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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C8) 국내산 카올리나이트를 사용한 제올라이트 합성

임우리 ․ 이창한1) ․ 함세영 ․ 문성준1)

부산대학교 지질환경과학과, 1)부산가톨릭대학교 환경행정학과

1. 서론 

카올리나이트는 수화된 알루미늄 규산염광물(Si2Al2O5(OH)4)이다. 카올리나이트는 도자기, 타일, 내화벽돌 등

의 원료로 쓰인다. 카올리나이트는 장석과 같은 알루미늄 규산염광물의 풍화작용의 산물로서 전 세계적으로 흔

한 광물이며, 미국, 콜롬비아, 우즈베키스탄, 체코, 브라질, 가이아나, 수리남, 가나, 호주, 유럽연합 등에서 상업

적으로 생산된다. 카올리나이트로부터 제올라이트를 수열 합성하는 연구들이 있어 왔다(Ma et al., 2014; Silva 
Filho et al., 2017).  

본 연구의 목적은 합천의 카올리나이트 광산에서 채취한 카올리나이트 시료에 수열 합성법을 적용하여 

Na-A 제올라이트를 합성하고 결정구조의 특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2. 자료 및 방법

카올리나이트는 경남 합천군 가야면 야천리에 위치하는 광산에서 채취하였다. 채취된 카올리나이트를 100℃

에서 10시간 동안 건조시켰다. 건조된 카올리나이트 10 g에 NaOH를 6 g, 9 g, 12 g 첨가하고, 막자 사발에서 

10분간 분쇄한 후 550℃에서 1시간 동안 가열한 후 식혔다. 식힌 물질을 분쇄하여 분말로 만들었다. 분말의 

SiO2/Al2O3 몰비를 2.076로 조정하고 100 mL의 탈이온수에 용해시킨 후 열수합성기에서 반응시켰다. 그 후 생

성물을 증류수로 여러 번 세척한 다음 오븐에서 100℃로 2시간 동안 건조시켰다. 

3. 결과 및 고찰

합성된 제올라이트의 최적 조건은 각각 SiO2/Al2O3 몰비와 NaOH/카올리나이트 비가 각각 2.076과 0.6~1.2인 

것으로 밝혀졌다. XRD 분석에서도 NaOH/카올리나이트 비가 0.6~1.2인 시료가 제올라이트로 합성되었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NaOH/카올리나이트 비가 0.6에서 1.2로 증가함에 따라 결정화도는 51.2%에서 76.8%로 점차 

증가하였다. 또한 NaOH/카올리나이트 비가 0.6에서 1.2로 증가함에 따라 알칼리 함량 증가에 의해서 제올라이

트 결정의 입자 크기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NaOH/카올리나이트 비가 1.2인 제올라이트에서는 입자 크기

가 약 1.6 ㎛ 이하인 작은 결정이 합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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