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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자니아 아루샤에 위치한 Gongali model Co. Ltd는 지하수 불소제거를 위해서 현지에서 생산한 골탄을 이용하여

Nanofilter water station을 운영하고 있다. 현지에서 생산된 골탄은 탁도와 유기물 농도가 높아서 색도가 유발되는 문

제가 있다. 또한, 불소 흡착 효율이 낮아서 골탄의 짧은 교체 주기로 인해 유지관리 비용이 증가하는 비용적 어려움도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고흡착 골탄을 보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지형 가마를 국내에서 제작하여 현지에 보급하

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현지에서 고흡착 골탄을 생산함으로써 Nanofilter water station의 운영 효율이 증가하였으며 지

역 주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지속해서 식수를 제공할 수 있었다. 또한, Gongali model Co. Ltd에게 지속 가능한 비즈니

스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고흡착 골탄의 지속성과 Nanofilter water station의 확산 계획을 제시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사

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게 저렴한 식수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 

Gongali model Co. Ltd located in Arusha, Tanzania is operating a Nanofilter water station using locally produced bone

char to remove fluoride in groundwater. Bone char produced locally had a high turbidity and high concentration of organic

matter, which cause color. In addition, since the fluorine adsorption efficiency is low, there is a problem in high main-

tenance cost due to a short replacement cycle of bone char. In order to overcome this challenge, our research team was

that a local furnace was manufactured and applied for produce high adsorption bone char in Gongali model Co. Ltd. By

producing high-adsorption bone char locally, the operating efficiency of the Nanofilter water station increased, and it was

possible to stably and continuously provide drinking water to local residents. In addition, by presenting a sustainable busi-

ness model to Gongali model Co Ltd, the persistence of high adsorption bone char and a plan to spread the Nanofilter

water station were suggested. Therefore, it was possible to propose a plan to continuously supply low-cost drinking water

to the low-income and the neglected class through this local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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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탄자니아, 에티오피아, 케냐, 모잠비크 등의 동아프리카

국가들은 Rift valley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음용수로 이

용되고 있는 지하수에 고농도의 불소가 검출되는 문제가 발

생 되고 있다(Nair et al., 1984; Colombani et al., 2018; Malago

et al., 2017). WHO의 불소 음용수 수질기준은 1.5 mg/L이

지만 동부아프리카 국가들의 지하수 불소 함유량이 5~15

mg/L로 확인되었다(Imran et al., 2013). 불소 농도가 0.5 mg/

L이하일 경우 충치 예방에 효과적이지만, 1.5 mg/L 이상의

불소가 함유되면 치아불소 침착증, 골격 불소증 등의 심각

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Li et al., 2016; Kut et al., 2016;

Jeremy et al. 2018; Vithanage et al., 2015).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현지에서는 불소 제거용 골탄(bone char)을 사

용하여 주민들에게 안전한 식수를 제공하고 있다(Hu et al.,

2017; Mohapatra et al., 2009; Loganathan et al., 2013). 골탄

은 소뼈를 태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현지에서 조달할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하여 운영하기에 적합하다(Moreno-pirajan

et al., 2011). 소뼈의 65~70%는 무기물로 구성된 Hydroxyapatite

(HAP, Ca10(PO4)6(OH)2)의 OH-가 F-와 치환함으로써 지하수

의 불소를 제거한다(Medellin-Castillo et al., 2016; Aklil et

al., 2004). 하지만 골탄의 낮은 불소흡착 효율(1 mg/g)로 인

해 교체 주기가 짧다는 것이 단점이다(Maeng et al., 2020).

또한, 현지에서 제작된 골탄은 저품질로 인해 식수에서 탁

도가 높고 유기물로 인한 색도가 발생하여 음용하기에 부

적합한 실정이다(Leyva-Ramos et al., 2010). 그래서 연구자

들은 골탄의 품질 향상과 흡착 효율을 기존 대비 5~10배로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Medlin-Castillo

