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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structure and properties of waste oyster shell and its phosphorus removal efficiency were investigated. Waste oyster
shells are troublesome environmental waste in the coastal region where the oysters are produced. Waste oyster shells were pyrolyzed
by bench-scale rotary kiln for its activation. It shows maximum 76% of phosphorus removal efficiency for the municipal wastewater
and livestock wastewater. We found that the activated oyster shells can be used as a phosphorus removal agent with the consideration
of high efficiency, easy processing, and cost effec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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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의 해안 양식업 중 굴 양식업은 다량의 굴 패

각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이는 연안 어장의 오염과 공유

수면 관리상의 문제 그리고 자연경관을 훼손시키는 등 문

제를 일으키고 있다. 경남 지역에서만 발생하는 굴 패각

은 년간 28만톤에 이르고 있으며 그중에서 약 10% 정도

만 가공 처리되고 있다. 이러한 현황을 감안하여 볼 때

국내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하여 수산 폐기물인 굴 패각의

처리 방안과 재활용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1-8) 

본 연구에서는 CaCO3로 이루어진 굴 패각의 재활용 가

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존의 연구와 달리 대량 생산에 용

의한 rotary kiln을 사용하여 굴 패각을 다양한 조건하에서

열처리하여 활성 굴 패각을 제조하였으며, rotary kiln 열처

리 공정에 따른 활성 굴 패각의 결정상 및 미세구조 변화

를 조사하였다. 또한, CaO로 이루어진 다공질 활성 패각

은 수용액 내에서 표면에 Ca2+ 
및 OH-

를 형성하여 폐수내

의 PO4
3--P와 반응하여 Hydroxyapatite (Ca10(PO4)6(OH)2)를

결정형태로 폐수 중의 인을 다공질 활성 굴 패각에 부착

하여 제거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조된 다

공질 활성 굴 폐각의 인과의 반응을 이용한 폐수처리용

물질로서의 특성 평가가 이루어졌다. 

2. 실험 방법

본 실험에서는 수거한 굴 패각을 실험의 방해요인이 될

수 있는 염분과 굴 패각 표면의 잡물 제거를 위하여 세

척한 후 건조 하여 사용하였다. 건조된 굴 패각은 실험

조건에 따라 Fig. 1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은 로타리 킬른

(rotary kiln)을 이용하여 질소 분위기 하에서 열분해하여

활성 굴 패각을 제조하였다. 

수세 후 건조시킨 굴 패각을 2~5 kg의 굴 패각을 입경

1 cm 이하로 분쇄한 후 로타리 킬른에서 동일 온도에서

1시간 동안 열분해시킬 수 있도록 rotary kiln speed를 제

어하여 연속적으로 열처리 시키면서 활성 굴 패각(Pyrolized

Oyster Shell, POS) 시료를 만들었다. 열처리시 750oC까지

승온된 rotary kiln 내에 질소를 500 cc/min 속도로 20분간

주입한 후 분쇄된 굴 패각을 투입하면서 연속적으로 활

성 굴 패각을 제조하였다. 제조된 활성 굴 패각은 냉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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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 후 desicater에서 보관하여 사용하였다. 제조된 활성 굴

패각의 인과 반응 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하수 종말 처

리장의 활성오니조 유입수와 인근 축산 농가에서 채수한

폐수를 이용해 인제거 실험을 수행하였다. 활성굴패각 투

여량은 30 g, 유입수(페수)유량은 60 mL/min으로 설정하였

다. 실험에 사용된 폐수의 특성 및 활성굴패각의 폐수 적

용시 인제거 효율을 평가하기 위해 수질오염공정시험법

중 흡광광도법(아스코르빈산 환원법)에 준하여 인의 농도

를 측정하였다.4)

3. 결과 및 고찰

일반적으로 굴 패각은 CaCO3로 이루어진 layered structure

를 이루고 있으며 유기물이 layered structure 사이에 부착

된 layered structured composite 구조를 갖는 것으로 알려

져 있으며, 굴 패각 내면의 광택이 있는 면은 SiO2로 이

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Fig. 2는 굴 패각의 표면 및

파괴 단면의 미세구조를 보여주며 굴 패각 평면은 치밀

한 구조를 갖지만 다면 구조는 Fig. 2(b)에서 보여주는 것

과 같이 nm 두께의 판상 다공체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굴 패각의 화학조성을 정량 분석한 결과는 Table 1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다. 사용된 굴 패각의 성분은 열분해 시

키지 않은 조건에서 CaCO3가 93.5%로 주성분을 이루고 있

으며, 그 외 Na, Mg, Si 등의 미량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Fig. 3는 굴 패각 분말에 대한 열중량 분석의 결과를 보

