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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non-electric water purification system using the Korean traditional ceramic ware Onggi, was demonstrated as an appropriate
technology to solve water shortages in under developed regions. Generally, Onggi is produced using large size raw materials that are
sintered at low temperature, resulting in a porous body that shows air and water permeability. An Onggi filter was prepared using a
spinning wheel with the addition of rice bran to the body to increase porosity. The porosity of the obtained Onggi filter was 25.1%;
the water permeability was 85.1 L/m

2
h. Turbidity and TDS of the purified water using Onggi filter were decreased by 97.7% and

29.1%,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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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구 온난화와 급격한 인구 증가로 전 세계적으로 물

부족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보고서(Clearing

the Waters : A Focus on Water Quality Solutions, 2010)

에 따르면, 수인성 질병으로 사망하는 5세 이하 영아의

수는 한 해 180만 명으로, 오염된 물 때문에 사망하는 인

구의 수가 전쟁을 포함한 가해 행위로 인한 사망자 수 보

다 더 많다고 지적한 바 있다.
1)

 우리나라의 경우는 가정

용 수돗물을 일반 식수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좋은 수

질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각 가정마다 정수기를 사용할

만큼 좋은 식수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저 개발 국

가의 경우 정수기와 같은 장치는 설치 및 유지 가격이 높

고, 전력부족으로 인해 사용이 어려운 현실이다. 

적정기술이란 1973년 E. F. Schumacher에 의하여 “중간

기술(intermediate technology)”의 개념으로 처음 소개 되었

다.
2)

 중간기술이라는 개념은 자원재생과 지역 에너지의

활용을 도모하는 동시에 지역의 고용관계까지 배려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적정기술의 개념에

적합하도록 천연 원료를 이용하여 정수 필터를 제조하고

이를 개발도상국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전통적으로 옹기는 사질을 포함하는 퇴적점토를 이용

하여 물레 성형이나 주입 성형 등의 방법으로 제조 후 재

와 약토를 혼합하여 만든 유약을 발라 1200
o
C 이하에서

한 번의 소결로 제작된다.
3)

 옹기를 흔히 ‘숨 쉬는 그릇’

이라 하는데 이는 1994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발간한 전

통과학기술 조사연구(II) -대장간, 옹기, 기와 편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우리민족이 옹기를 사용해 온 이유를 함축

적으로 표현하는 수식어라고 할 수 있다.
4)

 특히 옹기는 초

기 원료의 입도 분포가 크고 소결온도가 낮아 기체나 액체

가 투과할 정도의 기공이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5,6)

본 연구에서는 옹기의 기공 형성으로 인한 투과도에 착

안하여 옹기를 제조하여 물을 여과하는데 이용하도록 필

터로 제조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제조된 필터를 직접 설

계한 무 전원 정수 장치에 장착하여 정수기로서의 투과

도와 여과 성능을 평가하여 옹기가 필터로서의 기능에 적

합함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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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 방법

2.1. 옹기 필터 제조 및 특성 평가

옹기 필터는 경남 산청 지역의 옹기토를 채취하여 물

레 성형 방식으로 제조하였다. 730 g의 옹기토를 이용하

여 성형 후 응달에서 약 3일 건조하였다. 제조된 옹기 필

터는 속이 비어있는 반구의 형태로 크기는 직경 11 cm,

높이 10 cm, 두께 1 cm로 제작하였으며 표면적은 215 cm
2

이다. 옹기 필터는 1000 ~ 1200
o
C (5

o
C/min, 1 h)까지 100

o
C

별로 열처리한 후 수축률을 측정하였다. 또한 아르키메데

스 법을 통하여 기공률을 확인하였다. SEM (JSM-6701F,

JEOL, Japan)을 통하여 옹기 필터의 표면을 관찰하였다.

투과량 향상을 위하여 기본 옹기 필터에 10%(부피비)의

겨를 첨가하였고 수축률과 기공률을 측정하였다. 또한

Porosimeter (Autopore Ⅳ 9500, micromeritics, USA)를 통하

여 기공 크기 분포를 확인하였다. 기본 옹기 필터와 겨를

첨가한 옹기 필터의 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가로 4 mm,

세로 3 mm, 길이 40 mm의 직사각형 모양의 시편을 제

작하였으며, Universal Testing Machine (RB Model 302

Micro Load, R&B Inc., Korea)를 이용하여 3점 꺾임 강

도를 측정하였다. 

2.2. 옹기 필터를 통한 여과 성능 평가

Fig. 1은 직접 제작한 제조된 옹기 필터를 장착할 수 있

는 무 전원 정수 장치이다. 정수 장치는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있도록 1 cm 두께의 아크릴 소재로 제조하였다. 내

부에 옹기 필터를 장착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물을 저장

할 수 있는 저장소(a)에서 수동 펌프 장치(d)로 가압하여

옹기 필터(b)를 통과 후 불순물을 걸러내고 하부에 위치

한 배수구를 통해 정수된 물이 유입되어 저장되는 보관

소(c)로 구성되어있다.