et al., 2007). 대부분 골탄의 표면개질 변화를 통해 불소흡

착 효율이 향상되었지만, 여전히 연구실에서 수행되었기 때

문에 현지에 보급되기 위한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Zuniga-

Muro et al., 2017; Kaseva et al., 2006). 최근 고흡착 골탄의

현지 생산이 가능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현지 골탄의 불

소흡착 효율 대비 약 3.7배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결

과를 도출하였다(Maeng et al., 2020). 또한, 기존골탄에서 문

제가 되었던 탁도 및 색도 문제도 해결할 수 있었다(Maeng

et al., 2020). 하지만, 여전히 현지에서 고흡착 골탄생산을

가마 제작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현지형 고흡착

골탄을 생산하기 위한 가마 제작 기술과 생산된 고흡착 골

탄을 현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정수장치에 적용함으로써 주

민들에게 안전한 식수를 제공하고 긴 교체 주기를 통해서

식수 판매자들은 운영비 절감을 유도하여 판매 수익 증대

를 기대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의 방향성이 요구된다.

Gongali model Co. Ltd(이하, Gongali)는 현지인이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으로서 지하수 불소를 제거하기 위해 골탄을 사

용한 Nanofilter 정수장치를 개발하여 지역사회에 water kiosk

형태의 Nanofilter water station(NWS)를 제공하고 있다. 탄

자니아 아루샤 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과 나라에 NWS 정수

기술을 제공하여 취약계층에게 사회적 서비스 혹은 일자리

창출 기회를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현지의

지속 가능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탄자니아 아루샤에 위치

한 Gongali와 협력하여 고흡착 골탄 생산 기술 이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정수 사업을 진행하였다. 아루샤 수돗물과 지

하수의 불소 농도가 각각 약 3.8 mg/L과 5.1 mg/L로 WHO

수질기준인 1.5 mg/L 보다 높기 때문에 안전한 식수 공급

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사회적 기업인 Gongali는 탄자니

아 정부에서 제공한 현지 골탄을 이용하여 하루 300L의 식

수를 공급할 수 있는 90개의 NWS를 아루샤 지역에 설치하

여 임대 사업 진행하고 있다. Gongali는 NWS를 통해서 현

지인 인력 고용 창출 및 안전한 식수 제공을 위한 사업 비

전으로 저렴한 식수를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 중

에 있지만, 식수 판매원들은 기존 골탄을 통한 식수 수질 문

제와 잦은 골탄 교체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NWS

의 운영비 중 골탄 교체 비용이 전체 33%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골탄을 교체해주는 현지 사업자에게는 큰 부담이다.

주민 중 생계에 여유가 있는 시민들은 시중에 안전한 물병

을 구매하고 있지만, 많은 지역 주민들은 안전한 식수공급

처가 NWS가 유일한 방법이다. 본 사업에 제공하는 고흡착

골탄을 적용하여 NWS의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사업을 추

진과 함께 아루샤 지역의 주민들에게 안전한 식수 공급을

위한 방안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고흡착 골탄생산을 위한 현지형 가마 제

작 설계 및 매뉴얼 구축을 위해 국내에서 고흡착 골탄의 대

량생산용 가마를 제작/운영함으로써 최적 설계 및 운전조건

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현지에서 고흡착 생산을 위한 가마

를 구축하고 제작 기술을 이전하였다. 더욱이 가마를 통해

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이전하였다. 마지

막으로 현지에서 생산한 고흡착 골탄을 NWS에 적용하여

불소제거 처리효율을 평가하고 지속 가능한 NWS 비즈니스

운영 모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불소 제거를 위한 현지형 고흡착 골탄 생산 
가마 제작

1. 고흡착 골탄 생산용 현지형 가마 제작 및 운영

국내에서는 고온 전기로(LOMF-702, SCI FINETECH,

KOREA)를 사용하여 고흡착 골탄을 만들었지만, 현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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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고온 전기로가 아닌 숫을 사용하여 가마를 운영하고 있

기 때문에 고흡착 골탄생산을 위해서는 현지형 가마 제작

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연구진들은 Figure 1과 같이

국내에서 고흡착 골탄 생산을 위해 현지형 가마의 설계디

자인과 보완점을 찾기 위해서 직접 제작하여 운영해 보았다.

또한, 가마 운영을 통해서 생산한 고흡착 골탄의 불소제거

효율 실험도 현지 골탄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가마 운영

에 있어서 현지에서 모든 재료가 조달 될 수 있는 조건으

로 국내에서 제작하여 운영하였다. 

