 실용화 제조 기술을 확보하는 하는 

성능실험을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20,000회의 내구수명 측정결과 세라믹 촉매 

필터의 크랙이 발생하지 않아 상용화 기술

을 확보 하였다. 

2. 온도변화에 따른 활성화 테스트를 실시한 결

과 NOx 저감율이 95.5%로 나타나고, NOx 

배출농도(300도 기준)는 22.5ppm으로 나타

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보일러에서 배출되는 배기 가스의 온도 및 

미세먼지의 분진 배출 농도는 0.91ppm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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