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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개요
본 연구는 시흥시에서 배출되는 패각류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현황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재활용 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연구로서, 1) 패각류 폐기물의 재활용성
증대를 위하여 실험적 연구를 통해 재활용 적용평가 자료를 확보하고, 2) 패각류
폐기물의 재활용에 대한 자원순환정책 기초방안 마련하고자 함.

Ⅱ.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오이도 및 월곶포구 등 시흥시 해양관광구역 내 주변 상가를 중심으로 다량의 어
패류를 소비하는 과정에서 조개류의 껍질(이하 ‘패각류 폐기물’ 또는 ‘폐패각’이라
칭함)이 배출되는데, 이는 별도로 분리되어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
라, 타 폐기물과 혼합하여 소각처리 하던지 경우에 따라서는 외부에 야적시켜 놓
은 채 방치되는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수거체계 및 관리방안이 필요함.
- 현장조사 결과, 상가에서 배출되는 폐패각은 월 약 50톤 정도로 추정되었고,
전량 소각용 규격봉투에 담아 수거되고 있으며, 전량 관내 소각장으로 반입되
어 소각처리되고 있음.
- 반면, 일반폐기물과 혼합하여 반입되기 때문에 정확한 반입량의 계량이 어렵
고, 수거체계 및 현황파악이 어려워 전체 발생량 및 처분량에 대한 자료가 전
무한 실정이며, 배출자인 식당이나 상가에서도 일일 1.5개 정도의 규격봉투 구
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고 있는 상태임.
패각은 대부분 무기질로 구성되어 소각시 대부분 소각재로 배출되어 소각시설
운영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패각류 폐기물의 적정한 재활용 방안을 마련하
고 정책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패각류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가 시급함.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폐패각을 이용하여 하수처리장 공정개선에 적용성을 실험
적으로 평가하고 관련사례를 조사 ‧ 검토하여 패각류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
한 정책사업을 제안함으로써 패각류 폐기물의 소각처리에 따른 운영부담을 감소
시키고 해양관광구역의 환경개선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수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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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시간적 범위
▪ 2019. 03. 27 ~ 2019. 12. 31 (10개월)
￭ 공간적 범위
▪ 시흥시 정왕동 일대 (오이도 해양관광특구 중심)
￭ 내용적 범위
1) 기초조사
- 패각류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현황조사
- 패각류 폐기물의 재활용 기술 및 사례조사
2) 적용성 평가 및 실험연구
- batch test, column test, pilot test를 통한 적용성 평가 및 연속운전 분석
- 인공시료, 하수처리장 반류수 대상
- 최종 부산물의 토양살포를 위한 성분분석(중금속 중심)
3) 재활용방안 제안
- 유사사례분석
- 단계별 관리방안 제안

Ⅳ. 연구결과
￭ 기초조사
1) 온도조건별로 (raw, 550℃, 750℃, 900℃) 굴패각을 소성한 후 #100 sieve
로 거른 후 분말의 입도분석 결과 모든 종류에 대해 95% 이상이 10㎛ 이
하로 나타남.
2) 시료로 사용된 굴패각의 열중량 변화패턴을 분석한 결과 약 900 ℃에서 소
성이 완료되었고, 약 40%의 중량감소가 일어남.
3) 소성온도 조건별로 패각분말의 성분분석 (XRF)을 수행한 결과 2θ= 29.37 º
내외에서 탄산칼슘의 주피크가 나타났는데, 소성온도가 높을수록 피크의 감
도가 현저히 감소하고 수산화칼슘 및 산화칼슘의 피크가 높게 검출됨. 또

- ii -

한, 성분함량비 (XRF)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칼슘성분이 83~98% 중량비를
차지함으로써 주성분임을 확인함. 조개 종류별 패각의 성분함량에서는 굴패
각이 약 83%가 칼슘으로 구성된 반면 키조개껍질과 백합조개껍질은 각각
96%, 97%를 칼슘이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종류에 따른 소소한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이 칼슘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함.
4) 소성온도 조건별로 미세구조 (SEM)를 분석한 결과 소성하지 않은 굴패각은
층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소성온도가 높을수록 알갱이 형태로 변화됨.
5) 소성하지 않은 굴패각 (ROSP)과 진공드럼필터로 처리한 후 배출되는 케익
(cake)을 대상으로 중금속 성분별 함량분석을 수행한 결과, 굴패각의 경우
Ca 함량이 약 30%로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고 Al, Fe, Na, Mg 등과 같은
성분이 주로 검출된 반면, Ba, Cd, Ga, In, Ti 등은 검출되지 않았음. 케익
의 경우 Fe와 Ca가 각각 17,962mg/kg, 15,847mg/kg으로 가장 많이 함유
되어 있었고, Ag, Ba, Cd, Cr, Ga, In, Li, Pb, Sr, Ti 등은 검출되지 않았음.
￭ 적용성평가 및 실험연구
1) 인공폐수를 대상으로 굴패각 적용성 분석을 위한 jar test 결과, 초기농도
10 mg/LL as PO43- 에서 반응이 시작된 지 1분 만에 최대흡착능력을 보
였고, ROSP, COSP550, COSP750, COSP900에 대하여 각각 10.9 %, 16.5
%, 28.7 %, 84.0 %의 제거효율을 보임. 이때 굴패각 분말별 인 흡착능은
각각 1.8 mg/g, 2.8 mg/g, 4.8 mg/g, 14 mg/g으로 분석됨. 또한, 인제거
효율이 가장 높은 COSP900을 대상으로 최적주입량을 평가한 결과 0.8 g/L
주입한 경우 약 89.2 %로 가장 효율적이었음.
2) 탈수공정의 반류수를 대상으로 소성된 굴패각 (COSP900)을 적용하여 인제
거 특성을 분석한 결과, 1.0 g/L 이상 주입한 경우가 최적 주입량인 것으로
분석되었고, 이때 S-P 제거효율은 약 88.7%로 나타남. 또한, T-P를 기준으
로 SS의 제거 및 패각분말에 의한 인제거 효율을 모두 고려할 경우 전체 제
거효율은 약 97.1%였음.
3) 가압식 컬럼실험장치에 실폐수 유입량에 따른 처리수 내 잔류인 농도를 분
석한 결과, 패각분말 (COSP900)의 흡착능력은 7.3 mg/g으로 jar test 결과
에 비해 낮게 나타남. 진공식 칼럼실험장치의 경우 진공압이 미세하게 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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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유입유량의 변동이 크게 나타나 정량적인 유입이 불가능하였으나 처리
수 내 수질은 가압식 컬럼실험장치의 경우와 매우 흡사한 결과를 보임. 굴
패각이 충진된 탱크식 반응기 (bed type reactor)를 이용하여 인제거를 도모
하고자 할 경우 (1) 폐수의 pH가 급격하게 상승하여 화학적 변화 유발 및
처리수 내 응결물 생성, (2) 유입수 내 고형물 (SS)이 다량 함유된 경우 지
속적인 운전에 따라 여재 (media)의 막힘현상 발생, (3) 채널 (channel) 생
성에 따른 굴패각과의 접촉강도 불량으로 굴패각의 인 흡착능 저하 등의 문
제점이 도출됨. 따라서, 교반방식의 접촉공정과 슬러지 및 반응된 굴패각분
말을 제거하기 위한 여과공정의 조합방식으로 처리공정을 구성하는 것이 바
람직함.
4) 파일럿 규모의 진공드럼필터를 적용한 반류수 처리특성 실험결과, 굴패각
분말 1.0 g/L 이상 주입한 경우 약 97% 이상의 T-P 제거효율을 나타냄. 이
때 굴패각 분말의 인 흡착능은 S-P를 기준으로 약 13.1 mg/g으로 jar test
결과와 매우 흡사하였음. 반류수 내 SS 제거특성을 분석한 결과, 유입수 내
SS 농도는 183.7~448.8 mg/L 범위에서 유지된 반면 처리수는 5.4~35.8
mg/L 범위로 분석되어 제거효율은 97~9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공정제안
1) 하수처리장 반류수 내 인제거시설로 제안된 공정은 패각의 전처리 (수거, 세
척, 탈수, 건조 및 예열, 소성, 스크린, 파쇄 및 분쇄)공정과 진공식 드럼필터
로 구성하는 것이 최적이며, 경우 기존 하수처리장의 생물반응조 유입수 내
인부하량을 약 41%, TSS 부하량의 약 17% 저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2) 시흥시에서 발생되는 패각을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용량은 2.0톤/일 규모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시설투자비는 6.2억원으로 도출되었고 유지관리비
는 3.3억원/년으로 나타남. 이 결과는 시설용량이 소규모인 점과 엔지니어링
측면에서의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함.
￭ 정책(안) 도출
1) 수거체계 개선사업
2) 패각 재활용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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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타당성 및 경제성 분석 (용역)

Ⅴ.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 발생 및 처리현황자료, 기초분석결과, 기초실험결과, 적용성 평가결과 등의 실
험결과물은 관련사업 및 연구 추진 (또는 확장)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공정계획 및 물질수지 분석 결과물은 사업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
￭ 정책(안)은 시흥시 정책사업 추진의 기초방안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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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개요
1. 연구제목
시흥시 패각류 폐기물 재활용방안 연구

2. 연구배경 및 목적
시흥시는 1987년 군자지역에 시화공업단지(지금의 시흥스마트허브)가 조성되고,
배후지역에 택지개발이 진행되면서 인구의 사회적 유입이 지속됨에 따라, 시흥군
소래읍과 군자면 ‧ 수암면이 통합되어 시로 승격되었다. 이후 1990년대로 접어들면
서 수도권 인구의 급증과 함께 서울과 인천 대도시권을 연결하는 경인축의 신흥 위
성도시들의 성장이 두드러졌으며, 여기에 서해안지역의 개발에 대한 관심과 정책들
이 맞물리면서 시흥시 역시 급속한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가 이루어졌다[1]. 지리적
으로 시흥시는 인천과 안산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고 해안과 내륙을 모두 접하고 있
어 농업과 함께 어업, 염업 등이 발달하였으나, 최근 간척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어업, 염업 등 1차 산업이 쇠퇴하면서 오이도, 월곶포구 등을 중
심으로 한 해양 관광단지의 발전이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아래의 [그림 1.1]은 시
흥 스마트허브와 오이도 음식문화거리 전경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1] 시흥 스마트허브(좌) 및 오이도 음식문화거리(우) 전경

한편, 시흥시 오이도에서는 선사시대부터 어로활동이 활발하였음을 입증할만한 유
적이 발견되어 사적지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2]. 오이도 유적지는 2002년 4월에
사적 제441호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는 패총(조개무지)으로 약 434,981m2에 이
르러 서해안에서 가장 큰 규모이다. 출토된 유물은 신석기시대의 토기, 석기, 수혈
주거지, 야외노지, 화덕을 비롯하여 청동기패총에서 발굴한 초기 철기시대의 덧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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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기, 삼국시대의 두드림무늬토기 등 백제토기, 통일신라시대의 도장무늬토기, 주
거지 및 온돌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오이도 유적지는 우리나라 서해안 지역의 대
표적인 유적으로, 한반도 신석기문화의 남북관계의 흐름을 알 수 있고 내륙지방과
의 남북교류관계, 서해안 갯벌지대의 신석기시대 해안 적응과정을 알려주는 유적으
로 가치가 있다.

[그림 1.2] 1970년대 오이도 신포동 (자료: 시흥시사편찬위원회, 2007b)

[그림 1.3] 시흥시 오이도 선사유적공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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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시흥시는 지리적 영향으로 선사시대부터 근래에 이르기까지 어업이 발달
한 도시였으며, 현재에 이르러 오이도 관광단지 및 월곶포구에는 대규모 수산물 유
통체계와 함께 어패류를 주요 재료로 하는 식당문화가 자리 잡았고, 이로 인해 많
은 양의 어패류가 소비되고 있다. 해양관광구역 내 주변 상가를 중심으로 다량의
어패류를 소비하는 과정에서 조개류의 껍질(이하 ‘패각류 폐기물’ 또는 ‘폐패각’이
라 칭함)이 배출되는데, 이는 별도로 분리되어 재활용되거나 최적 방안으로 처리되
지 않고 일반 생활폐기물과 혼합하여 소각처리 하던지 경우에 따라서는 외부에 야
적시켜 놓은 채 방치되는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수거체계 및 관리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시흥시에서 수거된 패각류 폐기물의 경우 월 약 50톤 정도 관내 소
각장으로 반입되어 소각처리 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일반폐기물과 혼합하여 반입
되기 때문에 정확한 반입량의 계량이 어렵고, 수거체계 및 현황파악이 어려워 전체
발생량 및 처분량에 대한 자료가 전무한 실정이다.

