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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10) 폐수처리를 위한 Oyster-Zeolite 여과공정 적용에 따른 
수질특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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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산업 및 공업 발전과 인구 증가 등에 의한 공업폐수, 생활오수의 발생량이 증가함에 따라 하·폐수질 또한 

악화되고 있어 폐수 처리방식이 더욱 까다로워지고 있다. 이에 따라 효율적인 처리공정 개발이 진행되고 있
으나 이 또한 원활하지 않아 처리 기술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어 최근에는 고도처리공정이 주로 적용되고 
있다(Yeom et al., 2001).

현재 우리나라 하수처리장에 적용되는 고도처리시설은 주로 모래여과시설과 같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고
농도의 폐수 처리를 위해 모래여과시설의 기술 개발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여과재 관련 연구도 같이 
진행되고 있다(Kim et al., 200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폐수처리를 위해 주로 해안가에 미처리되어 야적되는 굴패각을 천연 제올라이트와 
함께 여과재로 적용하였으며, Oyster-Zeolite 여과공정의 평가를 통해 굴패각의 여과재 적용 관련 기초 자료
로 제공하고자 한다.

2. 자료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Glucose, NH4Cl, KH2PO4, NaHCO3 등을 이용하여 제조한 인공 폐수를 MF막 및 부직포

(PP-100)로 각각 처리한 다음 처리수를 여과공정의 유입원수로 여과 실험을 진행하였다. 경상남도 창원시 용
원동 해안가에 미처리 야적되어 있는 굴패각과 K산업의 천연 제올라이트를 이용하였으며, 굴패각과 천연 제
올라이트를 부피비 50 : 50으로 혼합해 단층구조의 2단 여과조로 구성하여 100일 동안 연속식으로 운전했다.

Oyster-Zeolite 여과공정 유출수의 수질특성 및 오염물질 제거 평가를 위해 BOD, CODMn, T-N, T-P, SS을 
분석하였으며, MF막과 부직포에 따른 유입 농도 차이에 의한 제거효율을 비교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MF막 처리수(MF-T) 및 부직포(PP-100) 처리수(PP-T)를 이용한 Oyster-Zeolite 여과공정 유출수의 수질특

성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유기물질의 경우 PP-T가 MF-T보다 농도가 2배 정도 높아 유출농도가 BOD 약 
0.6 mg/L, CODMn 약 2 mg/L의 차이로 MF-T가 더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이므로 유입농도에 따라 여과공정
의 유기물질 제거효율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T-N 및 T-P, SS의 경우 PP-T와 MF-T의 유입농도가 유사하며, 유출수의 제거효율도 약 6%로 적은 차이
로 나타났다. T-N 및 SS는 약 64%의 높은 제거효율을 나타내었으나 T-P의 제거율은 약 19%로 가장 낮게 
나타나 여과에 의한 T-P 제거율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폐수처리를 위해 Oyster-Zeolite 여과 공정을 적용할 경우 유기물질 및 T-N, SS의 제거율이 높으나 
T-P 제거율이 낮게 나타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굴패각의 여과재 적용 관
련 기초자료로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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