고흡착 골탄 생산을 위한 가마운영 조건은 다음과 같다. 캠

핑용 그릴을 이용해서 뼈를 5단 선반에 넣고 가마 하단에

숯과 나무를 넣어 불을 피워 가마 내부 온도가 450±50℃에

온도에서 3시간 동안 태운 후 뼈를 꺼내 파쇄 후 체거름하

여 골탄으로 제작하였다. 가마 내부 온도 조절은 가마 측면

에 공기 주입구 3개를 만들어 화력 지원시 온도가 급격히

올라갈 때 공기 주입구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운영하였다. 제

작된 가마의 외부 규격은 가로·세로·높이가 각각 50 cm, 80

cm, 160 cm이며 가마 전면부에는 화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닫이 주물문을 장착하였다. 사용된 주요 화력은 숯과 나

Figure 2. 가마 내부 케이지 운영 전 모습(a), 가마 운영 후 태워

진 뼈의 모습(b)Figure 1. 가마 전면 사진(a) 가마 후면 사진(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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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이용하였다. 가마 후면부에는 화력 조절을 위해서 가

로·세로 각각 30 cm의 유지관리 철문을 장착하였다. 가마 내

부는 Figure 2와 같이 가로·세로·높이인 30 cm, 70 cm, 130

cm의 크기의 케이지를 만들고 하단 30 cm 높이 에서부터 15

cm 간격으로 총 5단으로 구성된 선반을 만들어 많은 양의

뼈를 넣을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소뼈는 시

중에서 쉽게 구매 가능한 사골을 사용하였으며 뼈는 캠핑

용 그릴을 이용하여 가마 내부의 각 선반으로 운반하였다.

가마 상부에는 하부에서 올라오는 열을 순환시켜주기 위해

서 완만한 곡선 구조로 천장을 제작하였고 연통을 T자로 만

들어 연기가 잘 배출될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되었다. 뼈를 태

우는 시간은 총 3시간이었으며 가마 내부 온도는 450±50℃

로 맞추어 운영하였다. 가마 내부 온도조절은 탐침 전자 온

도계(Center 300k type, YUYU, Korea)를 가마의 상, 중, 하

부에 각각 탐침하여 온도를 모니터링 하였으며 내부 온도

조절이 요구될 때 소량의 나무와 숯을 추가 주입하였다. 가

마를 통해서 태워진 뼈는 상온에서 충분히 식히고 롤 파쇄

기로 파쇄하여 생산된 뼛가루를 300㎛~600㎛의 체거름기

로 걸러 최종 고흡착 골탄으로 만들었다. 뼈를 태우는 과정

에서 가마의 철문이 고온에 구부러지는 현상이 발생됨에 따

라 연기와 열이 외부로 방출되어 내부 온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igure 3은 가마에 주입 전 소뼈의 모습(a)과 3시간 동안

450±50℃에서 태워진 후 소뼈의 모습(b)을 보여주고 있다.

태워진 소뼈는 가마를 운영할 때 숫과 나무를 이용하여 화

력을 조절함으로써 내부 온도를 목표치로 유지하여 잘 태

워진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프로토타입으로 제작

된 가마는 벽 두께가 얇아서 열 손실이 크고 벽돌 틈새 사

이가 연기가 누출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현지에서 가마를

제작할 때 이점을 보완하면 효과적인 가마를 운영함으로써

고품질의 고흡착 골탄 생산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

2. 회분기 실험을 통한 골탄의 수질 분석결과

현지형 가마를 통해서 제작된 고흡착 골탄과 실험실에서

제작한 골탄 그리고 현지에서 사용되고 있는 골탄을 이용

하여 탁도, TOC, 불소 흡착량 비교 실험 결과를 Table 1에

서 보여주고 있다. 모든 실험은 Batch test를 통해서 수행하

였다. 1L 비커 3개에 5 mg/L의 불소 용액 1L를 넣고 서로

다른 골탄 1g씩을 주입하여 최대 1일 동안 교반 후 탁도,

TOC, 불소를 분석하였다. 흡착 실험에 사용된 불소 시약은

ACS 등급인 sodium fluoride(NF, Sigma-Aldrich, USA)을 이

용하였다. 각 샘플의 탁도는 탁도분석장비(2100N, HACH

Co., USA)을 통해서 측정하였다. 불소 분석은 분광 광도계

(DR5000, HACH Co., USA)를 이용하였다. 유기물 분석은

TOC 분석장치(TOC-L, Shimadzu Co., Japan)을 이용하였다.