[그림 1.4] 오이도 음식문화거리(좌) 및 굴껍질 야적(우)

패각은 대부분 무기질로 구성되어 소각시 대부분 소각재로 배출되어 소각시설 운영
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따라서 패각류 폐기물의 적정한 재활용 방안을 마련하
고 정책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패각류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패각류 폐기물을 장기간 야적시켜 방치할 경우 악취나 해충발생으로 인해 민
원제기의 소지가 다분하므로 재활용방안 또는 최적의 처리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폐패각을 이용하여 하수처리장 공정개선에 적용성을 실험적
으로 평가하고 관련사례를 조사 ‧ 검토하여 패각류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
책사업을 제안함으로써 폐패각류의 재활용방안을 마련하여 패각류 폐기물의 소각
처리에 따른 운영부담을 감소시키고 시흥시 관내 해양관광구역의 환경개선에 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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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3. 연구내용 및 범위
3.1 시간적 범위
▪ 2019. 03. 27 ~ 2019. 12. 31 (10개월)

3.2 공간적 범위
▪ 시흥시 정왕동 일대 (오이도 해양관광구역 중심)

3.3 내용적 범위
▪ 기초조사
- 패각류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현황조사
- 패각류 폐기물의 재활용 기술 및 사례조사
▪ 적용성 평가 및 실험연구
- batch test, column test, pilot test를 통한 적용성 평가 및 연속운전 분석
- 인공시료, 하수처리장 반류수 대상
- 최종 부산물의 토양살포를 위한 성분분석(중금속 중심)
▪ 재활용방안 제안
- 유사사례분석
- 단계별 관리방안 제안

4. 기대효과
본 연구는 시흥시에서 발생되는 패각류 폐기물의 실험적 적용성 평가를 통해 효율
적 재활용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수행되었으며, 본 과제의 수행을 통해 기대되는
성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패각류의 중간재활용으로부터 하수처리공정의 개선에 따른 패각류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방향 제시
￭ 하수처리장 방류수 내 인(P)함량 저감을 통한 관리기준 준수 및 수계 방류부
하량 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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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각류의 방치 및 적체로 발생되는 악취, 해충발생 등의 2차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민원의 고충해결과 청정 해안도시의 이미지 개선

5. 연구성과 활용방안
본 연구의 수행성과는 실험적 평가자료의 확보와 더불어 유사사례 및 이에 근거한
관리방안도출로 요약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성과는 시흥시의 폐기물관리정책에 중
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향후 폐기물관리와 관련된 기술개발 또는 연구
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시흥시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화 과정에서 단계별 활용방안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1단계: 패각류 폐기물의 체계적인 수거방안 구축 및 전처리 가공방안 마련
(세척, 소성, 분쇄 등)
￭ 2단계 : 가공된 패각분말의 활용을 위한 순환체계 구축
(하수처리장 활용설비, 호소정화 활용설비, 부산물 농지살포를 위한 관계자
협의체계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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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기초조사
1. 패각류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현황
패각류 폐기물은 생산과정이나 소비과정에서 발생되는데 상품의 종류에 따라 산지
에서 발생되는 경우와 소비지에서 발생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산지에서 발생
되는 경우는 알맹이만을 채취하여 통조림이나 가공식품으로 생산되는 경우에 해당
되고, 소비지에서는 대부분 영세식당에서 조개구이 등의 조리과정에서 발생되며 상
권의 규모나 인구 등에 따라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판단된다. 이 같은 특성으로 인
해 산지에서 발생되는 패각류 폐기물은 양식장이 밀집된 남해나 서해안 일대에 집
중되어 있고, 소비지의 경우 해안가를 중심으로 상권이 발달된 지역에서 소량씩 꾸
준히 발생되는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패각류 폐기물에 대한 통계는 대부분 대규모 양식장이 밀집한 산지에서의
발생량을 추정한 량이 간헐적으로 발표되고 있으나, 소비지에서 발생되는 통계자료
는 대부분 생활계 폐기물과 함께 처분하거나 공지에 야적하는 실정으로 추정이 거
의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 산지에서 발생되는 패각류 폐기물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굴 패각 발생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굴 패각의 총량을 직접 측
정하여 통계자료로써 사용하지는 않고 있으나 전체 굴 중량에서 알굴이 차지하는
비율과 굴 패각이 차지하는 비율을 이용하여 알굴의 중량으로부터 굴 패각의 중량
을 환산하여 이를 정하고 있는 실정이다[4]. 이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되는 패각류
폐기물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는 아직까지 발표된 바 없고, 관할 지자체에서도 이
에 대한 현황파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양식이 용이한 굴에 대해 생
산량을 기준으로 발생량을 추정하는 통계는 발표된 바 있어 이를 인용하여 다음의
[표 2.1]에 나타내었다. [표 2.1]에서 국내 남해안 일대를 중심으로 발달한 굴 수
하식은 청정해역을 중심으로 총 845건(5,057ha)의 굴 면허에 평균적으로 3만2천
여 톤의 알굴을 생산하고 있으나 이러한 굴 수하식 양식에 있어 가공부산물로 발생
되는 굴 패각은 현재 환경적, 경제적으로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 시키고 있는 실정
이다. 2008년도 굴 조합 보도자료에 따르면 굴 패각은 연간 알굴 생산량의 약 9배
에 달하는 28∼30만 여 톤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이중 13만 여
톤은 채묘기, 패화석 비료 등 공업원료로 재활용 되고 있으며, 나머지 15만 여 톤은
[그림 2.1]과 같이 양식장 또는 가공시설 주변이나 굴 패각 간이 집하장에 야적, 적
재되고 있어 처리곤란 문제로 악취발생, 주변경관 훼손 등 굴 패각이 해양환경오염

- 7 -

원으로써 문제가 매우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4]. 또한, 이 등(2009)은
재활용 부진의 원인을 미비한 관리, 굴패각 처리량의 한계성 및 처리 시 집하장 공
간부족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하였다[5].
[표 2.1] 굴패각의 발생 및 처리
구 분
굴양식
어업권
굴생산량
굴패각
발생량

내

용

비고

845건,총 5,057 ha
1346ha(통영), 958ha(고성), 910ha(거제),1472ha(전남),
158ha(남해), 100ha(마산), 113hr(서해)
32,204 톤
280,000 톤

재활용

130,000 톤

채묘용, 비료용 등

미처리

150,000 톤

해안야적, 매립 등

주발생지역

통영, 거제, 고성

(자료 : (재)한국계면공학연구소, 2011)

(자료 : (재)한국계면공학연구소, 2011)

[그림 2.1] 굴껍질 야적 전경

기존자료에 따르면, 굴 패각량은 양식된 전체 굴에서 알굴이 차치하는 중량비율로
약 11%인 것을 알 수 있다고 하였으며, 통영, 거제, 고성 지구에서 발생하는 굴패
각의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46%로 13만 여 톤을 재활용하는 것으로 집계할 수
있다. 하지만, 굴 종패붙이용으로 사용되는 굴 패각은 새로운 굴 채취 시 다시 부산
물로 발생되므로 최종적으로는 굴 패각 발생량에 추가되어야 함을 알 수 있어 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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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각은 실질적으로 공유수면 매립과 해안야적 및 적재로 각각 39%와 51%로 총
90%가 폐기되고 있고 약 10%만이 정부의 주도 아래 폐화석비료 및 공업원료 등으
로 각각 9%와 1%만이 재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굴 패각
이 제대로 활용되고 못하고 있는 이유는 굴 패각 처리 시설에 대한 미비한 관리, 굴
패각처리량의 한계성, 처리시 집하장의 공간부족 등으로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
는 실정에서 비롯된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굴 패각의 대량처리 기술개발을 통해
적용하기도 하였지만 제품단가가 너무 높아 판로에 많은 애로사항을 격고 있어 제
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문제점을 제기하였다[4].
한편, 시흥시의 경우 오이도, 월곶포구 등을 중심으로 해양 관광단지 개발을 통해
굴을 비롯한 다양한 어패류의 소비도시로 자리 잡았다. 이로 인해 지역 내 경제활
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지만, 이들 상가로부터 배출되는 패각류 폐기물에 대한
적절한 관리 및 처리가 필요하게 되었다. 패각류 폐기물은 노점상이나 전문식당으
로부터 배출되고 있다. 또한, 일부 수거업체의 보관 및 처리공간의 부족으로 인해
노상이나 나대지에 방치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적절히 관리되지 못하고 배출
되는 폐기물은 대부분 나대지나 해안가에 적체됨으로 인해 악취나 해충 등의 2차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다.

(a) 패각 발생현장

(b) 굴구이 전문점 패각 폐기

(c) 폐패각 해양방치

(d) 패각 시료채취

[그림 2.2] 패각류 폐기물의 발생 및 해안 적체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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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 경우 과거에는 이들 영세 상가에서 배출되는 패각류 폐기물을 구역 내 상
가협회를 통해 수거처리 되었으나, 최근에 들어 소각용 규격봉투에 분리하여 수거
한 후 관내 소각장에 반입하여 소각처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상가에서 사용하
고 있는 규격봉투는 50L 용량이며, 일일 봉투 사용량은 1.5개 정도로 조사되었다.
규격봉투에 수거된 패각류 폐기물은 맑은물센터 내에 위치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소
각장에 반입되어 처리되는데, 월 평균 반입량은 40 ~ 50톤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1)
이와 같은 조사결과는 소각장으로 반입되는 양만을 추정한 것으로, 위의 [그림
2.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나대지나 해안가에 버려지는 것도 상당량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2.3] 오이도 해양 관광단지 내 상가전경(좌) 및 패각류 폐기물 배출(우)

패각류 폐기물의 경우 대부분 무기질로 구성되어 있어 소각 시 연료의 낭비가 불가
피한 실정이다. 또한, 약 50 ~ 60%가 소각재로 배출되어 처분에 추가적인 비용지
출이 불가피하므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문제는 시흥시만의 문
제점이 아니라 해안에 위치한 주요 지자체의 공통된 사항으로 통영시, 태안군 등지
에서도 패각류 폐기물에 대한 통계자료가 전무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뿐만 아니라
적절한 처분방안을 마련하지 못해 일부는 재활용되지만 대부분 매립처분하거나 소
각처리하고 나머지는 공지에 야적하여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1) 패각류 폐기물에 대한 정확한 배출량이나 소각장에 반입되는 량이 계량되지 않고 있어 정확
한 량에 대한 통계자료는 없는 실정이며, 소각장 운영자와의 면담을 통해 반입되고 있는 추정
량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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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관련정책 및 법규
2.1 폐기물관리법 (환경부)
폐기물관리법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뿐만 아니라 생산 및 사업활
동으로 인해 발생되는 폐기물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 처분하기 위해 1986
년에 제정되어 1987년부터 최초 시행되었다. 폐기물관리법에서는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
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관리 원칙으로는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을 통한 배출최소화를 가장 우선으로 하고 폐기물 배출 시 주변
환경이나 주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지 않도록 아니하도록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폐기물 배출의 경우 발생자가 처리 책임을 져야 하고, 우선적으로 재
활용을 통한 자원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는 폐기물의 수집 ‧ 운반 처리업이
나 중간처리업에 필요한 기준, 재활용기준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폐기물의 종류
에 따라 재활용 기준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폐패각(분류번호 51-17-04)
의 재활용 유형에 대한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2] 폐패각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
분류번호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

종류

사전분석‧확인
필요 여부

R-1-2 : 원형 그대로 본래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재사용하는 유형
R-2-2 : 단순 수리ㆍ수선, 세척을 통해 본래와 다
른 용도로 재사용하는 유형
51-17-04

폐패각

R-3-4 : 분리, 선별, 압축, 감용, 절단, 파쇄, 분
쇄, 용융, 반응, 증발ㆍ농축 등의 공정을 통해
폐기물을 종이, 금속, 유리, 합성수지 또는 섬
유, 고무제품 이외의 원료물질로 제조하는 유형
R-10

: R-3부터 R-9까지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재활용하기 위한 중간가공폐기물을 만드는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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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표 2.2] 계속
분류번호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

