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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토양환경, 호소 및 해양 저질, 지하수 복원 등 자연의 

치유과정을 모방하는 환경처리 공정은 산소의 존재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토착하는 미생물 군집에 적절한 산

소를 공급함으로써 본래 미생물에 의한 오염물질의 분

해과정을 개시하고 또 촉진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칼슘 과산화물과 마그네슘 과산화물이 즉석 산소 공급

제로 각광받고 있다(Bianchi-Mosquera et al., 1994). 주요 

대상 오염물질은 BTEX, 휘발유계 유기탄소(GRO; 
C6-C10-12), 디젤계 유기탄소(C8-12-C24-26), 일반 유류, 코
울 타르, MTBE, TBA, DCE, VC 등 매우 다양하다.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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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ioremediation in situ is heavily dependent on the oxygenic environment which would privide the dwelling microorganism with 

sufficient oxygen. The situation could be easily resolved with supply of an Oxygen Releasing Compound (ORC). In this paper we 
prepared that sort of material out of oyster shell powder (mostly calcium carbonate) that prevails every shore areas of the country. We 
used two different oxidizing methods in the first step of the whole manufacturing process–conventional heating in a furnace and an 
ultrasound generator to obtain calcium oxide. Then that calcium oxide was further oxidized into calcium peroxide which may release 
oxygen under a moisturized condition. The oxygen releasing experiments were run to test the performance of our products, and to 
determine the gas kinetics during the experiments. Interestingly, calcium peroxide derived from ultrasound treatment was much more 
energy-effective as ORC than that from furnace heating although the heat derived process was better than that of ultrasound in terms 
of oxygen content and its releasing rate. We also found that most of the data collected from the gas releasing experiments fairly 
supported an ordinary 1st order kinetics to oxygen concentration, which shaped a sharp discharge of oxygen at the very early moment 
of each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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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사용되는 PermeOx, RegenOx 또는 PersulfOx, 
Petrocleanze 등 상용화된 제품들이 그 예이다

(PeroxyChem Inc.; Regenesis Inc.). 대표적인 산소공급

제의 원료는 칼슘으로서 탄산칼슘이나 황산칼슘 형태로 

자연에 존재한다. 다른 한편 우리나라 굴 수하식 양식장

으로부터는 연간 10만톤 정도의 굴 패각-연 28만여톤 양

산/18만톤 재활용(Bhang et al., 2007; Lee et al., 2009)을 

칼슘원료(탄산칼슘(CaCO3) 94%)로 활용 가능하다. 한
편 현재의 과산화칼슘의 저질 개선 등(Aelion et al., 
1991; Acton et al., 1992; Adams et al., 1992) 활용성에 

