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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20) 천연점토광물을 이용한 공기오염물질 관리 적용성 향상 방안 
연구

이준호·신상천·이지형·박상수·홍성준·도재상·나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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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쾌적한 환경에서의 삶을 위한 국민들의 생활의 질 개선 요구는 산업의 발전과 경제 생활수준의 향상 다양한 

환경문제의 발생 등에 따라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악취와 실내공기오염 등 생활공간과 그 주변에서 
발생되는 오염은 새로운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어 다양한 과학적 제어기술 개발이나 정책적 관리를 필
요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안전성 확보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경상북
도 포항과 봉화지역에 다량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된 제올라이트와 일라이트 등 천연점토광물의 기능적 
특성을 활용하여 암모니아, 황화수소 등 주요 악취유발 물질과 벤젠, 톨루엔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에 대한 흡착 
특성을 연구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악취와 휘발성유기화합물에 대한 천연점토광물(제올라이트, 일라이트)의 흡착 및 탈착특성을 조사하기 위하

여 300℃ 회화로에서 4시간 가열하여 불순물을 제거한 Zeolite와 Illite 각 10 g이 충진된 2종의 Tedlar Bag에 
악취 표준가스(H2S, NH3) 2종, 휘발성유기화합물 표준가스(폼알데하이드, 아세트알데하이드, 벤젠, 톨루엔, 에
틸벤젠) 5종을 각각 주입하여 악취공정시험기준 및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료채취와 시간에 경과
에 따른 농도를 측정였다.

3. 결과 및 고찰
제올라이트를 응용한 VOCs 흡착능 평가에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등 탄화수소류 물질들은 측정 6시간 

정도에서 최고 97% ~ 77% 흡착효율이 측정되었고 폼알데하이드와 아세트알데하이드는 시험시작 4시간 정도
에 최고 흡착효율이 각각 91.5% 와 79.6% 측정되었지만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이들 물질들의 탈착이 측정되
었다. 일라이트를 이용한 흡착실험에서는 폼알데하이드와 아세트알데하이드 두 물질 모두 시험시작 5시간 정
도에 최고 흡착효율이 각각 81.1% 와 59.8%로 제오라이트 보다 다소 낮은 효율이 확인되었고 시간이 경과됨
에 따라 이들 물질도 탈착이 측정되었다. 주요 악취유발물질인 황화수소와 암모니아에 대한 흡착효율 측정에
서 황화수소는 제올라이트 흡착에서 시험시작 168시간에 83.9%, 일라이트는 96.9% 정도의 흡착효율이 측정되
었다. 암모니아는 시험시작 1시간 후 제올라이트와 일라이트에서 각각 96.7%, 94.3% 정도의 흡착이 측정되었
으며 이후 시간대별 연속 측정에서도 탈착이 측정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이들 천연점토광물은 휘발성유기
화합물 등의 탄화수소류 물질의 제거에는 지속적 흡착효과가 측정되지 않았지만 황화수소 등의 유기황화합물
이나 암모니아 등의 악취물질에 대하여 지속적인 흡착이 확인되고 흡착된 오염물질의 탈착도 측정되지 않아 
이들 물질들에 대한 천연점토광물의 흡착특성을 적용하여 향후 제올라이트와 일라이트 등의 천연광물은 악취
제거 공정 개발이나 실내공기공기질 개선 등에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소재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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