종류

사전분석‧확인
필요 여부

R-4-2 : 골재, 유리, 시멘트, 콘크리트 및 레미콘,
내화물, 요업제품, 각종 석제품 등 비금속광물제
품이나 아스콘, 아스팔트, 고화제 등 기타 비금
속광물제품을 제조하는 유형
R-5-1 :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퇴비를 포함
한다)를 생산하는 유형
51-17-04

폐패각

R-5-2 :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를 생산하는
유형

해당

R-5-4 : 자가 사육하는 가축의 먹이나 자가 농경
지 또는 초지의 퇴비로 사용하는 유형
R-7-2 :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지역의 성토
재 또는 뒷채움재로 사용하는 유형
R-10

: R-3부터 R-9까지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재활용하기 위한 중간가공폐기물을 만드는 유형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의3)

2.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자원재활용법)
약칭 자원재활용법은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폐기물의 발생억제,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을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국민복지 향상에 이바
지함을 목적으로 1992년에 제정되어 1993년부터 시행되었다. 자원재활용법은 자
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또는 의무)조치와 더불어 재활용품
의 품질기준, 유통지원, 기반조성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규칙에서는 재활용제품의 목록을 제시하고 있는데, 폐금속류 및 폐섬유
오니, 폐석회류 등 16종의 원료를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을 포함, 폐목재, 폐플라스
틱, 폐유리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제품과 고형연료제품 등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그 밖에 재활용가능자원을 사용하여 제조한 것 중 환경부장관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제품도 재활용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폐패각을 이용하
여 제조된 재활용품은 별도의 고시를 통해 제품으로 인정받을 필요 있다. 또한, 재
활용 방법 및 기준도 지금까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아 재활용 목적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인정받아 재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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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 제거이론 및 관련 연구사례
3.1 인 제거이론
패각류 폐기물은 대부분이 칼슘(Ca)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굴껍질의 경우
약 37.8%가 Ca로 구성되어 있고 CaCO3 중량비로 약 92~93%를 점유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5]. 패각류 폐기물의 이 같은 특성을 이용하여 이온성 오염물제거나
가공을 통한 고품질 소재로서의 활용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대부분 연구자들은 패각류 폐기물을 이용한 이온성 오염물, 특히 인(PO43-)제거에
많은 활용성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정석탈인 반응을 주요 반응기작으로 적용하였
다. 김 등(1995)[6] 80년대 이후 주로 일본에서 개발되어온 정석탈인법은 액중의
인산이온과

칼슘이온

및

수산이온의

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Hydroxyapatite(Ca10(OH)2(PO4)6)의 정석현상을 이용한 것으로 슬러지 발생량이 극
히 적고 장기간 안정적인 처리효율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하였고, 정
석탈인 반응의 화학 양론식을 다음의 식(1)과 같이 제시하였다.
10Ca2+ + 6PO43- + 2OH- → Ca10(OH)2(PO4)6↓

(1)

또한, 김 등(1995)[6]은 일본에서의 관련 연구내용을 인용하여 정석탈인법에서 안
정적인 인제거 효율을 얻기 위해서는 Hydroxyapatite 과용해도 곡선부근으로 Ca2+,
OH- 농도를 조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정석탈인법에 있어 대표적인 중요한 인자
로 제시하였고, 적절한 각 인저의 농도범위는 일반적으로 수중의 PO43--P 농도가
3~4mg/L일 때 Ca2+ 이온농도는 40~70mg/L, pH는 8~9 정도라고 하였다.
정(2003)[7]은 정석탈인법의 인제거 메커니즘을 아래의 [그림 2.4]와 같이 도해하
였고, 정석탈인법에 있어 pH 8~9, 칼슘이온의 조건에서 아파타이트의 석출속도를
높여 수행하는 인제거법을 정석탈인법(접촉탈인법)이라고 정의하고, 용해성 인산이
온은 칼슘이온과 수산이온과 공존하는 계에 정석재(인광석, 골탄, 전로슬래그 등)에
접촉시키면, 낮은 pH에서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가 정석재에 신속하게 석출되어 용
해성 인을 제거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그는 일반적인 정석탈인 공정을 기
존 연구결과를 인용하여 아래의 [그림 15]과 같이 제시하였고, 주요 영향인자로 칼
슘이온농도, pH, 알칼리도, 공탑속도, 수온 등을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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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정호찬, 2003)

[그림 2.4] 정석탈인법 인제거 기작 모식도

(자료 : 정호찬, 2003)

[그림 2.5] 일반적인 정석탈인 공정

3.2 관련 연구사례
패각을 재활용하기 위한 방안연구는 90년대 초 기작이 국내에 소개된 이후 다수의
연구자들에 의해 수행되었고, 최근까지도 지속되고 있음. 이중 대표적인 연구사례
를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 등(1995)[8]은 소성하지 않은 굴껍질 분말을 이용하여 매립복토재로서의 활용
성 및 산업폐수 중의 중금속 제거 특성을 연구한 결과 납, 카드뮴, 구리에 대해 30
분 정도에서 흡착평형에 도달하였고 아연의 경우 2시간 정도에서 흡착평형에 도달
한다고 하였으며, 굴껍질 입자크기에 큰 차이가 없이 유사한 흡착능을 보였고, 굴껍
질 분말 1g당 2.5mg 정도의 중금속 흡착능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흡착선호
도는 Pb > Cd > Cu > Zn 순서로 나타났고 흡착특성은 Freundlich의 등온흡착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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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잘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서, 이 등(1998)[9]도 패각을 이용하여 수중의 중금속 흡착용량
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반응인자로 온도와 시간을 고려하여 4종류의 등온흡
착식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패각이 중금속 흡착에 효율적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폐굴껍을 인제거용 정석재로 활용하기 위한 특성분석 연구를 수행한 결과 알칼리도
가 저해요인이고 입경이 작을수록, 수온이 높을수록 인제거 효율이 증가하였으며,
반응시간에 따라 굴껍질 표면에 석출된 결정체의 주요성분이 CaHPO4 ‧ H2O에서
Ca5(OH)(PO4)3로 변화된다고 주장하였다.
이 등(2006)[10]은 굴 패각의 소성온도 조건(비소성, 550℃ 소성, 800℃ 소성)에
따른 흡착능을 분석한 결과 소성하지 않은 굴패각의 경우 4.6mg/g의 인제거능을,
550℃에서 열처리한 경우 6.0mg/g의 인제거능을 보인 반면 800℃에서 소성한 굴
패각은 47mg/g으로 현저히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반면, 엄 등(2016)[11]은 하수슬러지를 대상으로 굴 폐각을 무기 탈수보조제로 적
용함으로써 탈수성 증진 및 부산물 재활용을 위한 연구를 수행한 결과, 굴 폐각의
주입량이 증가할수록 함수율이 감소하는 결과를 보여 슬러지 탈수성 증진을 위한 보
조제로서 재활용이 가능함을 확인하였고, 무기 탈수보조제로서 CaCO3 : 굴 폐각 :
잉여슬러지의 혼합비율이 1.5:2.5:1인 경우 탈수케익의 함수율이 58%로 유기성 폐
기물의 복토재 사용기준을 만족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굴 폐각이 슬러지의
탈수보조제로서 적용이 가능한 이유는 Ca2+가 슬러지의 EPS를 감소시켜 탈수성 개
선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라 설명하였다.
한편, 굴패각을 파쇄하여 건설자재로의 활용성에 대한 연구도 보고된 바 있다. 윤
등(2004)[12] 굴패각의 물리적 특성을 분석하여 대체골재로서의 활용성을 연구한
결과 굴패각 입자는 파쇄 되는 정도에 따라서 판상구조를 가지며 하중 재하 전후의
굴패각 입자의 입도 분포의 차이를 분석하면 압축 전후 굴패각의 입자의 파쇄성은
큰 차이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입도는 일정한 형태를 가진다고 하였고, LOS(입경
4.75mm-2mm)와 SOS(입경 2mm-0.074mm)의 두가지 파쇄된 굴패각에 대하여
상대밀도를 다르게 하여 투수계수를 측정한 결과 일반적인 모래의 투수계수와 유사
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모래의 대체재료로 사용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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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기타 관련 사례
진도군 의신면에서는 굴 패각을 농업용 비료로 재활용한 사례가 호평을 받은 바 있
음. 진도군청에서는 2001년부터 5개 어촌마을에 굴 패각 분쇄기를 무상 보급하고,
분쇄된 굴 패각을 수요조사를 통해 농지에 비료로 무상공급하고 있다[13].
태안군에서는 굴양식장에서 나온 굴패각의 화학적 성상이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
는 오염물질(황) 제거에 활용될 수 있음에 착안하여 관련 특허를 출원한 군산대 산
학협력단 및 군산대의 특허기술을을 접목하기 위해 한국서부발전(주)와 협력관계를
체결함. 이에 따라 한국서부발전(주)에서는 연구비 12억원을 투자해 관2리에서 배
출되는 굴패각을 공급받아 발전소 내 오염저감시설로 활용함으로써 석회석의 대체
효과와 더불어 어민들에게 연간 3억원의 부가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
고 있다[14].

(자료 : 안재범, 2016)

[그림 2.6] 태안군 내 굴패각 재활용 협약

이외에도, 굴패각을 모래 대체 건설자재로 활용하기 위한 기술 개발사업[15] 및 굴
패각을 이용한 단열재 활용기술에 대한 특허기술 등 다양한 방법으로의 패각 활용
에 기술[16]이 개발사례가 조사되었다. 뿐만 아니라 굴생산량이 절대적으로 많은
통영시에서는 굴패각 처리를 위한 공유수면 매립 성토재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노력
과 더불어 통영시의 경우 적절한 폐패각의 활용을 위한 연구사업도 추진하고 있으
며, 관련 기술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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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재료 및 방법
1. 연구재료
연구에 사용된 재료는 오이도 상가에서 수거한 폐패각을 수집하여 1차 세척 후 자
연건조시키고, 1L 용량의 전기로에서 온도별(500℃, 700℃, 900℃)로 소성시킨 후
도가니에서 분말로 조제하였다. 또한, Sieve Screen으로 일정한 입경 이하의 분말
만을 선별한 후 인(P)흡착재로 사용하였다.

(a) 세척 및 건조

(b) 소성

(c) 파쇄준비

(d) 파쇄

(e) 밀링

(f) Sieving
[그림 3.1] 폐패각 전처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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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조제된 패각분말

(b) 소성온도에 따른 패각분말 시료

[그림 3.2] 조재된 패각분말(좌) 및 소성온도별 분말 시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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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장치 및 방법
2.1 인(P) 농도분석
인(P) 농도분석에는 다수의 시료분석이 가능한 DR2000(HACH사)의 High Range
앰플을 이용하여 분석함. High Range 앰플은 1~100mg/L PO43-P 분석범위를 갖
는 시약으로 정확도 검증을 위해 증류수와 특정농도의 인공시료의 분석을 통해 검
증 후 사용함. 또한, 인흡착 실험을 거친 시료는 GF/C filter로 여과시켜 용존성 인
(PO43-P)만을 분석하여 흡착능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장비로 사용한 DR2000은
EPA에서 승인한 수질항목 분석장비로 특정 발색시약을 투입하여 흡광도법으로 농
도를 분석하는 원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국내 연구소 및 대학교 실험실에도 다수
보급되어 연구목적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림 3.3] 분석장비(HACH DR2000, 좌) 및 T-P분석 앰플(우)

2.2 회분식 실험(Batch Test)
회분식 실험은 Jar-tester를 이용하여 시간대별, 패각분말 농도별 시료를 채취하여
소성온도별

패각분말의

인흡착능력을

평가하는데

목적을

두고

수행하였다.

Jar-tester는 4구형으로 회전속도 조절이 가능하여 최대 200rpm까지 교반이 가능한
모델(삼진유니캠 제작)로 교반부는 패들형상이며, 시료는 1L 비이커를 사용하였다.
교반속도는 200rpm(모니터상 213rpm)으로 교반과정에서 주기적으로 시료를 채취하
여 GF/C filter로 여과시킨 후 인함량을 분석하였는데, 이는 정석재의 인흡착의 경우
투입 후 1분 이내에 흡착반응이 완료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완속교반은 별도로 수행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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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과된 시료는 분석을 위해 앰플에 정량 투입 후 발색시약을 넣고 급속한 혼합 후
일정시간 기다린 후 흡광도분석하여 농도로 환산 표시된다. 채취된 시료는 변성 및
부반응을 방지하기 위해 즉시 여과처리하고, 즉시 발색시약과 반응시켜 인농도 분
석을 수행하였다. 아래의 [그림 3.4]는 jar test 전경과 인흡착 후 발색된 앰플을 보
여주고 있다.