실험실과 국내에서 제작된 가마의 골탄 Qe 값은 각각 3.8

과 3.7 mg/g으로 유사한 불소흡착 효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

는 실험실에서 제작된 골탄이 현지형 가마를 통해서 유사

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현지

에서 사용 중인 골탄의 Qe 값은 1.0 mg/g으로 고흡착 골탄

이 현지 골탄보다 약 3.7배 불소흡착 효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가마와 현지의 탁도 결과에서는 각각 6.8

NTU, 39.6 NTU로 가마에서 제작된 골탄의 탁도가 현저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지에서 운영 중인 가마는 온도

조절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가마 내부에서 뼈가 불완전한 상

태로 태워져 나오기 때문에 완전 탄화되지 못한 유기물인

Table 1. 골탄의 수질 분석결과

원수 불소 농도
(5 mg/L)

Qe

(mg/g)

탁도
(NTU)

TOC

(mg/L)

실험실 3.8 5.2 0.41

가마 3.7 6.8 0.43

현지 1.0 39.6 0.70

Figure 3. 가마 운영 전 뼈(a), 가마 운영 후 태워진 뼈의 모습(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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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탁도 발생량이 많은 것으로 사료된다. 이처럼 유기물

결과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다. 유기물은 색

도를 유발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최적 온도 조건에서 유기

물을 태우는 것이 골탄 품질을 높이는 요인이다. 

탄자니아 현지에서 고흡착 골탄 생산 가마 제작

1. 현지형 고흡착 골탄 생산을 위한 workshop 구축

탄자니아 아루샤에 위치한 Gongali에서 Figure 4와 같이

고흡착 골탄 생산을 위해 파쇄기, 절단기, 체거름기 등을 운

영할 수 있는 workshop 1개 건물을 구축하였다. Workshop

에서는 고흡착 골탄 생산 공정을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

도록 설계제작 되었다. Workshop 외부에 제작한 현지형 가

마에서 뼈를 태운 후 workshop 내부에서 파쇄, 체거름, 세

척 후 포대에 골탄을 담아 운영된다. 수거해온 뼈와 현지에

서 구매한 숯과 나무 등의 재료들을 workshop에 보관하여

운영하고 있다. 고흡착 골탄을 생산하고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Gongali 직원 대상으로 가마 및 workshop 운영을 위

한 기술 전문 교육을 수행하여 현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었다. 전문적으로 가마를 운

영할 수 있도록 수차례 시범운행을 수행함으로써 고흡착 골

탄 생산을 위한 전문성을 유도하였다. 

2. 현지형 고흡착 골탄생산을 위한 가마 제작

국내 프로토 타입으로 제작된 가마 설계 조건으로 Gongali

에서 고흡착 골탄 생산을 위한 현지형 가마를 제작하였다.

구축된 가마의 규격은 가로·세로·높이가 100 cm, 130 cm,

230 cm(굴뚝포함)로 설계하여 만들었다. 가마 내부 열 손실

을 줄이기 위해 가마 벽을 두껍게 제작하였다. 가마의 외쪽

과 오른쪽 측면에는 산소 주입이 원활할 수 있도록 3개의

공기 구멍을 각각 만들었다. 숯과 나무를 넣어 화력을 지원

할 수 있는 전면부에는 가로·세로 각각 30 cm의 철제문을

장착하였으며 후면부에는 가로·세로 40 cm, 50 cm로 철제문

을 장착하였다. 가마를 구축할 때 4단 철제 선반 케이지를

만들어 가마 안쪽에 넣어 제작하였다. 그리고 손잡이가 달

린 4개의 철제 플레이트를 만들어 뼈를 넣고 후면부 철제

문을 열어서 철제 선반 케이지에 넣고 뺄 수 있도록 구성

하였다. 그림 Figure 5는 Gongali에 구축된 현지형 가마의 전

체 모습과 후면부 철제문과 철제 선반 케이지와 철제 플레

이트를 보여주고 있다.