비해 산소공급제의 체계적 연구는 매우 미진한 상황이

다. 범용적 Oxygen Releasing Compound (ORC)의 무게 

대비 산소 함유량은 대개 10% 수준이고 특수 제품이 15
18% 수준이며 분말 형태나 알갱이로 제품화되어 현

장에서는 슬러리 혼합물의 상태로 적용된다. 즉 ORC 는 

산소 함유량이 중요하며 또한 방출을 고려한 구조적 특

성(분말의 다공성과 표면 구조 등)이 핵심 기술이라 할 

수 있다.  산화된 칼슘 등의 정확한 분석이 어렵고 과잉

산소를 포함하는 과산화물의 표준화된 제조법이 정립되

어 있지 않아 대개 furnace에서의 과잉열에 의한 산화법

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Lyman et al., 1985). 여기에 과산

화수소 등 화학 산화제를 적정하여 과산화 화합물을 제

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과잉 산소 포함 분자그룹의 열 

분해/열적 재조합과 산소를 부착하는 방법인 과산화 반

응을 적절히 ’조절’ 가능한 제조법의 혁신이 요구된다 

하겠다. 본 연구그룹은 강열방식의 전통적 열 재조합 공

정을 대체할 방법으로 초음파 적용을 고려하여 보았다. 
초음파 발생기로 cavity 효과를 발생시켜 칼슘화합물의 

분자그룹을 해체하고 산소를 결합시킴으로써 산화칼슘

을 제조하고자 한다. 그 이후의 공정은 전통 표준 공정에 

따라 과산화수소를 가하는 2차 산화 공정을 진행시켰다. 
이와 같이 에너지 효율과 공정의 단순성을 제고하여 과

산화칼슘을 제조한 후 산소발생 효율을 비교하였다. 또
한 산소발생 시험을 통하여 산소 발생의 동력학과 수용

액중 포화 산소의 동적 거동도 함께 조사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2.1. 굴 패각 분말 준비

과산화칼슘의 제조 원료로서 국립경상대학(경남 통

영)에서 제공한 분말형태의 굴 패각을 사용하였다. 굴 패

각 시료의 높은 탄산칼슘 함량을 감안하여 별도의 전처

리 없이 모든 제조실험에 사용하였다. micritrac사의 

nanottrac150을 사용하여 시료의 입도를 분석한 결과 평

균 크기는 4.89 [최대입경 5.26  , 최소입경 2.03 
]으로 측정되었다. 시료의 가공과 산소발생 실험에

는 모두 2차 증류수를 사용하였다.

2.2. CaO2 제조 방법

2.2.1. 전기로를 사용한 CaO2 제조

일반적인 CaO2의 제조는 다음의 3단계 반응으로 완

성된다고 알려져 있다. 

(열 분해 및 일차 산화)
CaCO3 CaO + CO2                                          (1)
(수산화 반응; 물 첨가)
CaO  Ca(OH)2                                                 (2)
(이차 산화)   
Ca(OH)2 + H2O2 CaO2 + 2H2O                       (3)

 
본 실험에서는 먼저 굴 패각 분말 10 g을 정량하여 도

가니에 넣어 전기로(furnace; 싸이언사 HY-800S)에서 

900 온도 하에 10분간 가열하였다. 그 다음 가열한 굴 

패각을 상온이 될 때 까지 방냉시킨 후 얼음 bath 하에서 

물 4 mL와 혼합하였다.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굴 패각 

슬러리는 위의 식 (2)에서 보이는 수산화칼슘(Ca(OH)2)
의 형질을 가진다. 생성된 수산화칼슘 슬러리에 과산화

수소(함량 30% H2O2)를 1 mL~5 mL 범위로 용량을 1 
mL 씩 순차적으로 늘려 주입하여 과산화칼슘(CaO2)을 

제조하였다. 과산화수소는 이 과정(식 3)에서 산화제로 

작용하여 CaO 격자구조에 1개의 산소원자를 추가 결합

시킨다.  제조된 CaO2는 건조기(덕산 과학 DS-DO2)에
서 80 로 1차 건조하여 완전히 굳은 그래뉼 상을 절구

로 분쇄한 후 120 온도에서 2차 건조하여 잔여 수분을 

최대로 제거하였다. 건조된 분말 CaO2를 절구에서 가볍

게 milling하여 재차 분말화 하였다. 이 분말을 차후 산

소발생량 측정 실험에서 시료로 사용하였다.  

2.2.2. 초음파 발생기를 사용한 CaO2 제조

굴 패각 50 g을 정량하여 물 100 mL와 혼합한 뒤 초

음파 분쇄기(ULTRA-TURRAX사 T18 basic, USA)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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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여 5분, 15분, 60분 동안 초음파 처리하였다. 그 

다음 2.2.1에서와 같이 건조기에서 완전히 굳은 시료를 

절구로 분쇄하여 얻은 분말을 다음 공정 식(2),(3)에 사

용하였다. 위의 두 가지 CaO2 제조과정을 Fig. 1에 간단

히 도식하였고 두 가지 방법으로 제조된 CaO2의 원소조

성을 비교를 위해 Sigma aldrich사의 CaO2 (Ca 
55.60%, 44.39%)를 사용하여 비교했다.