[그림 3.4] Jar tester(좌) 및 T-P분석 앰플(우)

2.3 흡착능 실험(Column Test)
흡착능 실험은 가공된 컬럼을 이용하여 시료를 연속으로 주입함으로써 패각분말이
인을 흡착하는 능력을 평가하고 연속실험을 위한 기초데이터를 확보하는데 목적을
두고 수행하였다. 컬럼은 내경 120mm의 아크릴 재질로 가공하여 제작하였다. 컬
럼은 가압용과 진공용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였고, 유입펌프는 정량펌프를 장착하여
제작하였다. 진공펌프는 소형 진공펌프로 –0.8bar의 진공압을 갖춘 사양을 사용하
였다. 진공식 컬럼의 경우 진공압에 따른 변동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완충탱크를 구
성하여 장착하였다. 아래의 [그림 3.5]와 [그림 3.6]은 컬럼실험장치의 구성도를 나
타내고 있고, [그림 3.7]은 장치의 전경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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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흡착능 실험(Column Test) 장치 구성도 1 – 가압식 장치

[그림 3.6] 흡착능 실험(Column Test) 장치 구성도 2 – 흡입식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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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컬럼시험장치 구성

(b) 충진된 패각분말층

(c) 정량펌프

(d) 진공펌프
[그림 3.7] 컬럼시험장치

2.4 파일럿 실험(Pilot Test)
파일럿 실험은 실제 현장에 적용을 위한 연속운전 장치를 소규모로 제작하여 현장
에서 평가함으로써 플랜트 엔지니어링의 기초인자를 정립하는데 목적을 두고 수행
하였다. 파일럿 장치는 진공식 드럼필터를 적용할 계획이며, 진공식 드럼필터는 반
응조와 드럼필터로 구성되어 시료 및 분말을 연속적으로 반응기에 주입하여 반응시
킨 후 드럼필터에서 패각분말과 처리수를 여과법에 의해 분리하는 원리로 구성하였
다. 이때 드럼필터는 진공상태에서 작동되는 방식이며 드럼이 회전하면서 시료를
흡입하고, 필터여재에 분말이 부착된 후 컷터에 의해 층분리 후 배출되는 구조로
작동된다.
아래의 [그림 3.8]은 진공식 드럼필터의 구성도를, [그림 3.9]에는 패각분말의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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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와 실험장치 전경을 나타내었다.

[그림 3.8] 파일럿 실험(Pilot Test) 장치 구성도

[그림 3.9] 드럼에 부착된 패각분말의 제거 개념도(좌) 및 실험장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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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사용된 진공식 드럼필터의 제원은 다음의 [표 3.1]에 요약하였다. 진
공식 드럼필터의 처리용량은 약 5㎥/hr 규모로서 교반탱크, 공급펌프, 진공드럼, 진
공탱크, 여과펌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3.1] 진공식 드럼필터 제원
항목

제

원

전 체 규 격

W1,240 mm x L2,540 mm

처 리 능 력

약 5.0 m3/hr (입자특성 및 탈수성에 따라 변동)

교 반 탱 크

W500 mm x L610 mm x H800 mm, 0.75 kW

공 급 펌 프

원심펌프, 75 L/min, 0.8 kW

진 공 드 럼

Φ660 mm x L2,100 mm

진 공 탱 크

수봉식 진공펌프, 18 L/min, 7.5 kW

보충수펌프

cylindrical tank, Φ400 mm x H1,400 mm (0.7 m3)

(a) 교반탱크

(b) 공급펌프

(c) 진공드럼

(d) 진공탱크 및 여과펌프

[그림 3.10] 파일럿장치 구성품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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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케익 컷터

(f) 진공배출밸브

(g) 진공펌프

(h) 조작판넬

(i) 리미트 스윗치

(j) 드레인밸브
[그림 3.10]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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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적용된 분석은 크게 기기분석과 수질분석으로 구분하여 다음의 [표
3.2]와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표 3.2] 항목별 분석방법
분석
구분

항목

입도분석

열중량/시차열
(TGA/DTA)

XRD
기기
분석

XRF

SEM

적용기기 또는 방법

분석방법

PSS-NICOMP사,

체거름 후

AccuSizer 780A모델

sieve #100 (150㎛)

Netzsch-Gerätebau

상온에서 1,200℃까지

GmbH사,

10℃/min 승온

STA 409 PC Luxx모델
Rigaku사,
D/Max-2500모델
Rigaku사,
ZSX-100e모델

적용시료

패각

패각

함유성분조사

패각

성분 함량조사

패각

미세구조 조사

JEOL사,

20kV, 10,000 배

JSM-6300모델

패각

백금코팅
중금속 함량조사

ICP-OES

Spectro사,

105℃ dry oven에서 24시간

패각

Blue Spectro 모델

이상 건조시킨 후 전처리,

케익

여과 후에 분석
T-P
수질
분석
S-P

HACH사,

Molybdovanadate법

DR6000 모델

원수
처리수

HACH사,

Molybdovanadate법

원수

DR6000 모델

GF/C 필터로 여과

처리수

※약어
TGA/DTA : Thermal Gravimetric Analysis / Differential Thermal Analysis
XRD : X-Ray Diffractometer
XRF : X-Ray Fluorescence Spectrometer
SEM :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ICP-OES : Inductively Coupled Plasma Optical Emission Spectrometer
T-P : Total Phosphate
S-P : Soluble Phosph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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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연구결과
1. 연구 대상시설 현황
1.1 대상시설 개요
시흥 목감수질복원센터는 최근 조성된 목감택지구역 및 논곡동 일원에서 배출되는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2016년에 조성된 공공하수처리시설로서 일 13,000㎥의 하
수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으로 설치되어 있다. 처리방식은 생물학적 고도처리방법
으로 막분리공법이 적용되어 있고, 처리수는 보통천으로 방류하고 있다. 또한, 처리
수의 일부는 재처리 후 방화천 상류로 송수하여 하천유지용수로 재이용하고 있다.
시흥 목감수질복원센터의 시설개요를 다음의 [표 4.1]에 요약하였고, [그림 4.1]에
시설전경 및 내부시설 사진을 나타내었다.
[표 4.1] 시흥 목감수질복원센터 시설개요
항

목

시

설

개

요

비

시설위치

경기도 시흥시 산현동 16-3번지 일원

처리구역

시흥시 목감동, 논곡동 일원 (266.4ha)

시설용량

13,000 ㎥/일

처리방식

생물학적 고도처리 (I3 system)

항목
계획
설계수질

유입수질
계획
방류수질
계획
재이용수질

BOD

COD

SS

T-N

T-P

MBR 공법
대장균수

(mg/L) (mg/L) (mg/L) (mg/L) (mg/L) (개/mL)
221

192

225

60.1

7.8

300,000

4.0

15.0

3.0

15.0

0.5

1,000

4.0

9.0

3.0

15.0

0.2

불검출

방류하천

보통천

재이용수

방화천 유지용수

(자료 :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공고 (시흥시 공고 제2016-1472호))
(설계수질 중 방류수질 및 재이용수질은 계획 물질수지도를 참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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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림 4.1] 시흥 목감수질복원센터 외부전경 (상) 및 하수처리시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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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처리계통도
시흥 목감수질복원센터는 생물학적 고도처리공정이 적용되어 유입되는 하수를 정
화시키는 방식으로 설치되어 있다. 유입된 하수는 침사 및 협잡물이 처리된 후 유
량조정조로 유입되어 정량 생물반응조로 공급된다. 생물반응조는 막분리 공법
(Membrane Bio-Reactor, MBR)이 적용되어 있고, 반응조는 탈기조, 제1무산소조,
호기조, 제2무산소조, 분리막조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리막을 통해 처리된 처리
수는 방류하천으로 배출되고 분리막조에서 배출된 슬러지는 탈수공정을 통해 처리
된 후 외부로 반출되고, 반류수는 유량조정조로 반송된 후 재처리된다.

(자료 : 시흥시)

[그림 4.2] 시흥 목감수질복원센터 처리계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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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운영현황
다음의 [표 4.2]과 [그림 4.3]에 2017년 기준 시흥 목감수질복원센터의 계획수질
과 운영수질을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수입수질에 있어 BOD5와 SS의 경우 각각
243.1mg/L, 269.1mg/L로 운영됨으로써 계획 유입수질 대비 다소 높은 수준을 나
타내었고, CODMn, T-N, T-P의 경우 각각 135.6mg/L, 45.2mg/L, 6.2mg/L로 계획
유입수질 대비 70~80% 수준에서 운영됨으로써 대부분의 수질항목에서 계획수질
에 매우 근접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유량의 경우에서는
5,129㎥/일 수준으로 계획유량 대비 약 40% 수준에서 운영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배수구역인 목감택지지구가 조성중에 있어 계획인구에 크게 못 미쳤기 때문인 것으
로 판단된다.
[표 4.2] 시흥 목감수질복원센터 계획대비 운영수질 현황
계획수질

항목

(단위 : ㎥/일, mg/L, 개/mL)

운영수질 (2017년 기준)

유입

방류

유입

방류

유량

13,000

11,692

5,129

5,124

BOD5

221

4.0

243.1

0.5

CODMn

192

15.0

135.6

4.4

SS

225

3.0

269.1

0.2

T-N

60.1

15.0

45.171

5.881

T-P

7.8

0.5

6.222

0.269

대장균

300,000

1,000

246,758

0

비고

막분리 적용

(자료 : 시흥시)

300
계획

수질(mg/L)

운영
200

100

0
BOD5

CODMn

SS

T-N

T-P

(자료 : 시흥시)

[그림 4.3] 시흥 목감수질복원센터 계획 대비 운영수질 (2017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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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시흥시)

[그림 4.4] 시흥 목감수질복원센터 계획 물질수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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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시흥시)

[그림 4.5] 2017년 시흥 목감수질복원센터 운영 물질수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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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17년 기준 시흥 목감수질복원센터의 탈수시설로부터 배출되는 반류수의
수질현황을 다음의 [표 4.3]과 [그림 4.6]에 나타내었다. 5개 항목 모두에서 2017
년 9월까지는 매우 낮은 수질상태를 보였으나 2017년 10부터 급격하게 상승하여
12월부터 안정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목감택지지구의 입주시기와 연관이 있
는 것으로 추정된다. 즉, 2017년 하반기부터 입주가 시작되면서 유입하수량이 증가
하고, 이로 인해 잉여슬러지 발생량이 늘면서 탈수설비의 정상가동이 시작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각 수질항목별로 살펴보면, BOD5, CODMn, SS의 경우 각각 평균 52.4mg/L,
40.3mg/L, 52.7mg/L로 분석되었고, T-N과 T-P의 경우 각각 평균 20.3mg/L,
2.8mg/L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정상운영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12월
인근의 자료만을 고려할 때 평균값보다 최대값에 가까운 수질현황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표 4.3] 시흥 목감수질복원센터 반류수 수질 현황

(단위 : mg/L)

항목

BOD5

CODMn

SS

T-N

T-P

평균

52.4

40.3

52.7

20.3

2.8

최소

3.0

10.4

4.0

4.4

0.2

최대

170.8

130.5

205.4

66.5

10.2

(자료 : 시흥시)

250
BOD5
200

CODMn

150

T-N
T-P

100
50
0

'17.01.05
'17.01.19
'17.02.03
'17.02.17
'17.03.02
'17.03.16
'17.03.30
'17.04.13
'17.04.27
'17.05.10
'17.05.25
'17.06.09
'17.06.22
'17.07.05
'17.07.19
'17.08.02
'17.08.16
'17.08.30
'17.09.15
'17.08.28
'17.10.12
'17.10.26
'17.11.09
'17.11.23
'17.12.07
'17.12.21

농도(mg/L)

SS

분석일자

(자료 : 시흥시)

[그림 4.6] 시흥 목감수질복원센터 반류수 수질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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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굴패각의 물리 ․ 화학적 특성분석
2.1 입도분석
소성하지 않은 굴패각 분말 (ROSP, Raw Oyster Shell Powder)과 550 ℃
(Calcined Oyster Shell Powder (at 550℃)), 750 ℃ (Calcined Oyster Shell
Powder (at 750℃)), 900 ℃ (Calcined Oyster Shell Powder (at 900℃))에서 소성
된 패각분말을 #100 sieve로 거른 후 입자크기를 분석하여 다음의 [표 4.4]와 [그
림 4.7] ~ [그림 4.10]에 각각 나타내었다. ROSP, COSP550 및 COSP900의 경우
중간값이 1.09 ~ 1.71㎛였고, COSP750의 경우 5.75㎛로 분석되었다.
[표 4.4] 굴패각 분말 입도분석 결과
구분

