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제16권 1호, 통권 제30집)

- 195 -

굴 패각의 원료화 공정에 따른 입도분포에 관한 연구

A Study on Grading According to Raw Materialization of Oyster sh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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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yster shell is produce by shucking process in oyster farming in southern coast of Korea. In average, about 6.7kg 

of oyster shell is produced as an industrial waste for 1kg of oyster flesh, and even only in last year, it is estimated that 

about 150,000 ton of oyster shell is produced. Oyster shell is light weighted and the strength characteristic of it is 

similar to send. So we would like to test if it is avail to use oyster shell crust as fine aggregate. So we use a crusher 

to crush oyster shell and review its particle distribution for materi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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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굴 패각은 우리나라 남해안지역에서 굴 양식을 통해 발생된다. 일반적으로 1㎏의 알굴의 생산에 6.7㎏의 굴 패각이 발생되며 작년 한 해만 

15만 톤의 굴 패각이 발생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굴 패각은 산업폐기물로 분류되어 톤 당 10만원이라는 처리비용을 지불해야하며 정부의 

처리지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양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문제해결을 위해 건축분야에 소성을 통한 적용 등 일부의 연구들이 

시도되었지만, 여전히 기초공사의 일부만을 기준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갖추어 잡석처럼 매립되어 처리되고 있다. 하지만 이 또한 궁극적인 해결책

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굴 패각은 경량이며 모래와 비슷한 강도특성을 나타내고 있어 이를 분쇄하여 잔골재로 사용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크러셔를 사용하여 굴 패각을 파쇄하고 공정 이후 발생된 굴 패각의 입도분포를 통해 원료화 공정을 검토하는 기초적 실험을 실시하였다.

2. 실 험

2.1 개 요

실험은 통영지역의 굴 패각 재활용 업체를 방문하여 그 곳에서 야적된 굴 패각을 사용하였다. 정밀한 실험을 위해 수거된 굴 패각을 수차례 

세척하여 불순물을 제거한 상태에서 24시간 이상 건조하여 사용하였다. 

그림 1. 재활용 업체내의 굴 패각의 야적 그림 2. 굴 패각의 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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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실험계획 및 방법

실험을 위한 분쇄는 커터 밀과 롤 밀을 사용하였다. 커터 밀의 경우 스크린을 달리 하였을 때 발생되는 재료의 입도분포를 검토하였으며, 

롤 밀의 경우 1차 분쇄와 2차 분쇄를 통해 발생되는 입도분포를 검토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장비는 다음의 그림 3과 같으며, 실험조건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그림 3. 커터 밀(좌)과 롤 밀(우)

구분 인자 수준 수준수

커터 밀
스크린 Size
(㎜)

8, 12, 20 3

롤밀
투입횟수
(차수)

1, 2 2

표 1. 실험조건

3. 실험결과

실험결과 커터 밀의 경우 스크린의 사이즈가 넓어질수록 회수율 97.3∼98.9%로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롤 밀의 경우 커터 밀에 비해 

회수율이 우수했으나, 2차 투입 후에 회수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커터 밀의 경우 굴 패각 원료의 건조 상태로 인해 공정과정에서 

더 많은 미분이 발생되었다.

그림 4. 실험과정 및 커터 밀 사용 스크린

구분 투입량(g)
잔류율 (%) 회수율

(%)
loss(%)

10㎜ 5㎜ 2.5㎜ 1.2㎜ 0.6㎜ 0.3㎜ 0.15㎜ Under

커터 밀 (8㎜) 4,322.0 0 1.1 32.6 27.1 24.7 9.5 1.8 0.5 97.3 2.7

커터 밀 (12㎜) 4,976.0 0 11.4 34.2 20.8 15.8 11.9 3.5 0.6 98.2 1.8

커터 밀 (20㎜) 5,266.0 10.9 37.7 22.5 11.9 8.2 5.2 1.8 0.7 98.9 1.1

롤 밀 1차 3,353.0 34.0 25.9 16.2 10.2 7.1 4.1 1.7 0.6 99.8 0.2

롤 밀 2차 3,343.5 10.9 26.9 27.3 10.6 8.3 5.8 3.3 0.6 93.7 6.3

표 2. 입도분포 실험결과

4. 결 론

실험결과 롤 밀의 경우 1차에서 회수율을 우수하지만, 굴 패각의 편평한 형상에 의해 분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2차부터는 회수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굴 패각의 분쇄를 위해서는 커터 밀의 적용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잔류율에 나타난 결과로 

추정할 때, 잔골재로 사용을 위해서는 8㎜와 12㎜의 스크린이 적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굴 패각 투입시의 상태(건조, 세척 등)와 인버터에 

의한 속도조절 등을 통해 나타나는 분포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 굴 패각을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최적화 조건에 대한 선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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