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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 론

제주도 양돈농가에서는 매일 약 2,800 톤의 분뇨가 발

생하고 있고 이들 농가의 처리수에는 고농도의 오염물질

이 함유되어 있으며, 특히 고농도로 존재하는 암모니아

성 질소의 배출에 의한 악취발생으로 인해 인근지역에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수계에 유입될 경

우 어류독성, 수중 용존산소의 결핍 등 수계 환경오염부

하의 주요 원인이 되므로 이를 감소시키거나 제거하는 

방안이 요구된다(Choi et al., 2016; Park et al.,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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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haracteristics of ammonia-nitrogen (NH4

+-N) adsorption by a zeolitic material synthesized from Jeju scoria using the 
fusion and hydrothermal method was studied. The synthetic zeolitic material (Z-SA) was identified as a Na-A zeolite by X-ray 
diffraction, X-ray fluorescence analysis and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images. The adsorption of NH4

+-N using Jeju scoria 
and different types of zeolite such as the Z-SA, natural zeolite, and commercial pure zeolite (Na-A zeolite, Z-CS) was 
compared. The equilibrium of NH4

+-N adsorption was reached within 30 min for Z-SA and Z-CS, and after 60 min for Jeju 
scoria and natural zeolite. The adsorption capacity of NH4

+-N increased with approaching to neutral when pH was in the range 
of 3-7, but decreased above 7. The removal efficiency of NH4

+-N increased with increasing Z-SA dosage, however, its 
adsorption capacity decreased. For initial NH4

+-N concentrations of 10-200 mg/L at pH 7, the adsorption rate of NH4
+-N was 

well described by the pseudo second-order kinetic model than the pseudo first-order kinetic model. The adsorption isotherm 
was well fitted by the Langmuir model. The maximum uptake of NH4

+-N obtained from the Langmuir model decreased in the 
order of Z-CS (46.8 mg/g) > Z-SA (31.3 mg/g) > natural zeolite (5.6 mg/g) > Jeju scoria (0.2 m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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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모니아성 질소를 제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질산화-
탈질공정을 이용하는 생물학적 방법, 공기 스트리핑에 

의한 물리적 방법, 그리고 이온교환 및 흡착에 의한 화학

적 방법 등이 있다(Wang et al., 2007). 생물학적 방법은 

일반적으로 질소화합물 처리공정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

으나 고농도의 암모니아성 질소에서는 자체 독성으로 인

해 성능 저하 우려가 있으며(Karadag et al., 2006; Choi 
et al., 2016), 공기 스트리핑법은 대부분의 암모니아성 

질소가 이온화하지 않은 형태(NH3)로 존재하는 높은 pH
에서 처리성능이 우수하다고 보고하였다(Marttinen et 
al., 2002). 

이온교환법 또는 흡착법은 비교적 조작이 간단하고 

높은 제거효율을 가지고 있어 암모니아성 질소 처리방안

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Huo et al., 2012), 이온

교환체 또는 흡착제로서 처리효율이 높고, 경제성이 있

는 물질의 발견이 수중에 존재하는 암모니아성 질소의 

제거에 있어 중요한 연구 분야이다(Ding and Sartaj, 
2015). 이 중 천연 제올라이트는 다공성의 규산알루미늄

의 결정체 구조로 이들 구조내에 이온교환 가능한 양이

온이 점유하고 있으며 큰 비표면적, 높은 흡착 및 양이온 

교환능 및 양이온 선택성을 갖고 있어 수중의 암모니아

성 질소 제거에 유용한 물질로 보고되었다(Karadag et 
al., 2008; Beebe et al., 2013). 현재 사용되고 있는 천연 

제올라이트 중 양질의 천연 제올라이트는 고가이고 폐수

처리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천연 제올라이트는 양이온치

환용량(CEC)이 낮은 결점이 있어 높은 CEC를 가지면

서 저렴한 폐수처리용 제올라이트를 개발이 시급하다

(Moon and Kim, 1995). 이에 많은 연구자들이 지역적

으로 다량 산재해 있는 황토(Lee et al., 2005), 스코리아

(Jeon et al., 2004) 등 천연 부존자원과 화력발전소로부

터 발생하는 석탄회(Henmi, 1987) 등을 알카리를 처리

하여 제올라이트를 합성하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제조된 합성 제올라이트 물질은 Cs+, Cd2+, Cu2+, Mn2+, 
Pb2+, Sr2+ 등의 중금속 제거에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Kam et al., 2003; Lee at al., 2003; Kam et al., 2011; 
Lee et al., 2017). 그러나 이들 합성 제올라이트 물질을 