D<10㎛

Mode

Median

ROSP

95.00 %

1.11 ㎛

1.71 ㎛

COSP550

95.85 %

1.11 ㎛

1.38 ㎛

COSP750

99.41 %

7.53 ㎛

5.75 ㎛

COSP900

99.39 %

0.58 ㎛

1.09 ㎛

※ 약어
ROSP : Raw Oyster Shell Powder
COSP550 : Calcined Oyster Shell Powder (at 550℃)
COSP550 : Calcined Oyster Shell Powder (at 750℃)
COSP550 : Calcined Oyster Shell Powder (at 900℃)

[그림 4.7] 굴패각 분말 입도분포도 (RO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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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굴패각 분말 입도분석 (COSP550)

[그림 4.9] 굴패각 분말 입도분석 (COSP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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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굴패각 분말 입도분석 (COSP900)

2.2 열중량분석
본 연구에 사용된 굴패각을 대상으로 열중량 변화패턴을 분석하여 [그림 4.11]에
나타내었다. 100 ℃ 내외까지 열이 가해지면서 1.54 %의 중량감소가 이루어졌는
데, 이는 수분증발에서 기인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약 750 ℃까지 열이 가해지
면서 지속적이고 완만한 중량감소 현상이 관찰되어 약 5 % 내외의 중량감소가 이
루여졌다. 이는 패각분말에 잔류한 유기물이 분해되면서 중량감소가 이루어진 것으
로 사료된다. 750 ℃ 이후 900 ℃까지 급격한 중량감소가 이루어졌는데 이는 탈탄
산반응이 일어나면서 약 33.8 %의 중량이 감소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900 ℃ 이후
부터 중량감소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소성이 완료되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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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굴패각 TGA/DTA 분석결과

2.3 성분 및 함량분석
소성조건별 패각분말의 성분분석을 수행하여 [그림 4.12] ~ [그림 4.15]에 각각
나타내었다. ROSP ([그림 4.12])의 경우 탄산칼슘 (calcite, CaCO3)의 주 peak는
2θ= 29.37 º에서 나타났다. COSP550 ([그림 4.13]) 및 COSP750 ([그림 4.14])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탄산칼슘의 주 peak는 동일한 2θ각에서 나타났지만 감도는
ROSP에 비해 약하게 나타났다. 반면, COSP750의 경우에는 ROSP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수산화칼슘 (portlandite, Ca(OH)2)이 2θ= 34 º 부근에서 미약한 감도로 주
peak가 관찰되었다. COSP900 ([그림 4.15])의 경우 산화칼슘 (CaO)의 주 peak는
2θ= 37.36 º에서 높은 감도로 나타났다.
한편, COSP-900에서는 2θ= 29.37 º과 2θ= 26.54 º에서 탄산칼슘 및 산화규소
(quartz, SiO2)의 주 peak가 나타났다. 탄산칼슘은 bulk 단위로 소성하는 과정에서
원활한 교반이 이루어지지 않아 불완전한 소성이 이루어졌기 때문이고, 산화규소는
소재의 전처리 과정에서 2 ~ 3회의 세척만으로 제거되지 않은 불순물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산화규소는 전처리공정을 단순화시켜 재현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
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그 영향을 무시하였고, 탄산칼슘은 상용화 과
정에서 소성 중에도 교반이 가능한 로터리 킬른과 같은 설비를 적용할 경우 이런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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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굴패각 XRD 분석결과 (ROSP)

[그림 4.13] 굴패각 XRD 분석결과 (COSP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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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 굴패각 XRD 분석결과 (COSP750)

[그림 4.15] 굴패각 XRD 분석결과 (COSP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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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리 조건에 따른 굴패각 분말별 성분함량을 분석하여 [표 4.5]에 나타내었다.
주 성분인 칼슘 (CaO)의 경우 ROSP, COSP550, COSP750, COSP900에 대해 각
각 82.77%, 97.73%, 92.63%, 94.92%로 분석되어 매우 높은 함량비율을 나타내었
다. ROSP에 있어 SiO2, Al2O3, Na2O, Fe2O3가 각각 8.98%, 2.22%, 1.35% 순으
로 함유되어 있어 패각 내 무기성 불순물이 다소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반면, 소성된 패각에서는 소성과정에서 수분이나 유기물이 제거되면서 칼슘의
함량비가 상대적으로 증가된 것으로 판단된다.
[표 4.5] 굴패각 분말별 성분함량 분석

(단위 : wt. %)

구분

ROSP

COSP550

COSP750

COSP900

CaO

82.77

97.73

92.63

94.92

SiO2

8.98

0.738

1.10

0.614

Al2O3

2.22

0.259

0.394

0.185

Na2O

1.35

1.28

2.60

1.62

Fe2O3

1.13

0.114

0.194

0.123

SO3

0.879

0.965

0.911

0.760

MgO

0.780

0.777

0.797

0.676

Cl

0.647

0.530

0.685

0.523

K2 O

0.499

0.0501

0.0979

0.0583

TiO2

0.169

0.0191

0.0368

0.0184

P2 O5

0.148

0.205

0.260

0.189

SrO

0.142

0.185

0.182

0.170

NiO

0.0876

0.0013

0.0016

-

MnO

0.0405

0.0261

0.0183

0.0157

MoO3

0.0297

0.0261

0.0229

0.0275

31.27

28.96

29.00

28.83

78.5

83.4

84.8

90.5

Total weight % of
Oxygen
Sum weight % before
normalization to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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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패각 종류별 성분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굴, 키조개, 백합조개의 껍질을 동
일한 조건으로 세척한 후 분말로 제조하여 성분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다음 [그림
416]에 나타내었다. 패각의 경우 대부분 칼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CaO 함량은
굴패각 (ROSP)에서 82.77%, 키조개에서 95.53%, 백합조개에서 96.77%로 분석되
었다. 굴패각의 경우 기타성분으로 대부분 SiO2 및 Al2O3가 각각 8.98%와 2.22%로
나타났으며, 이는 굴의 생태적 성장조건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4.6] 조개 종류별 패각의 성분함량 분석

(단위 : wt. %)

구분

ROSP

키조개껍질

백합조개껍질

CaO

82.77

95.53

96.77

[그림 4.16] 패각종류별 CaO 함량 비율.

2.4 미세구조분석
소성하지 않은 굴패각 (ROSP)과 온도조건별 소성된 굴패각 분말 (COSP550,
COSP750, COSP900)의 미세구조 분석결과를 다음 [그림 4.16]에 나타내었다.
ROSP ([그림 4.16] (a))의 경우 입자의 모서리가 뚜렷하고 층이 관찰되는 등 굴패
각의 전형적인 구조적 특성을 나타내었다. COSP550 ([그림 4.16] (b))에서는 작은
입자의 모서리가 둥글게 변형된 것이 뚜렷히 관찰되었고, COSP750 ([그림 4.16]
(c))은 용암과 같은 형태를 보이면서 열변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COSP900 ([그림 4.16] (d))는 둥근 입자형태로 변형된 모습을 띄고 있어 소성이
진행되었음을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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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7] SEM 분석결과 : (a) ROSP; (b) COSP550; (c) COSP750; (d) COSP900.

2.5 중금속분석
소성하지 않은 굴패각 (ROSP)과 진공드럼필터로 처리한 후 배출되는 케익 (cake)
을 대상으로 중금속 성분별 함량분석을 수행하여 [표 4.6]에 나타내었다. 굴패각의
경우 Ca 함량이 약 30%로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고 Al, Fe, Na, Mg 등과 같은 성
분이 주로 검출되었다. 반면, Ba, Cd, Ga, In, Ti 등은 검출되지 않았다. 반면, 케익
의 경우 Fe와 Ca가 각각 17,962mg/kg, 15,847mg/kg으로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
었고, Al, Na 등도 검출되었다. Ag, Ba, Cd, Cr, Ga, In, Li, Pb, Sr, Ti 등은 검출되
지 않았다.
케익의 경우 소성패각의 투입량이 약 1g/L 내외이므로 대부분 반류수 내 슬러지 성
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분석결과에서 나타난 성분은 대부분 케익에서 비롯
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칼슘성분이 다소 높은 것은 투입된 패각분말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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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굴패각 및 cake 중금속함량 분석

(단위 : mg/kg)

구분

ROSP

Cake

Ag

118

ND

Al

2,691

1,818

B

53

129

Ba

ND

ND

Bi

228

59

Ca

300,931

15,847

Cd

ND

ND

Co

128

37

Cr

37

ND

Cu

243

82

Fe

3,054

17,962

Ga

ND

ND

In

ND

ND

K

724

771

Na

4,702

2,939

Li

39

ND

Mg

2,113

594

Mn

193

232

Ni

505

23

Pb

65

ND

Sr

601

ND

Ti

ND

ND

Zn

51

462

※ ND : Not De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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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Jar Test
Jar test를 통해 소성패각 분말의 인 흡착특성을 분석하였다. 시료는 인공시료와 실
폐수 (하수처리장 탈수공정의 반류수 – 탈수여액)를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인공폐
수는 3차 증류수에 KH2PO4 (extra pure grade, 삼전순약공업주식회사)를 1,000
mg/L as PO43- 기준으로 표준용액을 제조한 후 1L 비이커에 10 mg/L as PO43- 농
도로 희석하여 jar test를 수행하였다. 준비된 패각분말을 0.6g/L로 정량 투입한 후
230 rpm으로 교반하면서 시간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GF/C filter (Whatman사,
47mm)로 여과한 후 인농도를 분석하였다. 반응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온도는 23 ±
2 ℃로 유지되도록 하였다.
인공폐수를 대상으로 굴패각 분말의 인흡착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그림 4.18]에
나타내었다. 초기농도 10 mg/L as PO43- 에서 반응이 시작된 지 1분 만에 최대흡
착능력을 보였다. 이후 지속적인 교반을 통해 반응특성 변화를 관찰하였으나 잔류
인농도의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굴패각은
인산이온과의 반응속도가 매우 빠른 것으로 판단되며, 반응시간은 1분 이내인 것으
로

판단하였다.

또한,

패각분말

종류별

인제거

효율은

ROSP,

COSP550,

COSP750, COSP900에 대하여 각각 10.9 %, 16.5 %, 28.7 %, 84.0 %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4.18] 소성패각 분말의 인공폐수 내 인제거 특성.

- 46 -

한편, 패각분말 종류별 인흡착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그림 4.19]에 나타내었
다. ROSP, COSP550, COSP750, COSP900의 인흡착능은 각각 1.8 mg/g, 2.8
mg/g, 4.8 mg/g, 14.0 mg/g으로 분석되었다. 소성하지 않은 패각분말에 비해 소
성온도가 높아질수록 흡착능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특히, 900 ℃에서 소성된
COSP900의 경우 흡착능 및 제거능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인제거 소재로서
활용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19] 소성패각 분말의 인공폐수 내 인제거 특성.

인제거 효율이 가장 높은 COSP900을 대상으로 최적주입량 결정을 위해 주입량 변
화에 따른 인제거 효율을 분석하여 [그림 4.20]에 나타내었다. COSP900을 0.2 ~
0.8 g/L까지 0.2 g/L씩 증가시켜 주입한 결과 0.8 g/L 주입할 경우에서 가장 높은
효율을 나타내었다. 이때 인제거 효율은 약 89.2 %로 나타났고, 다. 또한, 약 30분
간의 반응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효율에 거의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따라서, 높은
인제거 효율을 얻기 위해서는 0.8 g/L 이상을 주입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 47 -

[그림 4.20] 소성패각 분말의 인공폐수 내 인제거 특성.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실폐수를 대상으로 소성된 굴패각 (COSP900)을 적용하
여 인제거 특성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그림 4.21]에 나타내었다. 실폐수는 시흥
목감수질복원센터 내 탈수공정에서 배출되는 반류수를 채수하여 사용하였다. 사용
된 반류수는 SS가 285 mg/L 정도로 높게 함유되어 있었고, T-P 및 S-P는 각각
59.2 mg/L, 15.0 mg/L로 분석되었다. 또한, 굴패각분말 주입량은 0.2 ~ 2.5 g/L
까지 변화시키면서 jar test를 수행하였다. Jar test는 동일한 교반강도로 30분의 교
반을 수행한 후 상등수를 GF/C filter로 여과시킨 후 인농도를 분석하였다.
[그림 4.21]에서 굴패각 주입량이 0.8 g/L까지는 잔류인 농도 (S-P)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고, 1.0 g/L 이상 주입한 경우에는 잔류인 농도 (S-P)에
큰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다. 1.0 g/L를 주입한 경우 제거효율은 약 88.7%로 높게
나타났고, 이때 인흡착량은 13.3 mg/g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T-P를 기준으로 SS
의 제거 및 패각분말에 의한 인제거 효율을 모두 고려할 경우 전체 제거효율은 약
97.1%로 매우 높은 효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연구대상 하수처
리장에서 배출되는 반류수를 처리하기 위한 굴패각 (COSP900)의 최적 주입량은
1.0 g/L로 판단하였다. 이는 인공시료의 실험결과와 매우 유사한 수준으로 판단된
다. 또한, 효율적인 인제거를 위해서는 반류수 내 SS를 함께 제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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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 소성패각 분말의 실폐수 내 인제거 특성.

