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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및 연구목적

3. 결과 및 고찰

퇴적물 및 수층의 인 농도를 제어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

입자 크기에 따른 실험 결과, 입자 크기가 작을수록(75 μ

는 꾸준히 진행되어 왔으며, 그 중 알칼리계 흡착제는 인

m ) pH가 최대로 나타났으며(12.3), 인산염 제거량도 최대로

제거에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알칼리계 흡착제에

나타났다(19.2 mg/L). 소성 시간에 따른 실험 결과는 소성 시

함유된 칼슘이온은 퇴적물 내의 인을 인산칼슘 형태로 침

간이 길수록(12 h), pH가 최대로 증가하였으며(10.8), 인산염

전시켜 인을 제어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매년 30

제거량도 17.5 mg/L으로 가장 많았다. 소성 온도에 따른 실

만 톤 이상 생산되는 굴 패각은 구성 성분의 대부분이 칼슘

험 결과, 소성 온도가 높을수록(600℃ ) pH가 가장 높았으며

으로, 이 칼슘과 인이 반응하여 인을 제어할 수 있다.

(11.9), 인산염 제거량도 최대로 나타났다(17.6 mg/L).

본 연구에서는 인의 농도를 제어하기 위한 최적의 굴 패

이러한 결과는 가수분해에 의한 칼슘이온의 생성으로 인

각 전처리 조건을 결정하기 위해 입자 크기, 소성 시간, 소

한 영향일 것으로 판단된다. 입자크기는 작을수록 비표면적

성 온도에 따른 인의 제거 효율을 평가하였다.

이 증가하여 인산염 흡착 효율이 상승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되며, 소성 온도 및 소성 시간이 증가할수록 소성 변환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입자 크기, 소성 시간, 소성 온도를 전처리

에 따른 산화칼슘 생성량이 상승하여 인 제거에 사용되는
칼슘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조건 인자로 결정하였다. 굴 패각을 탈이온수로 세척하고
100℃에서 6 시간 건조 후, 분쇄 및 파쇄하여 체거름 하였다.
이후 온도별로 6 시간 소성시켜 인산염 제거 실험을 수행하
였다.

4. 결 론
굴 패각을 저질 개선 재료로 활용하기 위해 최적의 전처
리 방법을 고려하였다. 인을 제거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주

입자 크기는 분쇄 및 파쇄, 체거름 시에 7~12 mm, 2~5

된 요인인 입자 크기, 소성 시간, 소성 온도에 따라 인산염

mm, 1 mm~600 μm, 75 μm 이하로 분류시켰으며, 소성 시간

제거 효율을 비교하였다. 실험 결과, 입자 크기는 75 μ m 이

은 0, 1, 2, 6, 12 h으로 구분하였다. 소성 온도 조건은 100℃,

하 일 때, 소성 시간은 12 h 일 때, 소성 온도는 600℃ 에서

300℃, 400℃, 500℃, 600℃로 구분하였다.

제거량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각 전처리

인산염 수용액은 KH2PO4를 사용하여 20 mg/L 농도로 제

조건이 굴 패각에서의 칼슘량과 연관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조하였다. 인산염 수용액 80 mL에 각 전처리 조건에 따른

본 연구 결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제 해역에 적용하기

굴 패각 2 g을 투여하여 샘플을 제조하고 시간에 따른 pH,

전 굴 패각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

PO4를 측정하였다.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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