이용한 암모니아성 질소 제거에 관한 연구는 미미한 실

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화산지역이라는 제주의 지형학적으로 

다량 산재해 있고, 부존 천연자원의 활용이라는 측면에

서 상당한 관심이 되고 있는 스코리아를 채취하여 용융/
수열합성법을 이용하여 제올라이트 물질을 합성하였다. 
이 제올라이트 물질은 X-선 형광광도계, X-선 회절분석

기, 주사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물리화학적 특성을 살펴

보았고, 또한 이를 이용한 암모니아성 질소제거에 있어 

흡착속도와 등온흡착 특성을 검토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2.1. 실험 재료 

본 연구에서 원료로 사용한 제주 스코리아는 ㈜송이

산업에서 구입하였으며, 제주 스코리아로부터 제올라이

트의 합성은 교반 및 온도가 조절되는 200 mL 부피의 

스텐레스 재질의 반응기를 사용하였으며, 반응조건은 

Lee et al.(2018)의 연구결과로부터 NaOH/스코리아 비

를 1.2로 혼합한 후 550℃에서 1시간동안 용융시키고, 
소성된 시료에 SiO2/Al2O3 몰비를 2.5로 맞추기 위한 

NaAlO2를 일정량 첨가한 후 수용액에서 교반하면서 숙

성(30℃, 5시간) 및 결정화(90℃, 5시간) 과정을 거쳐 제

올라이트를 합성하였다. 합성 후 탈이온수로 수차례 세

척하고 105℃에서 2시간 건조한 후 분쇄하여 200 mesh 
이상인 것을 선별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또한 제주 스

코리아로부터 제조된 합성 제올라이트(Z-SA)와 암모니

아성 질소 흡착능 비교를 위해 원료물질인 제주 스코리

아 외에 중국 화북성의 SDIC Shengshi Chengde 
Technology Co. Ltd.의 천연 제올라이트와 Cosmo 
Chemicals Co. Ltd (Korea)의 상용 제올라이트(Z-CS)
를 구입하여 동일한 크기로 전처리한 후 사용하였다. 

본 실험에 사용된 암모니아성 질소는 Aldrich 사 제품

의 NH4Cl를 구입하여 증류수로 1,000 mg/L 모액을 조

제하고, 이를 증류수로 10~200 mg/L으로 희석하였으

며, 기타 시약은 시판 특급 또는 일급 시약을 사용하였다.

2.2. 흡착제의 특성 분석 

본 연구에 사용된 제주 스코리아, 천연 제올라이트, 합
성 제올라이트(Z-SA) 및 상용 제올라이트(Z-CS)의 물

리화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광물조성은 X-선 회절

분석기(XRD, D8 Advance, Bruker AXS, Germany)를 

사용하여 X-선 회절시험을 하였으며, 화학성분 조성

은 X-선 형광광도계(XRF, Philips PW2400, USA)를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표면분석은 주사전자현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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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 Hitachi S-4200, Japan)을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또한 각 흡착제의 pH(H2O)는 1:5법, CEC는 1 M 
CH3COONH4법(Page, 1985), 유기물 함량은 Walkley
와 Black법(Walkley and Black, 1934)에 따라 측정하

였다.

2.3. 흡착제에 의한 암모니아성 질소의 흡착 실험 

흡착제에 의한 암모니아성 질소의 흡착 특성은 회분

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접촉시간의 영향, 초기 pH의 영향 

및 흡착제의 양의 영향을 평가하였다. 
흡착 실험은  500 mL 삼각플라스크에 10~200 mg/L

의 NH4
+-N 용액 200 mL을 넣은 후 여기에 일정량의 흡

착제를 넣고 수평진탕기(Sci Labshake, SSO-2D, 
Korea)로 200 rpm 속도로 교반하면서 일정 시간마다 2 
mL의 시료를 채취하였다. 이 때 반응계의 온도는 항온조

를 사용하여 25℃의 일정온도로 유지시켰으며, 시간에 

따른 농도변화를 측정하여 평형에 도달하였을 때 실험을 

종료하였다. 
합성 제올라이트(Z-SA)의 암모니아성 질소의 흡착에 

미치는 pH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50 mg/L의 

NH4
+-N 용액 200 mL를 HNO3/NaOH 용액으로 초기 

용액의 pH를 3, 5, 7 및 9로 조정하고 여기에 Z-SA 0.1 
g을 가한 후 실험을 수행하였다. 흡착제의 양의 영향은 

Z-SA를 대상으로 수행하였으며, 초기 pH 7로 조정된 

50 mg/L의 NH4
+-N 용액 200 mL에 Z-SA 0.05 g, 0.1 

g, 0.15 g 및 0.2 g을 가한 후 실험을 수행하였다. 
채취한 시료는 원심분리기(Eppendorf, Centrifuge 

5415c, Germany)로 10,000 rpm에서 5 min 동안 원심

분리한 후 상등액을 취하여 수질오염공정시험법의 흡광

광도법(인도페놀법)로 분석하였다. 
흡착제에 흡착된 NH4

+-N의 흡착량 qt 및 qe는 각각 

식(1), 식(2)와 같이 계산하였다. 