[그림 4.22] 실폐수를 적용한 jar test 관련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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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lumn Test
Jar test 실험결과를 기초로 하여 컬럼실험장치를 이용한 연속유입실험을 수행하였
다. 컬럼실험장치는 가압식과 진공식으로 구성하였다. 적용대상은 실폐수 (하수처
리장 탈수공정의 반류수 – 탈수여액)를 연속으로 유입되도록 하였다. 실험에 사용
된 실폐수는 SS가 약 326.8 mg/L로 분석되었고, T-P 및 S-P는 각각 57.0 mg/L,
32.2 mg/L로 분석되었다. 굴패각 분말 (COSP900)은 컬럼장치 내부에 400 g을 충
진하였고, 상향류식으로 운전하였다.
[그림 4.25]는 가압식 컬럼실험장치에 실폐수 유입량에 따른 처리수 내 잔류인 농
도를 나타내고 있다. 유입초기부터 S-P농도는 약 1.7 mg/L as PO43- 수준으로 꾸
준히 유지되었고, 약 100L 이상이 주입되는 시점에서부터 처리수 내 인농도가 꾸준
히 상승하여 180 L 유입 부근에서부터 초기농도에 근접한 결과를 보였다. 위의 실
폐수를 적용한 jar test에서는 13.3 mg/g임을 고려했을 때, 동일한 수준으로 S-P를
제거하고자 할 때 패각분말의 흡착능력은 7.3 mg/g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jar
test와 컬럼타입의 반응기 특성에서 비롯된 교반강도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추측된
다. 한편, 유입수 내 SS는 하부의 자갈층과 모래층에서 대부분 여과되어 처리수에
는 플럭 (floc)이 관찰되지 않았다.

[그림 4.23] 컬럼 반응기를 이용한 연속운전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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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진공식 칼럼실험장치의 경우 완충탱크 내 진공압에 의해 유입수가 흡입되는
원리에 의해 가동되는데, 이때 진공펌프의 압력조절에 의해 유입유량의 제어가 가
능하다. 다만, 완충탱크 내부의 진공압이 미세하게 변할 경우 유입유량의 변동이 크
게 나타나 정량적인 유입이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정량적 처리특성 분석이 불가능
하였다. 다만, 처리수 내 수질은 가압식 컬럼실험장치의 경우와 매우 흡사한 결과를
보였다.
아래의 [그림 4.24]는 컬럼실험장치 1을 활용한 가압식 처리실험의 주요 장면을,
[그림 4.25]는 컬럼실험장치 2를 활용한 진공식 처리실험의 주요장면을 보여주고
있다. 두종류의 실험 모두에서 반응기 상부의 처리수 색도가 진한 에메랄드 색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과량의 소성된 굴패각 분말이 충전된 반응기를 유입
수가 통과하면서 pH가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고, 이로 인해 유입수 내 특정물질의
화학적 변화가 발생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반응기를 통과하여 처리
수조로 배출된 처리수는 황토색을 띠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또한, 외부 공기
와 접촉하면서 일정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화학적 변화가 지속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실험결과를 통해 굴패각이 충진된 탱크식 반응기 (bed type reactor)를
이용하여 인제거를 도모하고자 할 경우 다음과 같은 3가지의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
로 예상된다.
첫째, 초기 충진된 과량의 굴패각분말과의 접촉 시 폐수의 pH가 급격하게 상승하
여 화학적 변화를 유발할 수 있으며, 처리수 내 응결물이 생성되므로 pH 조정 및
응결물의 여과 등 2차 처리가 요구된다.
둘째, 반류수와 같이 유입수 내 고형물 (SS)이 다량 함유된 경우 지속적인 운전에
따라 여재 (media)의 막힘현상이 발생되어 손실수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유입수가 자갈과 모래층을 통과한 후 패각 분말층을 통과할 때 채널
(channel)생성됨에 따라 굴패각과 충분히 접촉하지 못한 채 유출되고, 특히 접촉강
도가 낮아 굴패각의 인 흡착능을 크게 저하시킬 수 있다 ([그림 4.25] 가운데).
따라서,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반방식의 접촉공정과 슬러지 및
반응된 굴패각분말을 제거하기 위한 여과공정의 조합방식으로 처리공정을 구성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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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4] 실폐수를 적용한 컬럼테스트 1 관련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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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5] 실폐수를 적용한 컬럼테스트 2 관련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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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Pilot Test
앞서 서술된 컬럼테스트 결과에서와 같이 탱크형 반응기를 적용하여 폐수를 처리할
경우 pH의 상승에 따른 폐수의 화학적 변질 및 응결물 발생, 고형물에 의한 막힘현
상, 채널발생 등으로 인한 접촉시간 부족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적정량의 굴패각 분말의 주입에 의한 교반형 반응기와 여과공정이 접목된
공정으로 파일럿장치를 구성하였다.
파일럿 규모의 진공식 드럼필터를 이용하여 소성된 패각분말 (COSP900) 투입에
따른 인 제거 특성을 분석하였다. 드럼필터의 진공압력은 약 –200 mmHg 수준으로
여과드럼 막힘정도에 따라 자동으로 유지되었고, 이때 처리량은 진공압 변화에 따
라 4.0 ㎥/hr 내외의 유동적인 변화가 관찰되었다.
굴패각 분말 투입량에 따른 유입수와 처리수 내 인농도 변화를 다음의 [그림 4.26]
에, 인의 제거효율을 [그림 4.27]에 나타내었다. 유입수 내 T-P는 5.8~36.8 mg/L
범위에서 변동폭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S-P의 경우 T-P의 18~39% 범위에서
유입수 내 T-P 농도변화에 따라 함께 큰 폭으로 변동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유입수 내 SS는 180~450 mg/L 수준으로 시료채취 시점에 따라 변동하였다.
유입수 내 T-P는 SS에 의한 제거와 굴패각에 의한 흡착에 의한 제거로 인해 대부
분의 인성분이 제거되었다. 굴패각 분말 주입량이 0.7 g/L 이하인 경우 처리수 내
T-P는 1 mg/L 이상 유지되었다. 굴패각 분말 주입량이 0.8 g/L 이상에서는 주입량
증가에 따라 처리수 내 T-P 농도는 더 이상 감소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또
한, 굴패각 분말 주입량이 0.8 g/L 이상에서는 유입수 내 T-P 농도 변화에 따라 처
리수 내 인농도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 과량의 굴패각 분말이 주입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4.27]은 굴패각 주입량의 변화에 따른 인제거 효율을 나타낸 것으로 굴패각
분말 주입량이 0.9 g/L 까지는 주입량 증가에 따라 T-P 및 S-P 모두 꾸준히 증가
하였다. 특히 S-P의 경우 주입량이 낮은 구간에서 제거효율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굴패각 주입량이 1.0 g/L 이상인 구간에서는 T-P 및 S-P가 각각
98%, 97% 수준으로 꾸준히 유지되는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파일럿 규모의 실험
장치를 통해 굴패각 분말의 최적 주입량은 1.0g/L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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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6] 유입수 및 굴패각 주입량에 따른 인 제거 변화

[그림 4.27] 유입수 및 굴패각 주입량에 따른 인 제거효율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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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굴패각 주입량에 따른 인 흡착능을 분석하여 다음의 [그림 4.28]에 나타내었
다. 유입수 내 S-P 농도가 1.8~2.8 mg/L 수준으로 낮은 구간에서는 S-P 제거효
율이 45.2~75.0 % 수준으로 낮게 나타났는데, 이때 굴패각 분말의 인 흡착능은
S-P를 기준으로 1.5~2.5 mg/g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유입수 내 S-P 농도가
13.6~14.3 mg/L 수준으로 높은 구간에서는 굴패각 분말의 인 흡착능이 9.9~13.1
mg/g 수준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앞서 서술된 jar test 결과에서 인공시료 및 탈수
여액의 S-P 농도가 10mg/L 이상인 경우 굴패각 분말 (COSP900)의 인 흡착능이
13.3 mg/g 이상인 점을 고려했을 때 유입수 내 S-P 농도가 높은 경우 굴패각 분말
의 인 흡착능은 매우 흡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유입수 내 S-P 농도가 높은 구간에서 굴패각 분말의 주입량이 증가할수록 흡
착량이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이는 유입수 내 인산이온 농도가 제한요인으로 작용
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즉, 유입수 내 인산이온 농도에 비해 굴패각 분말의
주입량이 과량 투입된 경우 흡착질에 충분한 여유가 있어 상대적으로 단위중량당
인흡착량이 제약을 받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굴패각 분말의 주입량은
1.0~1.1 g/L 수준으로 적정량 주입함으로써 흡착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조절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림 4.28] 유입수 농도범위에 따른 굴패각의 인 흡착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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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럿 테스트 과정에서 분석된 SS 제거특성을 분석하여 다음의 [그림 4.29]에 나
타내었다. 유입수는 대상 하수처리시설의 탈수공정 운전상황에 따라 SS 편차가 크
게 나타났는데 183.7~448.8 mg/L 범위에서 유지되었다. 처리수의 경우 SS 농도
는 5.4~35.8 mg/L 범위로 분석되었는데, 굴패각 분말 투입량이 작은 0.4~0.7 g/L
투입구간에서는 여과 시 투명한 처리수를 유지하였으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용존
성 고형물이 응결되면서 SS로 숙성되는 현상이 발생되었다. 이는 굴패각 투입에 따
라 pH가 다소 증가하게 되면서 용존성 고형물의 재응결이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된
다. 굴패각 분말 투입량이 0.8g/L 이상에서는 SS 농도가 9.1 mg/L 이하로 꾸준히
유지되었다. 이때 제거효율은 97~9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입수 내
SS 농도변화에 관계없이 처리수 내 SS는 위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이는 약
5~10 cm 정도로 코팅된 규조토 층에 의해 강제여과 되는 처리원리에서 비롯된 것
으로 판단되는데, 규조토층의 공극이 약 0.5㎛ 내외인 점을 고려했을 때 마이크로
필터 수준의 여과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림 4.29] 진공드럼필터의 SS 제거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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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0] 파일럿 장치를 이용한 반류수 처리특성실험 관련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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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1] 파일럿 장치를 이용한 반류수 처리수 수질 관련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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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정제안
6.1 제안공정 구성(안)
본 연구의 수행결과를 바탕으로 시흥시에서 배출되는 패각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
한 공정(안)을 [그림 4.32]와 같이 제안하고자 하였다. 적용대상은 본 연구의 대상
시설인 목감수질복원센터 (이하 ‘하수처리장’이라 명명함)의 구성공정을 기준으로
개선공정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시흥시에서 패각류 폐기물이 발생되는 지역은 오이도 해양관광단지와 소래포구 상
가구역이 대표적이며, 이로부터 배출되는 패각류 폐기물은 별도로 분리하여 수거해
야 한다.
수거된 패각은 하수처리장 방류수 등의 재이용수를 활용하여 세척한 후 폐열을 이
용하여 건조 및 예열을 한 후 소성로로 유입시켜 최적 조건으로 소성과정을 거친
다. 소성된 패각은 방열 후 1차 스크린 과정을 통해 미분은 분쇄 (밀링)공정으로 유
입시키고 입자의 크기가 큰 조대물질은 파쇄 후 분쇄 (밀링)공정으로 유입시킨다.
분쇄된 패각분말은 단위중량으로 포장하여 하수처리장 인제거시설로 이송하여 활
용하도록 한다.
하수처리장의 인제거시설은 재이용시설은 인 함량이 높은 반류수 및 탈수여액을 대
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두 공정에서 배출되는 반류수는 집수조로 유입시킨 후 진
공식 드럼필터로 정량 유입시켜 인과 고형물 제거과정을 거치도록 제안하였다. 진
공식 드럼필터 유출수는 기존의 유량조정조로 유입시켜 하수와 함께 생물반응조로
유입되어 처리된다. 이때 진공식 드럼필터에는 규조토로 사전 코팅한 후 전처리된
패각분말을 주입하여 인을 흡착시킨 후 반류수 내 고형물과 함께 여과되도록 구성
하였다.
진공식 드럼필터에서 배출되는 케익은 기존 하수슬러지와 함께 혼합하여 직접 배출
하거나 2차 탈수 후 기존 하수슬러지와 함께 혼합배출이 가능하다.
이와 같이 인제거공정을 도입할 경우 기존 하수처리시설에서는 집수조와 교반조가
반영된 진공식 드럼필터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설비의 운영을 위해 반류수
공급펌프 및 배관, 진공식 드럼필터 여액 배출관로 및 케익 이송설비 등을 부수적
으로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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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 및 전처리

상가

하수처리장 반류수 내 인제거

... ...