2.2.3. CaO2로 부터 산소발생량 측정(DO)

CaO2 시료분말을 200 mL 바이알병에 담아 준비하

고 여기에 물 50 mL를 주입한 후 DO 미터기(DO 
Meter; Thermo사 Orion 3 Star DO Meter)를 사용하

여 용존산소 농도 및 산소발생량을 계량하였다. 시료분

말에 물을 주입할 때는 미세 분말이 공기중에 비산하지 

않도록 병벽을 따라 천천히 흘려 넣었다. 또한 물 주입과 

산소발생 측정직전까지 외부 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실험장치와 측정기기를 세심히 배치하였다: 바이알병 

뚜껑에 전극(probe; Thermo사 Orion 083005MD)의 지

름과 상응하는 크기의 구멍을 뚫어 전극을 삽입·고정한 

후 틈새를 밀봉하고 연속적으로 산소발생량을 측정을 하

였다. 실험장치도는 Fig. 2에 나타내었다.

Fig. 2. Experimental apparatus for measurement of dissolved 
oxygen concentration in a continuous mode.

2.2.4. 산소발생과 소멸(방출)의 동력학

처음 수중에 존재하는 산소는 포화상태로 가정한다. 
또한 시료 CaO2의 표면이 물과 접촉(반응)하면 쉬이 O2

를 해리, 방출하게 된다. 이 때 [O2]는 순 발생산소 즉, 
[측정 산소농도 - 물의 포화산소농도]를 의미한다. CaO2

의 산소부위가 물과 접촉하면 O2가 해리되므로 식(4)가 

Fig. 1. Schematic diagram of two CaO2 preparation procedures using (a) Furnace (b) Ultrasonication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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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보존에 의해 성립한다. 가장 단순한 langmuir식 개

념에 근거하여 현재 CaO2 농도에 근거하여 일정 속도로 

산소발생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하면 다음 식(5)와 같이 

쓸 수 있다. 또한 시료로부터 산소발생이 완료되면 과포

화된 상태의 용존산소량은 포화상태를 향하여 1차적으로 

감소(산소의 수용액중 방출)하게 된다(Chevalier and 
McCann., 2008; Wang et al., 2016). 

                                       (4)





                          (5)

그러므로 식(5)를 산소농도에 기초하여 다시 쓰면






                              (6)

와 같다.
[O2]를 간단히 C, [CaO2]0을 Ca0라고 하면,

 


                                       (6)’

식(6)’을 얻는다. 식(6)’은 적분하여

ln 

 
                                                (6)”

식(6)”의 좌변과 시간에 대한 선형 그래프를 그려 추

세선을 작성하면 그 기울기로 부터 산소 발생속도 상수, 
를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시료에서 발생한 산소의 총량

은 식(6)”이 적용되는 구간 t[0,ts] 사이에서 다음과 같이 

구하였다. 
즉,

부피당산소총발생량  




     

    




     
              (7)

3. 결과 및 고찰

2절에서 열 분해 산화법, 초음파 산화법으로 제조한 

CaO2에 대하여 산소 발생 정도를 조사하였다. 이를 바탕

으로 굴패각 분말의 CaO2로의 전화율, CaO2의 산소발

생 속도 및 지속시간 등을 예측 또는 계량하였다. 또한 실

험 결과를 토대로 제조법에 관한 메커니즘적 해석을 제

시하고 토의하였다.

3.1. 열 분해법에 기초한 CaO2의 산소 발생 거동

열 분해 직후 과산화수소의 첨가에 따른 CaO2 시료의 

DO 변화 농도를 Fig. 3에 도시하였다. 산소 발생은 물과

의 수화(hydration)와 함께 즉각적이었고 30초 이내의 

급격한 S자형 상승곡선으로 나타났다. 최고 용존산소 농

도는 T1 (T1: titration H2O2 1 mL T2: titration H2O2 2 
mL, T3: titration H2O2 3 mLl)의 6.3 mg/L로 나타났고 