Figure 4. Gongali에 구축한 골탄 제조 작업을 수행하는 workshop(a), 파쇄기(b), 절단기(c), 체거름기(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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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소 제거 고흡착 골탄 생산

현지에서 수집한 뼈를 철재로 제작된 4개 철제 플레이트

에 담아서 철제 선반 케이지에 넣은 후 450±50℃에서 3시

간 동안 뼈를 태웠다. 가마 운전 시 내부 온도를 안정적으

로 유지하기 위해서 가마의 상·하단부에 탐침용 전기 온도

계를 꽂아서 온도변화에 관찰하고 가마 내부 온도가 떨어

질 때 화력과 산소 주입량을 조절함으로써 골탄 제작을 위

한 최적 온도가 유지될 수 있었다. 태우기 전과 후의 모습

은 Figure 6에서 알 수 있으며 태워진 뼈는 파쇄기를 이용

하여 작은 입자로 만든 후 체거름(300~600㎛)하여 골탄으

로 사용하였다. 현지에서 수거한 뼈들은 국내에서 구매한 뼈

보다 살점이 많이 없어서 태우는 과정이 더욱 수월하게 진

행될 수 있었다. 1회 가마를 운영할 때 숯과 나무를 이용하

지만, 숯은 3시간 이상으로 태울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

에 추가 화력지원을 통해서 하루에 총 4회까지 가마를 운

영할 수 있었다. 1대의 가마에서 약 5 kg의 뼈를 주입 가능

하며 파쇄, 체거름, 세척 과정에서 일부 손실되어 총주입량

에 약 60%를 생산할 수 있었다. 가마를 통해서 생산된 고

흡착 골탄은 미세한 입자들로 인한 고탁도 탁도 유발이 가

능하기 때문에 물로 세척한 후 건조해서 포대에 넣어

workshop에 보관하여 사용하고 있다. 태워진 뼈를 가마에서

수거할 때 철제 플레이트는 고온에서 구부러진 형상 없어

안정적으로 뼈를 외부로 옮길 수 있었지만, 철의 특성상 무

겁고 고온에 달구어진 철이 뜨거워서 조심스럽게 운영할 필

요가 있었다. 따라서 고온에서 작업 가능한 방열 장갑과 같

은 작업환경이 갖춰지면 더욱 효과적인 가마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고흡착 골탄을 이용한 NWS pilot plant 운영 
및 수질분석

 현지형 가마를 통해서 제작된 고흡착 골탄을 Gongali에

Figure 6. 가마를 이용해서 뼈를 태우기 전의 모습(a)고 태운 후

의 모습(b)

Figure 5. 현지형 가마 제작 모습(a), 뼈를 넣고 뺄 수 있는 4단 철

제 선반(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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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운영하고 있는 NWS 정수장치에 주입하여 불소제거 연

속 장기운전을 하였다. NWS 정수 장치는 Figure 7과 같이

1) 원수탱크, 2) 골탄컬럼, 3) 모래 필터, 4) 무동력 UF

membrane, 5) 처리수 탱크의 공정으로 되어 있다. 모래필터

는 UF membrane의 전처리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골탄컬럼에서 유출되는 미세입자들을 제거하기 위해 운영

하고 있다. NWS는 탄자니아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장치로 인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다.

NWS의 주입 원수는 수돗물(3.8 mg/L)을 사용하였으며 유입

유량은 100 L/d로 운전하고 있다. 원수는 수도꼭지에서 원

수탱크로 저장된 후 유입유량을 조절하여 골탄컬럼으로 들

어가 불소가 제거된 후 모래필터와 무동력 UF membrane

필터를 거쳐서 처리수 탱크에 저장된다. 처리수의 탁도 및

불소 농도를 일정한 간격으로 현장에서 분석하여 기록하고

있다.

현지 골탄으로 NWS를 운영할 경우 초기 처리수 색도가

발생하여 식수로 음용하기에 적합하지 못했지만, 고흡착 골

탄은 초기 처리수에 색도가 발생하지 않다는 것을 실험결

과를 통해서 확인 할 수 있었다. Figure 8에서 기존 골탄과

고흡착 골탄의 초기 처리수 색도를 비교한 사진을 볼 수 있

다. 또한, 기존 골탄을 이용할 때 앞선 연구 결과에서 언급

한 것처럼 초기 처리수에서 고탁도가 발생되는 문제가 있

지만, NWS는 골탄컬럼 이후에 모래필터와 UF membrane을

이용하여 탁도는 제어해 주기 때문에 처리수 탁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NWS 연속 장기

운전은 2021년 2월에 실험을 시작하여 3개월이 지난 현재

도 여전히 처리수 불소 농도는 0.31 mg/L로 WHO 불소수질

기준인 1.5 mg/L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상대

적으로 현지 골탄의 교체 주기가 대체적으로 3개월이기 때

문에 현시점에서 교체가 요구되어 비용이 발생한다. 따라서

고흡착 골탄을 이용한 NWS 식수 장치는 골탄 교체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안전한 식수를 저렴하게 주민들에게 공급

할 수 있는 개발도상국형 식수 적정기술이다. 