상가

하 수

재이용시설
반류수

탈수여액

패각(차량수거)

세 척

협잡물(반출)

집수조

탈 수
규조토

소성 패각분말

건조 및 예열

소 성

진공식
드럼필터

케익

폐열

유량조정조

방 열

1차 스크린
파 쇄
생물반응조

분쇄(밀링)

[그림 4.32] 패각재활용 및 반류수 처리공정 구성(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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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수케익

6.2 물질수지 검토
목감 수질복원센터에 인제거시설을 도입하는 방안을 가정할 경우 기존 물질수지와
개선 물질수지를 [그림 4.33] 및 [그림 4.34]에 각각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그림 4.33]에서 보여주고 있는 기존 물질수지에서는 유입하수와 재이용시설 반류
수 및 탈수여액을 모두 유량조정조로 집수하여 생물반응조로 유입시키도록 구성되
어 있다.
재이용시설 반류수 및 탈수여액에서 가해지는 인 부하량은 각각 53.8 kg/d, 0.6
kg/d로 생물반응조 유입 인부하의 41.8%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생물반
응조 유입수의 인 농도는 약 11.5 mg/L로 높은 수질을 나타내었다. 재이용시설 반
류수의 경우 약품투입에 의해 인을 제거하기 때문에 대부분 불활성 인 (combined
phosphorus)으로 추정되며, TSS로 전환되어 처리계통을 순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TSS 부하량은 재이용시설 반류수 및 탈수여액에서 가해지는 부하량이 생물반응조
유입부하의 약 16.2%로 대부분 재이용시설 반류수에서 기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이용시설 반류수에서 유입되는 TSS의 경우 대부분 약품슬러지로 판단되며, 생물
반응조에서 분해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누적될 우려가 있다. 또한, 탈수여액에서 유
입되는 TSS의 경우 약품에 의해 응집된 잉여슬러지이며, 플럭 (floc) 표면에 고분자
응집제로 코팅되어 있어 생물학적 분해가 어렵고 반응조 내에 누적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재이용시설 반류수 및 탈수여액에서 가해지는 인 (P)과 고형물 (TSS)을 사
전에 제거함으로써 생물반응조에 가해지는 인 부하 증가 및 TSS 누적문제를 해결
할 필요가 있다.
[그림 4.34]는 제안된 인제거시설을 도입할 경우 개선 물질수지를 보여주고 있다.
기존의 재이용시설 반류수와 탈수여액을 별도의 집수조로 유입시킨 후 진공식 드럼
필터로 처리한 후 유량조정조로 유입시키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때 진공식 드럼필
터에는 소성 패각분말을 투입하여 수용성 인을 제거하고, 드럼필터에 의해 TSS와
패각분말을 함께 제거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도출된 처리수의 수질을 적
용할 경우 TSS와 T-P는 99.0 %를 제거할 수 있으며, 생물반응조로 가해지는 TSS
와 T-P 부하량은 각각 약 16.6%, 41.3 % 감소시킬 수 있다. 이때 생물반응조 유입
수 내 인 농도는 약 6.8 mg/L로 예상되므로 기존 운영수질에 비해 크게 낮은 농도
유지가 운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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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BOD
COD
SS
T-N
T-P

(1) 유입수
10,747
218.7
2,350.4
124.8
1,341.3
225.0
2,418.1
50.1
538.9
7.1
75.8

(2) 재이용시설 반류수
Q
348
BOD
3,450.4
1.200.7
COD
2,608.8
907.9
SS
1,355.2
471.6
T-N
7.5
2.6
T-P
154.7
53.8

(4) 유량조정조 유출수
Q
11,277
BOD
315.8
3,561.3
COD
200.2
2,257.7
SS
257.2
2,900.4
T-N
48.4
545.8
T-P
11.5
130.2

(1)
유입하수

(2)
재이용시설
반류수

(4) 유량조정조
(= (1)+(2)+(3))

생물반응조

(3) 탈수여액

Q
BOD
COD
SS
T-N
T-P

(3) 탈수여액
181.7
55.6
46.9
58.9
23.8
3.2

10.1
8.5
10.7
4.3
0.6

단위 범례
유량(Q)
m3/d
수질항목
mg/L

kg/d

[그림 4.33] 목감 수질복원센터 물질수지도 (기존)

Q
BOD
COD
SS
T-N
T-P

(1) 유입수
10,747
218.7
2,350.4
124.8
1,341.3
225.0
2,418.1
50.1
538.9
7.1
75.8

(2) 재이용시설 반류수
Q
348
BOD
3,450.4
1.200.7
COD
2,608.8
907.9
SS
1,355.2
471.6
T-N
7.5
2.6
T-P
154.7
53.8

(4) 집수조 유출수
Q
529.7
BOD
2,285.9
1,210.8
COD
1,730.0
916.4
SS
910.5
482.3
T-N
13.1
6.9
T-P
102.7
54.4

(4-1) 드럼필터 여액
Q
523.5
BOD
1,257.2
658.1
COD
692.0
362.2
SS
9.1
4.8
T-N
9.2
4.8
T-P
1.0
0.5

규조토
(211.9kg/d)

(2)
재이용시설
반류수

(4) 집수조
(= (1)+(2))

(5) 유량조정조 유출수
Q
11,271
BOD
266.9
3,008.5
COD
151.1
1,703.5
SS
215.0
2,422.9
T-N
48.2
543.7
T-P
6.8
76.4

소성 패각분말
(529.7kg/d)
(5)
유량조정조
(=(1)+(4-1))

진공식
드럼필터

생물반응조

최종방류수
(보통천)

(3) 탈수여액

탈수케익

Q
BOD
COD
SS
T-N
T-P

(3) 탈수여액
181.7
55.6
46.9
58.9
23.8
3.2

10.1
8.5
10.7
4.3
0.6

(4-2)
Q
BOD
COD
SS
T-N
T-P

드럼필터 슬러지
6.8
81,609
552.7
81,820
554.2
180,000
1,219.1
315
2.1
7,953
53.9

[그림 4.34] 목감 수질복원센터 물질수지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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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범례
유량(Q)
m3/d
수질항목
mg/L

kg/d

6.3 경제성검토
시흥시에서 발생되는 패각류 폐기물은 일 평균 약 1.5톤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추
정 발생량은 패류의 생산시기에 따라 시기적으로 차이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일 약 2.0톤 처리가 가능한 시설을 기준으로 경제성을 검토하였다.
패각류 폐기물의 수거 및 전처리시설에 대한 시설투자비를 추정하여 [표 4.8]에 나
타내었다.
일 약 2.0톤을 가공 (소성)하기 위한 시설투자비는 총 6.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
정되었다. 이중 약 3.9억원은 전처리설비의 설치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기초로 시설단가를 추정하면 톤당 약 3.1억원으로 예상된다. 주요 시설물로는 수거
차량, 전처리설비, 유지관리설비, 건축물 및 관로설비 등을 포함하였다.
[표 4.8] 시설투자비 (추정)

(시설용량 : 2.0톤/일, 단위 : 원)

항목

규격

1. 수거차량
2. 파일럿 설비

1톤 , 1대

35,000,000

(운영 1.5톤/일)

385,500,000

1) 소성로

로터리킬른-전기로, 1대

2) 컨베이어

벨트형, 10m 내외, 1대

3) 파쇄기

햄머식 또는 컷터식, 0.2톤/hr, 1대

4) 건조 및 예열

컨베이어식, 금속재, 1대

5) 호퍼

2m3, 1대

6) 컨베이어

무축 스크류식, 1대

7) 드럼세척기

타공식, D600, 1대

8) 방열기

컨베이어식, 금속재, 1대

9) 스크린

타공식, D600, Φ5mm, 1대

10) 분쇄기

밀링식, 0.1톤/hr 이상, 1대

11) 호퍼

1.5m3, 1대

12) 세척수 공급설비

하수처리장 방류수, 압력식, 2kgf/cm2, 1대

13) 협잡물박스

0.5m3, 1대

3. 유지관리설비

5. 관로 및 기타 부대설비
합

지게차 또는 호이스트, 1대
2

4. 건축비

금액

50,000,000

330m 기준, 1식

50,000,000

세척폐수 배출관(유량조정조), 1식

100,000,000

-

620,500,000

-

310,250,000

계

시설단가(원/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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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시설투자비 단가가 높은 이유는 처리시설이 소용량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시설투자비는 원가가 반영되지 않은 민간시설 설치기준으로 예상
된 것이므로 이에 유의해야 한다.
운영용량 기준 1일 1.5톤 처리를 기준으로 연간 365일 가동할 경우를 가정하여 연
간 유지관리비를 추정한 결과는 [표 4.9]와 같다.
인건비, 차량유지비, 전력비, 폐기물처리 및 기타 재료비를 포함할 경우 연간 약
3.3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
야는 전력비로 전체 비용의 약 56%를 차지하였다. 연간 운영비용을 단가로 환산할
경우 톤당 약 60만원의 비용지출이 예상되었다.
[표 4.9] 유지관리비 (추정)
항목

(시설용량 : 2.0톤/일, 운영용량 : 1.5톤/일, 가동일수 : 365일/년)

규격

단위

수량

단가(원/일)

금액(원/년)

1. 인건비

89,425,000
초급기술자

인

1

135,000

49,275,000

보조기술자

인

1

110,000

40,150,000

연간 차량가의 40%

식

1

58,333

14,000,000

1) 기본전력

8,320원/kW 적용

kW

274.7

114,275

27,426,048

2) 사용전력

93.7원/kWh 적용

kWh

4,567.7

427,993

156,217,282

4. 폐기물처리비

시설용량의 3% 발생 기준

식

1

6,075

2,217,375

전체 시설비의 0.5%/월 적용

식

1

155,125

37,230,000

-

-

326,515,705

연간처리량 : 548톤

-

596,376

2. 차량유지비
3. 전력비

5. 기타 재료비
합

계

운영단가(원/톤)

이와 같은 유지관리비 추정결과는 일반관리비 및 기타 간접비용을 제외한 것이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한, 운영특성 및 폐기물의 발생특성, 연간 물가상승 등을 고려할
경우 위 추정비용은 차이가 발생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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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산출된 시설투자비 및 운영비의 단가를 기존 사례와 비교하여 [표 4.10]에 나
타내었다.
시설투자비의 경우 소각시설이 약 2.5억원/톤 소요되는 반면 본 연구에서 도출된
패각 전처리시설은 약 3.1억원/톤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소각시설 대비 124%
로 나타났다. 운영비의 경우 일반 생활폐기물 소각의 경우 약 135,000원/톤 소요되
는 반면 패각 전처리시설의 운영비는 약 596,376원/톤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소각비용 대비 442%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Kwon et al. (2004)은 일일 250톤 처리용량을 기준으로 경제성분석을 수행
한 결과 시설투자비는 톤당 약 0.7억원, 운영비는 톤당 약 45,104원이 소요된다고
발표하였다.
일반적으로 시설용량이 적을수록 시설단가 및 운영단가가 높게 나타난다. 본 연구
에서 도출된 시설투자비 및 운영비가 소각시설 및 연구사례와 비교하여 높게 산출
됨에 따라 경제성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시설규모의 차이에서 기
인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는 세부적인 설비계획을 통하
여 시설투자비 및 운영비를 산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엔지니어링 측면에서 접근한 시설계획 및 비용산출이
필요하다.
[표 4.10] 경제성 비교
항