여준다. O2 분위기에서 열처리된 굴 패각은 45.12 wt%의

중량감소를, N2분위기에서 열분해한 굴패각은 51.07 wt%

의 중량 감소를 보인다. 이것은 화학 양론적으로 볼 때,

굴 패각의 주성분인 CaCO3(100.078 g)에서 CO2(44 g)의 열

분해에 의한 중량 손실인 43.97 wt%와 비슷한 값을 나타

낸다. 또한 중량 감소가 N2 분위기에서 열분해된 굴 패각

의 중량 감소가 O2 분위기의 중량감소 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650oC~750oC 구간의 N2 분위기에서

CO2의 중량감소가 원활히 이루어 졌기 때문이다. Fig. 4

은 수거된 굴 패각 및 산소 및 질소 분위 하에서 열처리

된 굴 패각의 XRD pattern을 보여준다. 산소 분위기 하에

Fig. 1. A schematic diagram of rotary kiln used in this study. 

Fig. 2. SEM photographs of Oyster shell : (a) surface and (b)

fractured surface.

Table 1. Composition of Raw Oyster Shell

Items Composition(%)

CaCO3

CaSO4

MgCO3

SiO3

Al2
Cl as NaCl

Na2O

Loss at 550
o
C

93.88

0.48

0.88

1.40

0.32

0.27

0.46

1.60



526 이찬원·전홍표·권혁보

한국세라믹학회지

서 열처리된 굴 패각에서는 CaCO3H2O가 열분해시 CaCO3

로 변화되면서 CaCO3 peak가 열처리하지 않은 시료보다

커져 CaCO3 성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소 분

위기 하에서 열처리된 시료에서는 열처리시 CaCO3가 열

분해되어 CaO가 형성되고 열처리 온도가 증가됨에 따라

서 열분해에 의해 생성되는 CaO 함량이 증가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산소 및 질소 분위기하에서 열처리된 굴 패각의 SEM

미세구조는 Fig. 5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다. 

Fig. 5는 열처리 되지 않은 굴 패각(ROS), O2 분위기 하

에서 열처리된 굴 패각 (HOS) 및 N2 분위기하에서 열처

리된 굴 패각(POS)의 SEM 미세구조를 보여준다. Fig. 5

에서 보여주는 것과 O2 분위기하 750oC에서 열처리된 굴

패각(HOS)은 열처리후에 큰 크기의 CaCO3 입자로 이루

어져 있으며 기공의 형성도 많이 관찰되지 않고 열처리

되지 않은 굴 패각의 미세구조과 비교하여 크게 다르게

나타나지 않았다. N2 분위기 650oC에서 열분해 한 굴 패

각(POS)의 미세구조는 HOS에서 보여주는 미세구조와 비

슷한 형태로 관찰되었으나, 열처리 온도를 750oC로 증가

시킴에 따라 POS의 미세구조는 Fig. 5(d)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작은 입자로 이루어진 다공체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N2 분위기하에서 열처리된 굴 패각에서는 CaCO3

가 CaO로 분해됨에 따라 CaO 및 CaCO3로 이루어진 다

공체가 형성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퓨리에 변환 적외선 분광기(Fouryer

Transform-Infrared : Research I series, MAtton U.K)를 이

용하여 CaO와 HOS, POS의 유-무기 결합상을 조사하기

위하여 FT-IR spectra를 조사하였다. Fig. 6에서는 POS와

HOS, CaO의 FR-IR spectra를 보여준다. Fig. 6에서 보여

주는 것과 같이 HOS와 CaO의 흡수띠가 거의 동일하게

관찰되었으나, POS의 흡수띠는 450 cm-1~650 cm-1
의 범위

에서 HOS와 CaO에서 나타나지 않은 강한 OH- 작용기

흡수띠가 관찰되었다. CaO는 일반적으로 응집제로 널리

이용되는 물질이며, 인과 반응하여 HAp를 생성시킨다고

보고되어있기 때문에,6,7) HOS는 CaO와 비슷한 특성을 갖

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POS는 POS 내의 강한 OH- 작용

기에 의해 다른 특성을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Table 2는 N2 분위기하에서 열분해한 굴패각 (POS)의

물리적 특성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흡착제로 사용되는

활성탄의 비표면적은 835~1287 m2/g의 범위이었으나 열

분해한 굴패각의 비표면적은 4.23 m2/g으로 활성탄에 비

해 표면적이 상당히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열분해

Fig. 3. TG curve patterns of oyster shell powders. 