Figure 9는 NWS에서 판매되고 있는 식수를 채수하여 수

질조사 검사서를 발생한 자료이다. 지역에 구축된 90개의

NWS로부터 식수를 주기적으로 채수하여 Gongali에서 운영

하는 Lab에서 담당 수질 분석가에 의해서 수질검사를 수행

Figure 7. 고흡착 골탄을 이용한 NWS 정수장치

Figure 8. 기존골탄을 이용한 처리수(왼쪽) 색도와 현지에서 생산

한 고흡착 골탄을 이용한 처리수(오른쪽) 색도 결과 비교

Figure 9. NWS 현지 먹는 물 수질 검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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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수거한 샘플의 수질 결과는 WHO와 탄자니아 수

질기준에 초과하는 여유를 명시하여 판매자들에게 보고한

다. 탄자니아 아루샤 지역의 지하수 수질은 대체로 좋지만,

불소 농도가 높기 때문에 흡착 컬럼을 이용하여 불소가 제

거된 안전한 식수를 공급하는것에 큰 중점을 두고 있다.

지속 가능한 NWS 운영 비즈니스 모델 개발

1. 고흡착 골탄과 기존 골탄의 경제성 비교

Gongali는 현지에서 생산한 골탄을 이용하여 안전한 식수

를 공급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지만, NWS 운영비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NWS의 전체 운영비에서 약 33%가

골탄 교체 비용을 발생하고 있어 Gongai CEO는 NWS 운

영상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현재 NWS의 전체

운영비가 TZS 30,000(3개월)이라면 그중 골탄 교체비용이

TZS 10,000(3개월)이 요구된다고 전달받았다. 그렇기 때문

에 본 사업에서 제작한 고흡착 골탄을 이용할 때 이론적 흡

착량 대비 교체주기를 계산하면 11.1 개월이 소요되기 때문

에 기존 골탄교체 비용의 78%의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Figure 10은 기존 골탄과 고흡착 골탄의 교체 주기를 비교

하여 보여주고 있다. Gongali에서는 3개월마다 90곳에 달하

는 NWS의 골탄을 교체하고 있기 때문에 수질 분석을 통한

불소 농도 모니터링과 골탄 교체일이 큰 비용과 상당한 업

무에 속하고 있다. 하지만, 고흡착 골탄을 이용하여 약 11.1

개월에 한 번씩 골탄을 교체하게 되면 동일 인건비 대비 운

영비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Table 2는 기존골탄과 고흡착 골탄을 12개월 동안 운영하

고 교체할 때 NWS 1개와 90개에서 소요되는 교체 비용을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90개의 NWS에서 기존 골탄으로

운영 후 교체할 때 드는 비용이 TZS 3,599,640이며 고흡착

골탄으로 운영 후 교체할 때 드는 비용이 TZS 972,000로 알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고흡착 골탄을 이용할 때 기존 골탄

보다 연간 TZS 2,627,640을 절감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는 판매자들의 수입 증대 효과를 줄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안전한 식수를 지

속해서 공급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또한, Gongali는 아

루샤 정부에서 판매하는 기존 골탄을 TZS 5,000/5 kg에 구

매하여 NWS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가마에서 직접 고흡착

골탄은 대량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구매 비용도 절감 되

어 Gongali에서는 추가적으로 경제적인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처럼 고흡착 골탄은 다양한 측

면에서 수익이 누적되어 많은 사업을 지속가능하게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저소득층과 소외계

층에게도 안전한 식수를 공급할 수 있는 제공의 기회로

NWS를 확산 보급할 수 있다. 