제작된 정수 장치에 옹기 필터를 장착한 후 수동 펌프

(~ 1.5 bar)로 가압하여 투과량(L/m
2
h)을 측정하였다. 투과

수는 “JISK 0101 (공업용수 시험방법)”의 방법에 따라 탁

도 표준액을 제조하여 100 NTU (Nephelometry Turbidity

Unit)의 용액으로 사용하였다. 겨를 첨가한 옹기 필터는

시간 경과에 따른 투과량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10

초 당 1회 펌프하여 10분 동안 여과된 투과량을 측정하

였다. 원수를 옹기 필터를 통하여 여과한 후의 처리수를

Turbidimeter (model 2100NM, HACH COMPANY, USA)와

TDS meter (Total dissolved solids, HI 4521, HANNA

instruments, USA)를 이용하여 측정을 하였다. 측정된 값

은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환경부령

제 439호, 시행 2011. 12. 30.)”에 의거하여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옹기의 소결 온도인 1180
o
C를 기준으로 기본 옹기 필

터를 1000 ~ 1200
o
C (5

o
C/min, 1 h)까지 100

o
C 별로 열처

리를 진행하였다.
7)

 Fig. 2는 기본 옹기 필터에서의 열처

리 온도에 따른 평균 수축률과 평균 기공률을 정리한 것

이다. 옹기 시편을 열처리 한 결과 1000
o
C에서는 1.3%의

수축이 일어났고, 1100
o
C에서는 5.5%, 1200

o
C에서는 6.7%

로 점차 수축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기공

률을 아르키메데스 법으로 측정한 결과, 1000
o
C에서는

28.0%, 1100
o
C에서는 20.5%, 1200

o
C에서는 8.5%의 기공

률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옹기 필터의 수축률이 낮

고, 기공률이 높은 1000
o
C로 열처리 온도를 선택하였다. 

Fig. 3은 제조한 기본 옹기 필터와 겨를 첨가한 옹기 필

터의 건조 후 미세구조를 관찰한 결과이다. 기본 옹기 필

터는 상대적으로 표면이 균일하고 5 ~ 20 µm 내외의 입자

가 관찰되었고, 겨를 첨가한 옹기 필터는 첨가된 겨가 전

체적으로 분포되어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겨를 첨가한 옹기 필터를 기본 옹기 필터에서 결정한

열처리 온도인 1000
o
C에서 열처리 하였다. 1000

o
C에서 열

Fig. 1. Non-electric water purification system using Onggi

filter : (a) storing place, (b) filter, (c) water tank, and

(d) hand pump.

Fig. 2. Shrinkage and porosity of Onggi filter with sintering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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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후의 기본 옹기 필터와 겨를 첨가한 옹기 필터의 미

세구조 관찰결과는 Fig. 4에 나타내었다. 기본 옹기 필터

는 열처리를 통하여 입자의 성장을 확인할 수 있었고, 겨

를 첨가한 옹기 필터의 경우 입자 성장과 동시에 겨로 인

한 기공 형성이 일어남을 관찰하였다.
8,9) 
특히 겨를 첨가

한 옹기 필터의 경우 1-5 µm 크기의 기공이 관찰되었다.

Fig. 5는 기본 옹기 필터와 겨를 첨가한 옹기 필터의 수

은압입법을 통한 기공률 및 기공 크기 분포이다. 측정 결

과, 두 종류의 옹기 필터는 0.02 ~ 6.00 µm의 다양한 크기

의 기공 분포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박테리아, 콜로이드

입자 등을 제거 가능한 기공 크기로 정수 처리에 적합하

다.
10,11)

 기본 옹기 필터의 평균 기공 크기는 1.13 µm이고

기공률은 21.2%이다. 또한 겨를 첨가한 옹기 필터의 경

우 평균 기공 크기는 1.28 µm이고 기공률은 25.1%로 측

정되었다. 겨를 첨가한 옹기 필터의 기공률이 향상된 것

은 열처리로 인하여 제거된 겨로 인한 기공으로 추측된

다.
12)

 두 종류의 옹기 필터를 가로 4 mm, 세로 3 mm, 길

이 40 mm의 직사각형 모양으로 시편을 제작하여 3점 꺾

임 강도를 측정하였다. 기본 옹기 필터의 소결 온도에 비

하여 낮은 열처리 온도로 인하여 강도가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측정 결과 기본 옹기 필터는 5.3

MPa, 겨를 첨가한 옹기 필터는 12.1 MPa으로 세라믹 필

터(Al2O3)의 강도인 0.67 MPa 보다 높은 강도로 옹기 필

터의 열처리 온도로 적합하였다. 또한 겨를 첨가한 옹기

필터는 기본 옹기 필터에 첨가한 겨로 인한 강도의 증가

로 판단할 수 있다.
13)

 

Table 1은 기본 옹기 필터와 겨를 첨가한 옹기 필터의

투과량 측정 결과이다. 투과량은 자체 제작한 무 전원 정

수 장치를 통하여 측정하였다. 물을 저장하는 저장소에

100 NTU의 탁도 표준액을 약 10 L를 채운 후, 수동 펌프

Fig. 3. SEM micrographs for surface of Onggi filter before

heat treatment : (a) 0% rice bran and (b) 10% rice bran.

