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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제 1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인하여 많은 양의 방사능 오염물질이 수중으로 유입되

어 수중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 Sr과 Cs 원소는 대표적인 방사능 물질로 신체의 세포와 결합하여 백혈병, 
빈혈, 유전적 변화 등의 질병을 일으키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Wang et al., 2009). Alemayehu and Lennartz 
(2009)는 에티오피아 Rift Valley 화산석을 흡착제로 사용한 경우에 Cd 이온의 흡착량이 각각 0.00224 mg/g
이었다고 하였다. Sekomo et al.(2012)은 르완다 Gisenyi 화산석으로 수중의 Cd, Cu, Pb 및 Zn 이온을 제거

하는 연구에서 흡착량이 각각 6.29 mg/g, 14.31 mg/g, 13.85 mg/g 및 4.85 mg/g으로 수중의 금속 이온을 제

거하기에 적합하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 화산석으로부터 용융/수열합성법에 의해 합성된 제올라이트화 물질을 이용하여 수중

에 존재하는 Sr 이온과 Cs 이온의 흡착 특성을 알아보았다. Sr 이온과 Cs 이온의 흡착 특성은 회분식으로 

진행되었으며, Sr 이온과 Cs 이온의 시간에 따른 농도변화 결과를 유사 1차 속도식과 유사 2차 속도식에 적

용하여 흡착속도를 해석하였으며, 등온실험결과를 Langmuir 등온식, Freundlich 등온식 및 D-R 등온식에 적

용하여 검토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석탄비산재로 합성한 제올라이트를 합성하였으며, 용융/수열합성법 및 흡착조건은 선행연

구(Lee et al., 2017)와 동일한 방법으로 수행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에 다량 산재되어 있는 화산석을 NaOH/Scoria 비가 1.2 ~ 1.8에서 용융/수열합성법

에 의해 제올라이트화 물질을 합성할 수 있었으며, XRD와 SEM으로 높은 결정화도 및 Na-A 제올라이트 

특성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다. 제올라이트화 물질에 의한 Sr 이온과 Cs 이온의 흡착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분식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시간에 따른 Sr 이온과 Cs 이온의 농도 변화 결과를 유사 1차 속도식

과 2차 속도식에 적용한 결과 유사 2차 속도식에 잘 만족하였다. 등온 흡착 실험결과는 Langmuir 등온식에 

적합하였으며, Langmuir 등온식으로 계산된 Sr 이온과 Cs 이온의 최대 흡착량은 각각 154.84 mg/g 및 

144.01 mg/g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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