2. 현지 자급형 NWS 비즈니스 운영 모델 개발

Gongali는 기술분야 및 분석분야의 전문 엔지니어와 Lab

분석사를 보유하고 있다. NWS의 설계 및 조립 그리고 A/

S 업무까지 다양한 기술 지원이 가능한 엔지니어들이 상주

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자체적인 기술 역량이 충분

하다. 또한, 수질 분석을 담당하는 Lab 분석사를 통해서

NWS의 불소 농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골탄의 교체

시점을 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Gongali는 기존 현

지 골탄을 사용하면서 교체비용 및 수질관리 문제에 어려

움이 많았지만, 현재는 고흡착 골탄 생산기술 이전을 통해

서 어려웠던 문제들이 해결되어 NWS의 판매자들과 식수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사료 된다. 하

지만 NWS의 필터 구성품인 UF membrane은 우리나라 중

소기업에서 개발한 제품이다. 그렇기 때문에 NWS 확산을

위해서 Gongali는 지속해서 UF membrane을 구매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대부분의 개발도상국 대상의 ODA 사업들은

최초 사업을 수행하면서 현지에 국내의 좋은 기술들을 제

공하고 지원할 수 있지만, 단발성 사업으로 인해 추가적인

지원 대안이 마련되지 못한 채 사업을 마무리 경우가 많았

다. 하지만 Gongali는 국내 UF membrane을 현지에서 구매

Figure 10. 기존골탄과 고흡착 골탄의 교체 주기

Table 2. 기존 골탄과 고흡착 골탄의 교체 비용 비교

Nanofilter water station 통화
1개

 (12개월)

90개

 (12개월)

기존 골탄 교체 비용(A) TZS 39,996 3,599,640

고흡착 골탄 교체 비용(B) TZS 10,800 972,000

(A)-(B) (비용절감) TZS 29,196 2,627,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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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기업과 협력하여 UF membrane을 지속적으로 조달

할 수 있었기 때문에 Gongali에 고흡착 골탄을 지원하게 되

면 NWS를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확산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NWS의 지속 가능한 운영 및 확산을 위해

서 Gongali에서는 고흡착 골탄 생산기술을 이전받아 충분

히 자립하여 운영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수 있

다. Figure 11에서 보여준 것 과같이 Gongali는 기술지원역

량과 현지에서 국내 UF membrane을 구매할 수 있다는 큰

장점으로 현재까지 90개의 NWS를 보급하였지만, 지금은

국내에서 기술지원한 고흡착 골탄생산 기술을 이전받아 이

전보다 많은 수익을 창출하여 91개 이상의 NWS를 구축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었다. 또한, 지속해서 증가하는

NWS는 국내 UF membrane을 제작하는 판매하는 중소기업

의 매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으며 해외사업 진출에 대한 가

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우

리나라 정부의 ODA 사업은 국내 물 사업과 현지 물 산업

을 동시에 성장시킬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기 위

한 미래 지향적인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Conclusion

지속 가능한 적정기술이 현지에서 운영할 수 있는 역량

이 충분한지 현지협력기관의 상황을 우선적으로 면밀히 파

악할 필요가 있다. 현지의 필요를 일방적인 연구 견해로 인

해 수행되는 사업들이 많았기 때문에 적정기술의 지속 가

능성이 현지에서 서툴게 진행되지 않았나 싶다. 본 사업은

탄자니아 아루샤에 위치한 사회적 기업인 Gongali라는 회

사가 지역사회의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게 안전한 식수를

공급할 수 있는 NWS를 자체 개발하여 식수 사업을 수행하

고 있다는 관점에서 Gongali의 기술적 역량이 충분하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기관에서는 고흡착

골탄을 생산할 수 있는 현지형 가마 기술을 Gongali에 이전

할 때 향후 NWS 확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확

신할 수 있었다. Gongali는 기존 골탄을 사용하면서 교체 비

용이 사업 수행에 큰 부담으로 직면한 상태였기 때문에 경

제성이 좋은 고흡착 골탄 생산 기술 이전에 큰 관심을 갖

고 있었기 때문에 본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 상호 협력적

인 관계로서 수월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따라서 현

지 기관의 상황과 사업 구조를 이해하고 이를 해결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방안으로서 적정기술이 적용한다면

지속 가능한 NWS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국내 환경기업

들의 해외 진출에서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본 사업을 통해서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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