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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12) 산업광물흡착제를 이용한 폐수 중의 중금속 흡착 성능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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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지금까지 중금속 흡착을 위한 다양한 흡착제 물질이 연구되었다. Garcıa-Sánchez et al.(1999)은 Guadiamar 

계곡에서 오염토양의 정화에 적용하기 위해 점토광물 (sepiolite, palygorskite, 벤토나이트)의 중금속 흡착 능력
을 평가한 바 있다. Erdem et al.(2004)는  중금속으로 오염된 폐수 정화를 위해서 천연 clinoptilolite의 흡착 거
동을 연구하였다. Ok et al.(2007)은 활성탄의 대체물로서 제올라이트와 포틀랜드 시멘트 (ZeoAds)의 혼합물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흡착제 1(clinoptilolite 함량이 대부분인 제오라이트, 포틀랜드 시멘트)과 흡착제 2 
(clinoptilolite 함량이 대부분인 제오라이트, 장석, 포틀랜드 시멘트)의 등온 흡착시험과 동적 흡착시험을 통하
여 중금속으로 오염된 폐수의 양이온 흡착 성능과 흡착 평형 특성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자료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중금속 As, Pb, Cu 및 Cd에 대한 산업광물흡착제의 흡착 성능을 평가하였다. 흡착제1(A1)은 

클리놉 틸롤라이트와 시멘트의 비율이 7 : 3 으로 구성되며, 흡착제2(A2)는 클리놉틸롤라이트, 장석 및 포틀랜
드 시멘트의 비율이 4 : 3 : 3 으로 구성된다. 등온흡착실험은 초기 농도 범위 100 ~ 1000 mg/L의 중금속 시료
에 대한 흡착제의 비율을 5 ~ 10 g/L로 혼합한 후 상온에서 180 rpm으로 24시간 동안 교반을 실시하였다. 또
한 동적 흡착 시험은 두 개의 초기 농도 200 mg/L, 300 mg/L의 중금속 시료에 5 g/L 비율의 흡착제를 혼합한 
후 교반하여 10, 30, 60, 180, 360, 720, 그리고 1440분 후의 잔류 농도를 측정하였다. 등온흡착실험 결과는 
Langmuir(1918) 와 Freundlich(1909)의 등온흡착식에 적용하였고 동적흡착실험 결과는 유사 1차 반응식과 유
사 2차 반응식에 적용하여 흡착제에 대한 중금속의 흡착 특성 및 속도를 평가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등온흡착실험 및 동적흡착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흡착제 A1, A2 모두 중금속에 대하여 흡착능이 뛰어난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일 시간 및 농도 대비 Pb, Cd, As 그리고 Cu의 순으로 높은 흡착률을 보이며 흡착제 
A2가 A1보다 조금 더 우수한 흡착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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