단위

소각시설

Kwon et al. (2004)

본 연구

톤/일

100

250

2

시설투자비

억원/톤

2.0~3.0

0.7

3.1

시설운영비

원/톤

135,000

45,104

596,376

시설용량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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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책과제 도출
1) 패각 재활용을 위한 수거체계 개선사업
[표 4.11] 패각 수거체계 개선사업(안)
구분
과제명

추진배경 및 필요성

과제내용
▪ 패각 재활용을 위한 수거체계 개선사업
▪ 시흥시 관내에서 배출되는 패각류 폐기물의 소각처리에 따른
시설효율 저하로 재활용을 위한 분리수거 체계개선 필요
▪ 1단계 : 시흥시 내부 수거체계 정립
- 유관부서 : 청소행정과
- 기존 수거 위탁계약 및 관련 조례 등을 검토하여 패각수거 분야만
분리 후 독립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체계 개선
▪ 2단계 : 배출자 대상 홍보 및 설비지원
- 관내 배출상가 대상 홍보, 배출절차 교육 등
- 전용 수거함 무상배포 : 20L 또는 50L 밀폐용기
- 소요예산 : 약 250만원 (홍보전단지 100만원, 수거용기 150만원)

추진방안

20L 밀폐용기 예시

50L 밀폐용기 예시

▪ 패각의 분리배출 및 분리수거로 재활용성 증대
기대효과

▪ 배출자 (상가)의 비용부담 감소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패각의 효율적 재활용을 위한 기초 마련으로 친환경적인 시흥시
이미지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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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패각 재활용 시범사업
[표 4.13] 패각 재활용 시범사업
구분
과제명

과제내용
▪ 패각 재활용 시범사업

▪ 시흥시 관내에서 배출되는 패각류 폐기물은 일일 약 1.5톤 내외로서
추진배경 및 필요성

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음.
▪ R&D 사업으로 추진하여 사업성에 대한 risk 최소화 필요

▪ 1안 : 그린센터 내 시범사업으로 추진
- 시흥시 관내에서 배출되는 패각만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
- 제원조달 : 수자원공사와 시흥시에서 분담, 또는 환경부(또는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R&D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 소요제원 : 약 10억원 (운영비 및 기타 재료비 등을 포함)
- 추진주체 : 시흥시 또는 전문 민간기업
- 추진방법 : R&D 과제
추진방안

▪ 2안 : 그린센터 내 공동사업으로 추진
- 시흥시, 인천광역시, 안산시, 화성시 등과 연계하여 공동시설로
확장, 추진하는 사업
- 1단계로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계열을 늘리는 방식으로 타
지방자치단체 참여 유도
- 제원조달 : 참여 지방자치단체별로 배출량을 기준으로 분담
- 소요제원 : 별도 산출 필요
- 추진주체 : 시흥시 및 참여 지방자치단체
- 추진방법 : 재정사업

▪ 패각의 재활용으로 해안가 경관개선 및 친환경적 관리체계 구축
기대효과

▪ 소성된 패각분말의 하수처리장 약품 대체로 친환경성 제고
▪ 수거 및 재활용사업 추진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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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타당성 및 경제성 분석
[표 4.14] 사업타당성 및 경제성분석
구분
과제명

과제내용
▪ 굴 패각 재활용을 위한 사업타당성 및 경제성분석
▪ 시범사업 또는 공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엔지니어링 측면에서

추진배경 및 필요성

세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부지, 공정 및 설비계획 등을 포함한 기초계획 수립과, 이를 기초로
한 사전 경제성분석을 통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사업구분 : 시흥시 재정사업 (용역)
▪ 사업내용 : 부지검토, 공정계획, 설비계획, 경제성분석 등을 포함

추진방안

▪ 사 업 비 : 3천만원
▪ 사업기간 : 6개월 이내
▪ 수행주체 : 엔지니어링이 가능한 연구기관

기대효과

▪ 시범(또는 본)사업의 추진을 위한 사업성 판단의 기초 마련
▪ 사업추진에 따른 risk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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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결

론

론 ····································································

제5장 결

론

본 연구는 시흥시에서 배출되는 패각류 폐기물의 재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실
험적 연구로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기초조사를 통해 시흥시 관내에서 배출되는 패각류 폐기물은 일일 약 1.5톤으로
추정되며, 수거된 패각은 전량 소각처리되고 있다. 패각의 종류로는 굴, 백합류 (바
지락 등), 홍합류 (키조개 등)가 주류이며, 발생비율은 시기별로 차이가 크다.
2) 굴 패각을 대상으로 기초실험 수행결과, 900 ℃에서 소성이 완료되었고, 약
40%의 중량감소가 일어났으며, 칼슘이 83~98%를 차지함으로써 주성분으로 나타
났다. 또한, 중금속 함량 분석결과에서는 대부분 칼슘과 토양발원 성분들 (Al, Fe,
Mg 등)이 높은 함량비를 보였고, Ba, Cd, Ga, In, Ti 등은 검출되지 않았다.
3) 인공폐수를 대상으로 굴패각 적용성 분석을 위한 jar test 결과, 초기농도 10
mg/LL as PO43- 에서 반응이 시작된 지 1분 만에 최대흡착능력을 보였고, ROSP,
COSP550, COSP750, COSP900에 대하여 각각 10.9 %, 16.5 %, 28.7 %, 84.0 %
의 제거효율을 나타내었다. 이때 굴패각 분말별 인 흡착능은 각각 1.8 mg/g, 2.8
mg/g, 4.8 mg/g, 14 mg/g으로 분석되었으며, 인제거 효율이 가장 높은 COSP900
을 대상으로 최적주입량을 평가한 결과 0.8 g/L 주입한 경우 약 89.2 %로 가장 효
율적이었다.
4) 탈수공정의 반류수를 대상으로 소성된 굴패각 (COSP900)을 적용하여 인제거
특성을 분석한 결과, 1.0 g/L 이상 주입한 경우가 최적 주입량인 것으로 분석되었
고, 이때 S-P 제거효율은 약 88.7%로 나타났다. T-P를 기준으로 SS의 제거 및 패
각분말에 의한 인제거 효율을 모두 고려할 경우 전체 제거효율은 약 97.1%였다.
5) 가압식 컬럼실험장치에 실폐수 유입량에 따른 처리수 내 잔류인 농도를 분석한
결과, 패각분말 (COSP900)의 흡착능력은 7.3 mg/g으로 jar test 결과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진공식 칼럼실험장치의 경우 진공압이 미세하게 변할 경우 유입유량의
변동이 크게 나타나 정량적인 유입이 불가능하였으나 처리수 내 수질은 가압식 컬
럼실험장치의 경우와 매우 흡사한 결과를 보였다. 굴패각이 충진된 탱크식 반응기
(bed type reactor)를 이용하여 인제거를 도모하고자 할 경우 (1) 폐수의 pH가 급
격하게 상승하여 화학적 변화 유발 및 처리수 내 응결물 생성, (2) 유입수 내 고형
물 (SS)이 다량 함유된 경우 지속적인 운전에 따라 여재 (media)의 막힘현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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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널 (channel) 생성에 따른 굴패각과의 접촉강도 불량으로 굴패각의 인 흡착
능 저하 등의 문제점이 도출됨에 따라 교반방식의 접촉공정과 슬러지 및 반응된 굴
패각분말을 제거하기 위한 여과공정의 조합방식으로 처리공정을 구성하는 것이 바
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6) 파일럿 규모의 진공드럼필터를 적용한 반류수 처리특성 실험결과, 굴패각 분말
1.0 g/L 이상 주입한 경우 약 97% 이상의 T-P 제거효율을 나타내었고, 굴패각 분
말의 인 흡착능은 S-P를 기준으로 약 13.1 mg/g으로 jar test 결과와 매우 흡사하
였다. 반류수 내 SS 제거특성을 분석한 결과, 유입수 내 SS 농도는 183.7~448.8
mg/L 범위에서 유지된 반면 처리수는 5.4~35.8 mg/L 범위로 분석되어 제거효율
은 97~9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7) 실험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수처리장 인제거시설로 제안된 공정은 반류수를 대
상으로 적용이 가능하며, 패각의 전처리 (수거, 세척, 탈수, 건조 및 예열, 소성, 스
크린, 파쇄 및 분쇄)공정과 진공식 드럼필터로 구성하는 것이 최적 방안으로 도출
되었다. 최적 공정을 적용할 경우 기존 하수처리장의 생물반응조 유입수 내 인부하
량을 약 41%, TSS 부하량의 약 17% 저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8) 시흥시에서 발생되는 패각을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용량은 2.0톤/일 규모가 적절
한 것으로 판단되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시설투자비는 6.2
억원으로 도출되었고 유지관리비는 3.3억원/년으로 나타나 소각시설에 비해 경제
성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결과는 시설용량이 소규모인 점과 엔지니
어링 측면에서의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9) 패각을 재활용하기 위한 정책사업으로는 (1) 수거체계 개선사업, (2) 패각 재활
용 시범사업, (3) 사업타당성 및 경제성 분석의 수행 등을 구상하여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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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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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1. 연구개발에 따른 성과분석
본 연구의 결과로서 정량적 및 학술적 성과를 [표 4.15] 및 [표 4.16]에 나타내었
다.
<정량적 성과달성도>
패각분말의 특성분석의 경우 시료 21개에 대하여 44개 항목을 분석함으로써 161개
의 data를 확보함으로써 700% 초과 달성하였다. 기초실험에서는 11개 시료를 대
상으로 43개 항목을 분석함으로써 367% 초과달성하였으며, 현장실험에서도 8개
시료에 대해 6개 분석을 통해 120% 달성하였다. 재활용 정책(안) 발굴 분야에서도
150% 달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15] 정량적 성과달성도
평기기준

계획

성과주)

1) 패각분말 특성분석

시료수

3개 내외

21 (44,161)

700%

2) 기초실험

시료수

3개 내외

11 (43,106)

367%

3) 현장실험

항목수

5(50)개 내외

6 (8,48)

120%

4) 성분분석

중금속항목

5가지 내외

23 (2,42)

460%

정책(안) 수량

2가지 이상

3

150%

연구평가항목

달성도

1. 실험자료 확보

2. 패각류 폐기물의 재활용 정책(안)

주) 시료수(분석항목, data 수량), 단 성분분석은 분석항목(시료수, data 수량)으로 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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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적 성과달성도>
학술적 성과달성도는 당초 계획에 따라 학술논문 게재실적은 1건 확보되었고, 1건
은 심사중에 있다. 학술발표회 참여실적도 1건 확보하여 당초 계획에 100% 달성도
를 나타내었다.
[표 4.16] 학술적 성과달성도
구분

연구성과

계획

성과

학술논문 게재 및 발표실적

2(1)

2(1)

달성도
100%

1) 소성 굴 패각을 이용한 인 제거 및 반응결정물의 특성, J. of the Korean
Society for Environmental Technology, 20(4), 2019.8.
논문

2) 소성 굴 패각과 진공식 드럼여과기의 반류수 내 인 제거,

J. of the Korean

Society for Environmental Technology, 심사중
3) 소성굴패각과 프리코트필터를 이용한 반류수내 인제거, 한국환경기술학회
2019 추계학술연구발표회(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논문집, 114-117,
2019.10.24.~25.
특허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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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본 연구의 수행결과의 활용계획은 기술적 결과의 활용과 정책안의 활용으로 계획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적 연구를 통해 패각의 재활용에 대한 검증을 주요 내용으로 수
행되었으며, 그 결과 패각의 물리 ․ 화학적 특성자료, 인흡착 특성결과, 반류수에 대
한 적용성 평가결과 등이 확보되었다. 따라서 이 결과는 향후 사업시행을 위한 기
초 설계인자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실험적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제안된 공정계획 및 물질수지 분석은 사업수행을 판단
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제안된 3가지 정책(안)을
통해 정책사업 추진의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와 같은 활용계획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발생 및 처리현황자료, 기초분석결과, 기초실험결과, 적용성 평가결과 등의 실험
결과물은 관련사업 및 연구 추진 (또는 확장)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공정계획 및 물질수지 분석 결과물은 사업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
• 정책(안)은 시흥시 정책사업 추진의 기초방안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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