Fig. 4. SEM micrographs for surface of Onggi filter heat

treated at 1000
o
C for 1 h : (a) 0% rice bran and (b)

10% rice b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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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로 10회 펌프한 후 멈춘 후 50초 동안에 여과된 투

과량을 기준으로 하였다. 그 결과 기본 옹기 필터의 초기

투과량은 16.2 L/m
2
h로 측정되었다. 또한 같은 방법으로

겨를 첨가한 옹기 필터의 초기 투과량은 28.1 L/m
2
h로 측

정되어 기공률 증가로 인한 투과량의 증가를 확인할 수

있다. Fig. 6은 겨를 첨가한 옹기 필터의 시간 경과에 의

한 투과량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겨를 첨가한 옹기

필터를 10초 당 1회 주기로 10분 동안 펌프한 후의 투과

량은 115.8 L/m
2
h이었으며, 1시간 경과 후의 투과량은

85.1 L/m
2
h, 4일 후의 투과량은 75.35 L/m

2
h로 점차 투과

량이 감소하였다. 이는 여과 과정을 통하여 옹기 필터 표

면에 오염 물질이 축적됨에 따라 투과량 감소 현상이 관

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1시간 동안의 총 투과량은

2.1 L이었다. 기존 세라믹 분리막의 3~10년의 사용 수명

과 유사할 것으로 예측된다.
14)

 

Table 2는 겨를 첨가한 옹기 필터의 투과 후 처리수의

성능을 평가한 것으로 탁도와 총 용존 고형물을 투과액

과 비교하였다. 환경부령 제 439호의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탁도는 1 NTU, 총 용

존 고형물은 500 mg/L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를 기준

으로 겨를 첨가한 옹기 필터를 투과한 처리수의 결과를

원수와 비교했을 때 탁도의 경우 100 NTU에서 0.9 NTU

로 초기 탁도 값의 97.7% 감소하였다. 또한 총 용존 고

형물의 경우는 142.7 mg/L에서 101.2 mg/L로 29.1% 감소

하였다. 겨를 첨가한 옹기 필터는 평균 기공 크기가

1.28 µm로 탁도를 조절하고 각종 박테리아를 제거할 수

있는 필터이지만, 다가 이온(Ca
2+

, Mg
2+

, Fe
3+

 등)이나 일

가 이온(Na
+
, K

+
, Cl

- 
등)을 제거할 수 없기 때문이다.

15,16)

이로써 제조한 옹기 필터가 여과 성능이 있으며, 특히 탁

도 제거 능력이 탁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아가 옹기

필터의 활성탄을 이용한 냄새 제거 등의 추가적인 여과

성능 향상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Fig. 5. Pore size distribution of Onggi filter heat treated at

1000
o
C for 1 h : (a) 0% rice bran and (b) 10% rice

bran.

Table 1. Water Flux of Onggi Filter (0% rice bran and 10% rice

bran) 

Onggi filter

0% rice bran

Onggi filter

10% rice bran

Flux(L/m
2
h) 16.2 28.1

Fig. 6. Flux of Onggi filter with filtering time (10% rice bran).

Table 2. Analysis of Treated Water Using Onggi Filter (10 % rice bran)

Drinking water standards Feed water Treated water

Turbidity(NTU) 1.0 100 0.9

Total dissolved solids(mg/L) 500.0 142.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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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적정기술의 개념에 적합하도록 천연 원료를 이용하여

전통방식 옹기 필터를 제조하였다. 기공 형성과 적합한

투과 성능을 위하여 제조한 옹기를 1000
o
C에서 열처리 하

였다. 또한 기공률 향상을 위하여 기본 옹기에 겨를 첨

가하였고 기공률은 25.1%이었으며 평균 기공 크기는

1.28 µm이었다. 제작한 옹기 필터를 무 전원 정수 장치에

장착하였고 1시간 동안의 투과도는 85.1 L/m
2
h이었으며,

투과수는 2.1 L였다. 또한 여과 성능에서 탁도는 기존 투

과수의 약 97.7%, 총 용존 고형물은 29.1% 여과되었다.

나아가 저개발 국가의 현지 토양으로 필터를 제조하는 기

술을 이전하고, 흙탕물 등의 오염수에서의 여과 성능 향

상에 적용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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