Fig. 4. XRD pattern of raw oyster shell: (a) raw oyster shell, (b)

heat treated oyster shell in O2 atmosphere at 750
o
C, (c)

heat treated oyster shell in N2 atmosphere at 650
o
C, (d)

heat treated oyster shell in N2 atmosphere at 750
o
C.

Fig. 5. SEM microstructures of oyster shell heat treated under

various conditions: (a) original soyster shell(ROS), (b)

oyster shell heat treated under O2 atmosphere at 750
o
C

(HOS), (c) and (d) oyster shell heat treated under under

N2 atmosphere(POS) 650
o
C and 750

o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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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굴패각(POS)의 12.3으로 강한 염기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분해된 굴 패각에서 존재하는 OH- 작용기가

수용액 상태에서 용출되기 때문에8) 강한 염기성을 갖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굴 패각을 열분해 해서 제조된 CaO/CaCO3 다

공체의 폐수 적용시 인제거 효율을 평가해 상업적 폐수

처리 물질로서의 사용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인근 하

수 종말 처리장의 활성오니조 유입수와 인근 축산 농가

에서 채수한 폐수를 이용해 인제거 실험을 행하였다. CaO/

CaCO3 다공체로 이루어진 다공질 활성 패각은 수용액 내

에서 표면에 Ca2+
및 OH-

를 형성하여 폐수내의 PO4
3--P와

반응하여 Hydroxyapatite (Ca10(PO4)6(OH)2)를 결정형태로

폐수 중의 인을 제거시키며 반응식은 아래와 같다.9)

10Ca10 + 6PO4 + 10OH- ⇔ Ca10(PO4)6(OH)2↓ (1)

Table 3은 본 실험에 사용된 실제 활성 오니조 유입수

와 인근 축산 농가에서 채수한 폐수의 pH 및 PO4
3- 농도

를 보여준다.

Fig. 7은 활성오니조 유입수와 인근 축산 농가에서 채

수한 폐수내 인성분의 제거 효율의 변화를 반응 시간에

따라 보여준다. 반응 초기에는 급격하게 제거 효율이 증

가하였으며 10분이 경과한 시점부터는 인성분 제거 효율

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근 하수 종말

처리장의 활성 오니조 유입수와 인근 축산 농가에서 채

수한 실제 폐수를 이용한 실험 결과 처리 효율은 최대

Fig. 6. FT-IR spectra of POS, HOS and CaO.

Table 2. Physical Property of Pyrolized Oyster Shell (POS)

properties
Surface

 area(m2/g)
Particle

diameter(um)

Total pore volume

(cm3/g)
Average pore

radius(Å)
pH

Moisture

(%)

4.23 1.7~2.36 0.008 80 12.3 1.64

Table 3. Characteristics of Domestic Sewage and Animal

Wastewater

Parameter

Sample
pH PO4

3-
(mg/L)

domestic sewage 7.28 8.71

animal wastewater 6.6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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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로 나타났다. CaO/CaCO3 다공체로 이루어진 활성 굴

패각의 높은 인 성분 제거 효율은 열분해된 활성 굴 패

각내 존재하는 OH-
기에 의한 pH 변화에 대한 완충능이

강해 pH 10 이상의 조건에서 생성되는 Hydroxyapatite

(Ca10(PO4)6(OH)2)양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활성 굴 패각의 인과 반응을 이용한 폐수처리 물질로

서의 사용가능성 파악 및 굴패각의 자원으로 재이용 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보기 위하여, 활성 굴 패각의 물리적

특성과 이용에 관하여 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N2 분위기 하에서 열분해한 굴패각은 54.1%의 중량

감소를 보이는 반면, O2 분위기에서 열처리 굴 패각은

45.1%의 중량감소를 보였으며, 중량 감소 증가는 CaCO3

의 열불해에 의한 CaO 형성에 따른 것이다. 

2. N2 분위기하에서 열분해된 굴패각의 주성분은 열분

해 온도가 증가됨에 따라 주성분이 CaCO3에서 CaO로 변

함을 확인하였으며, 750oC 이상의 온도에서 열분해된 굴

패각의 미세구조는 CaO/CaCaCO3로 이루어진 다공체 구

조를 갖는다.

3. N2 분위기하에서 열분해된 굴패각은 O2 분위기하에

서 열분해된 굴 패각과 달리 강한 OH- 작용기를 갖는다.

4. N2 분위기 하에서 열분해된 굴 패각을 적용한 실제

폐수 적용 실험에서 76%의 인 제거율을 나타내어 다공

질 CaO/CaCO3로 이루어진 열분해 굴 패각의 상업적 이

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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