H2O2 첨가량이 적거나 과잉 일 때 최저 DO를 보였고 원

소조성분석결과 C 9.7%, O 48.2, Na 0.6%, Si 0.3%, 
Ca 37.3%로 구성되어있다. 또한 산소 발생이 멈춘 후 기

체의 거동은 단순히 과 포화된 산소가 공기 중으로 서방

되어 최종적으로 기-액 평형에 도달하는 것으로 관찰되

었다. 현장 ORC 투입 시에는 고체 시료에서의 산소 방출

Fig. 3. Oxygen generation in terms of dissolved oxygen 
concentration from CaO2 sample prepared with 
excessive heating (legends represent amount of 
H2O2 ad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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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mparison of oxygen generation from each sample 
of CaO and CaO2 prepared with excessive heating.

Fig. 5. Oxygen generation from CaO2 sample prepared with 
ultrasonication in terms of DO.

Fig. 6. Feasible molecular changes during CaO manufacturing 
process with an external energy input.

Fig. 7. Comparison of oxygen generation of CaO2 samples 
from different preparation methods (Furnace means 
‘heating’ and US legends denote ultrasound treatment 
with applied time).

Table 1. Energy consumption for CaO2 manufacturing methods

Method Power (kW) Time (sec) Energy (kJ)

Heating 9 600 5400

Ultrasound 0.5 600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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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시간 뿐 아니라 액상에 산소가 포화농도 이상으로 잔

류하는 시간까지 포함하므로 기대보다 더 장시간 산소 

공급효과가 지속된다. Fig. 4는 열 분해로 1차 합성된 

CaO와 추가 H2O2 산화에 의해 제조된 CaO2의 산소발

생을 비교한 것이다. 흥미롭게도 CaO의 산소발생은 

CaO2 1/2 수준으로 드러나 분자 구조에서 예상된 같은 

site에 1개의 산소가 결합된 CaO가 H2O2 추가 산화에 

의해 또 다른 산소가 추가 결합된 것으로서 본 실험에서 

수행한 제조법의 적합성을 대변한다고 판단된다.

3.2. 초음파 분해를 기초로 한 CaO2의 산소발생 거동

한편 초음파 에너지를 사용한 CaO2 시료에 대하여 산

소 발생 거동을 살펴보았다(Fig. 5). 추가 적정한 H2O2의 

양에 무관하게 최고 DO 값은 3.5~4.0 mg/L에 머물러 

열 분해 CaO2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산소발생량을 

보였고 원소조성분석결과 CaO2 시료는 C 9.7%, O 
51.5%, 기타무기물로 구성 되어있다.  또한 초음파 주사

의 경우 5분 처리한 경우가 30분, 60분 등 장시간 처리한 

시료보다 산소 발생량이 많았다(그림생략). 이는 과도한 

초음파 주입이 CaCO3의 분해 과정이나 분해 후 Ca···O
의 재배열 과정에서 장애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

한다. 관찰된 산소발생 패턴을 고려하여 Fig. 6과 같은 

에너지 투입에 따른 탄산칼슘의 분해와 산화반응의 메커

니즘을 제시할 수 있겠다. 즉 제시된 공정의 단계를 살펴

보면 1차로 고온 또는 초음파 파동에 의해 이온결합에 묶

여 있던 칼슘과 탄산 분자가 분리된다. 동시에 탄산기에

서 CO나 CO2 가 발생되고 유리된 반응성 입자인 O*나 

O2
*가 떨어져 나온다. 이 상태를 가역적인 ‘입자들의 재

배열’ 과정으로 볼 수 있는데 온도나 압력의 변화

(quenching)로 인해 약한 전기적 인력이 작용하던 칼슘

과 산소 간에 좀 더 강한 이온성 결합이 이루어진다. 수용

액 중 초음파 적용 시에는 주위에 풍부한 H3O+ 이온에 

의한 산소 입자의 소모로 인해 이온성 결합 확률이 저하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현재 제조 실험의 결과로부터 추론

