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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4) 제주 스코리아로부터 제조한 Na-A 제올라이트계 흡착제에 

의한 암모니아성 질소 흡착 특성 

김희애 ․ 정주성 ․ 강혜영 ․ 문성준1) ․ 현성수2) ․ 이창한1) ․ 감상규
제주대학교 환경공학과, 1)부산가톨릭대학교 환경행정학과, 2)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경연구원 

1. 서론 

화산지역이라는 제주의 지형학적으로 다량 산재해 있고, 부존 천연자원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한 관심

이 되고 있는 스코리아를 채취하여 용융/수열합성 공정을 이용하여 Na-A계 제올라이트를 합성하고 이의 이온

교환/흡착 특성을 활용하여 양돈분뇨 중의 고농도로 존재하여 악취를 유발하는 암모니아성 질소 흡착 특성을 

검토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제주 스코리아로부터 제올라이트의 합성은 Lee et al.(2018)의 결과를 토대로 결정화도 높은 제올라이트계 흡

착제를 제조하였고, 제조된 합성 제올라이트를 XRD, XRF 및 SEM을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합성 제올라이트에 

의한 암모니아성 질소의 흡착은 회분식 반응기를 이용하여 제올라이트의 양, 오염물질의 농도, 반응시간, 반응 

pH 등에 따른 다양한 반응 인자에서 오염물질의 흡착능을 검토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제조된 합성 제올라이트는 XRF로 검토한 결과 SiO2/Al2O3 몰비는 순수 Na-A 제올라이트의 몰비와 거의 유

사한 수준을 보였고, XRD로 순수 제올라이트의 특성 피크와 거의 동일한 위치임을 확인하였으며, 결정화도는 

순수 Na-A 제올라이트의 38.9%를 보였다. 그리고 SEM으로 Na-A형 제올라이트의 광학적인 특성인 약 1.0 ~ 
2.0 ㎛ 크기의 정육면체의 결정구조로 표면이 변화되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제주 스코리아로부터 제

조된 합성 제올라이트는 Na-A 제올라이트계 물질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조된 Na-A 제올라이트계에 의한 NH4

+-N의 흡착 특성을 검토한 결과, 흡착평형시간은 30분 이내에 도달하

였으며, 흡착능은 초기 NH4
+-N 농도 50 mg/L에서 제주 스코리아에 비해 200배, 순수 제올라이트의 56%를 보

였다. 초기 pH의 영향에서 pH 3에서 pH 7로 증가함에 따라 흡착능은 증가하였으나 pH 7 이상에서는 감소하였

고, 제올라이트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제거율은 높아지나 평형흡착량은 감소하였다. Na-A 제올라이트계에 의한 

NH4
+-N의 흡착 속도는 유사 1차 속도식 보다는 유사 2차 속도식에 의해 잘 예측됨을 확인할 수 있었고, 

NH4
+-N의 등온흡착실험결과는 Freundlich 등온식보다는 Langmuir 등온식에 더 잘 만족하였으며, Langmuir 등

온식으로부터 구한 최대흡착량은 31.3 mg/g으로 나타났다.

4. 결론 

제주 스코리아로부터 양돈 용융/수열합성 공정으로 제조된 합성 제올라이트는 XRF, XRD 및 SEM으로 

Na-A 제올라이트계 물질임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이용한 NH4
+-N의 흡착은 유사 2차 속도식 및 Langmuir 등온

식에 부합하였으며 최대흡착량은 31.3 mg/g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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