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장>   기술개발의 배경 및 필요성 

     최근 시멘트 업계에서 오니 류를 원료로 재활용 하고자 하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재활용의 증가로 국내시멘트산업이 오니 및 산업 폐부산물을 이용한, 에너지절약, 

원가절감 및 자원재활용에 대한 인식 전환으로 향후, 오니 등 폐기물의 재활용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와 기술개발을 통해 재활용비율을 현저하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환경하에서 시멘트제조 시설이 폐기물 처리시설로 역할을 감당할 경우 매립장이나 소각로 

건설에 의한 막대한 투자재원 절감과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시멘트제조시설은 대규모 

장치산업으로서, 시멘트 연간 생산량이 이미 6000 만 톤을 넘어 선 바 있으며, 앞으로도 

5000 만 톤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원료의 20%를 폐부산물로 대체할 

경우 연간 약 1000 만 톤의 폐자원을 처리할 수 있는 대용량의 처리 능력을 보유하게 된다. 

한편, 시멘트 킬른 내부온도가 1500C까지 상승하여 거의 대부분의 유해물질이 완전무해와 

처리될 수 있고 충분한 산소분위기와 난류에 의해 폐부산불을 완전 연소를 시킬 수 있다. 

또한, 수성 오니를 건조 처리 하기 위해 시설투자, 소각재 매립에 비용부담이 크다. 따라서 

이러한 오니를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재활용 할 수 있는 방법이 요구되고 있다. 

 <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동향 

      (국내) 

  과거에는 원료를 구하기 위해서 자연을 파헤치고 제조공정에서 과다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공해산업이었으나 최근 폐기물을 거의 완벽하게 처리해 낼 수 있는  친환경산업, 

공공산업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도 오니를 활용하는 기술이 많이 

일반화되어 있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멘트 산업에서 오니 재활용량은 2003 년 기준 

21 만 2천 톤으로 증가추세이나 일본의 1/10 수준이다. 시멘트 원료기준으로 0.2%로 

미미한 수준이다. 

      (일본) 

  정수오니, 하수오니를 시멘트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활용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처리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연간처리량이 200 만 톤 

이상 상회하고 있다. 

     (덴마크) 

   덴마크 Smidth 사는 공장 인근의 오니를처리하고 있다. 

      (스위스) 

   스위스 Holcim 사는 쮜리히시와 장기처리 계약하여 지자체의 시범사업으로 

건조슬러지를 메인 버너에 투입하여 오니를 사용하고 있다. 

    <제 3 장>오니를 시멘트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적용 범위 

  시멘트 주 원료는 석회석이며 90%내외, 점토질은 4-7%. 철 원료 2-4%이다. 



하수, 정수오니는 점토질원료에 해당하며 연간 600 만 톤 대체가능. 공정오니는 철 원료로 

대체가능하며 연간 200 만 톤 대체 가능하다.  

 

<제 4 장> 국내오니 발생현황 -2003 년 기준 

  유기성오니 -18,369 톤/일 -670 만 톤/년  

  무기성오니 -10,452 톤/일 -380 만 톤/년  

      총     계  -28,821 톤/일 ㅡ 1,050 만 톤/년  

  유기성 오니는 해양투기가 45.02%로 가장 높고, 소각, 매립의 순. 

  무기성 오니류의 경우 재활용률이 63.2%이며 매립. 해양투기 소각 순이다.  

   <제 5 장>시멘트 원료로 수성 오니류를 재활용사용확대 방안과 대책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본과 유럽에서는 오니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이 

되어있으나 단지, 오니를 처리하는 단순 방법에 불과하다. 국내는 기술개발이 미미한 

상태이다. 

오니를 대량으로 처리하기 위해 시멘트원료로 up-grade 제조하여 사용에 편리와 효율성이 

있어야 한다. 국내 S 양회의 경우 하수오니를 직투입 방식에 의해 재활용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나 경제성이 결여되어 있어 추진에 곤란을 겪고 있다. 

  

  2. 정책 의지가 확고 해야 한다. 현재 각 지자체에서는 저 비용으로 처리 되고 있는 오니류 

해양투기를 선호하고 있으며, 지자체 예산절감과 담당부서의 책임 한계로 재활용에는 

문제시 되고 있다.또한 오니 재활용 확대를 위해, 퇴비화 사용을 미국과 유럽은 퇴비의 

등급 및 기준을 정하여 재활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퇴비 등급화에 대한 논의가 

다각적으로 검토 되어야 한다.  

  

  3. 해양투기 분담금을 현재 비용에서 최소한 10 배 이상 인상 되어야, 지자체에서 재활용에 

관심을 갖게 되어,재활용이 빠른 시일 내에 적용이 될 것이다., 분담금은 환경정화 사업 및 

재활용사업에 유용하게 사용 되어야 하며, 어업 및 해양사업에만 사용되는 것을 지양되어야 

하며, 포괄적으로 운용 되어야 한다. 

 

 

<제6장> 특허의 기술 

  발명특허 등록번호 제 0352833호 

               등록 일자 2002, 09. 02. 

    발명의 명칭: 오니를 이용한 시멘트 원료 제조방법 및 이로부터 제조된 시멘트. 

    특허권자: 강  호  웅  

    



     본 기술을 간략하면  

    -시멘트 원료인 점토 대용재와 철 원료를 오니류와 폐기물을 혼합하여 제조하는 기술  

    -화석원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으며  

    -환경오염(대기.  수질)이 없으며  

    -유익성분은 보충. 향상(Al2O3. Fe2O3) 

    -유해성분은 저감,하향 (Cl, K2O, Na2O ,P2O5) 

    -악취는 탈취, 무취기 

    -병원성 미생물을 멸균. 박멸 

    -함수율70-90%를 20-30%로 저감 

    -수분저감으로 열효율 극대화 

    -원료로 운반 물류비용 절감. 

    -원료사용투입 및  제조혼합에 능률 향상 

    -전량을 유용자원화로 잔재물이 일체없음. 

    -대량제조 생산으로 시멘트원료로 공급가능 .1일/1000톤이상  

    -퇴비로 대량제조가능  

    -복토재,녹생토로 제조. 

   <결 론> 

현재 오니 배출량은 연간1,100만 톤 이며, 시멘트원료로 연간800만 톤 이상 처리 가능 

하며 복토,성토재. 녹생토.등 퇴비화로 100% 오니를 처리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축산폐

수를 소변, 대변을 분리하여 소변은 비료용 또는,하수 처리케 하며 대변은 건조하여 연료로 

사용케 하여 축산폐수를 처리가능 할것이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