한 제시 메커니즘은 향후 연구에서 더 깊이 조사되어야 

할 한계성을 갖지만 당 실험결과의 해석에 매우 유용하

였다. Fig. 7를 통해 열 분해와 초음파 분해를 이용한 각 

조건에서의 최대 산소발생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열 분해 

시료의 경우가 초음파 결과의 약 1.6~1.8배에 해당하였

다. 열 분해를 적용하면 CaCO3로부터 유리된 산소 원자

(또는 분자)의 반응성 입자들이 quenching시 유리된 Ca
원자와 빠르게 재결합하여 CaO가 형성될 확률이 높다. 
이에 반하여 초음파에 의해 발생한 cavity 에너지는 상대

적으로 CaCO3 분해를 더디게 진행시키며 아울러 60~ 
70 수준의 수용액상에서 유리 산소의 칼슘과의 결합

정도도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초음파 

처리 후 제조된 ORC의 산소 발생 수준이 900 고온 열 

분해를 거친 생성물의 1/2 수준에 달한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참고: 상품화된 CaO의 산소함량이 5~8% 수준

임을 감안할 때 초음파 ORC가 시판 CaO에 필적하는 산

소 발생 수준을 보임은 매우 고무적이다). 초음파 처리의 

ORC 제조에서의 비용효율성은 각 제조공정에 투입된 

에너지의 비교를 통해 분명히 드러난다(Table 1).

3.3. 산소 발생의 동력학

2.2.4에서 도출한 산소발생 속도식에서 속도상수 를 

구하고 단위 부피당 총 발생 산소량을 Table 2에 정리하

였다. 1차 속도식을 가정하여 도출한 산소농도-시간 

Method Rate constant () O2 Generation (mg/L)

Heating 
T0.5
T1
T2
T3

2.0288
10.101
7.4601
5.7548

3.94
6.28
5.94
5.37

Ultrasound (5 min)          
T0.5
T1
T2
T3

10.145
10.549
10.606
7.576

3.73
3.93
3.88
3.72

Table 2. Rate constant for oxygen generation and volumetric oxygen releases out of CaO2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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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ot을 선형화하여 실험 결과와의 부합성을 조사하였다. 
Fig. 8에 도시된 대로 실험결과는 제안된 속도식과 일치

하였고 값은 에너지 투입 방식과 무관하게 7~10 1/min 
의 일관성을 보였다. 이는 제조된 ORC의 산소발생 패턴

이 산소 함량과 크게 연관계성이 없음을 말하는 바 ORC
의 산소함량을 높일수록 일정량의 산소가 시간 비례적으

로 방출됨을 의미한다. 한편 총 산소발생량은 최대 산소

농도와 같이 열 분해 공정의 경우가 초음파 보다 1.5~1.7
배 정도 높게 계산되었다.

4. 결 론

굴 패각 분말을 원료로 칼슘 기반 ORC를 제조하는 

방법을 새로이 제시하고 그 성능을 시험한 연구로서 다

음과 같은 주요 결과를 도출하였다.
1) 전통적 열 분해 방식보다 초음파 분해방식이 제조 

편의성이 높고 에너지 효율성 측면에서 우수하였다.
2) ORC 로부터 산소발생 속도와 총량은 열 분해

(900 )방법과 적정량의 과산화수소를 첨가했을 때 초

음파 방식보다 2배 이상 높았으며 액상에서의 산소 유지

시간도 발생량에 비례하여 늘어났다.

3) 산소발생의 동력학은 발생 산소에 대한 1차 반응으

로 파악되며 액상 산소 농도도 평형에 도달하기까지 느

린 지수 함수적 감소 양상을 보였다. 
4) ORC 제조 단계에서 에너지 투입에 의한 칼슘 및 

탄산기의 분해, 유리 산소와 칼슘의 결합의 가역성, 
quenching 기술 등이 주요한 조절 변수임을 파악하였으

나 메커니즘 확인과 중간 화합물 분석 등 추가 연구가 필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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