 

                                                  (1) 

 

 
                                               (2) 

여기서 qt, qe는 각각 시간 t 및 평형에서의 흡착제의 

흡착량(mg/g), Co는 용액 중 NH4
+-N의 초기 농도

(mg/L), Ct 및 Ce는 각각 시간 t 및 평형에서 용액 중 

NH4
+-N 농도(mg/L), V는 용액의 부피(L)는 m은 흡착

제의 양(g)이다. 

3. 결과 및 고찰

3.1. 흡착제의 물리화학적 특성 

Table 1은 본 연구에 사용된 흡착제(제주 스코리아, 
천연 제올라이트, 합성 제올라이트(zeolitic material, 
Z-SA), 그리고 상용 제올라이트(Z-CS))의 XRF 분석에 

화학적 조성을 나타낸 것이다. 제주 스코리아는 SiO2와 

Al2O3의 함량이 각각 46.8과 18.8%이었으며, 다른 구성

물질은 34.4%가 포함되어 있으며, 천연 제올라이트는 

SiO2와 Al2O3의 함량이 각각 69.6과 15.5%이었으며, 
다른 구성물질은 14.9%가 포함되어 있다. 제주 스코리

아와 천연 제올라이트의 SiO2/Al2O3 몰비는 각각 4.2와 

7.6이었으며, 제주 스코리아의 경우 Z-SA의 원료물질로 

사용하기 위하여 Z-SA 합성과정에서 SiO2/Al2O3 몰비

를 2.5로 조절하였다. 제주 스코리아를 이용한 Z-SA의 

합성은 SiO2/Al2O3 몰비 2.5와 NaOH/Scoria 비를 1.2
로 조절한 후 일정한 숙성과 결정화 조건에서 합성하였

다. Lee et al.(2018)에서 제시하였던 제주 스코리아를 

이용한 Na-A 제올라이트 합성조건과 동일한 조건에서 

Z-SA가 합성되었으며, 원료물질의 SiO2/Al2O3 몰비 2.5
는 합성된 Z-SA에서 SiO2/Al2O3 몰비 1.95로 다소 감소

하는 경향을 보였다. 합성된 Z-SA의 SiO2/Al2O3 몰비는 

순수 Na-A 제올라이트인 Z-CS의 SiO2/Al2O3 몰비 

2.01과 거의 유사한 범위를 나타내었다. Hollman et 
al.(1999)은 비산재를 이용한 수열합성시 SiO2/Al2O3 몰
비가 1.6∼2.4일 때 Na-A형 제올라이트가 생성된다고 

보고하였다. 비산재를 이용한 용융/수열합성법에 의한 

제올라이트 합성에서 Tanaka and Fujii(2009)이 수열합

성시 SiO2/Al2O3 몰비 1.0∼2.0일 때 Na-A형 제올라이

트가 형성된다고 결과와 거의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Fig. 1은 본 연구에 사용된 흡착제의 XRD 분석 결과

를 나타낸 것으로, (a) 제주 스코리아는 SiO2와 Al2O3로 구

성된 mullite(3Al2O3 ․ 2SiO2)와 quartz(SiO2)의 특성을 

가지는 XRD 피크(M과 Q)가 주로 관찰되었고, 천연 제올

라이트(b)는 HEU와 CAN에 해당하는 XRD 피크가 관

찰되어 clinoptilolite와 cancrinite 구조의 제올라이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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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되어 있다고 판단되었다. 본 연구에서 합성한 (c) 
Z-SA는 원료물질인 (a) 제주 스코리아의 Q(quartz)와 

M(mullite)의 피크는 거의 소멸되고 7.18, 10.17, 12.46, 
16.11, 20.41, 21.67, 23.99, 26.11, 27.11, 29.94, 
30.83, 32.54 및 34.18의 2θ에서 XRD 피크가 생성되

었다. 이 XRD 피크는 Treacy and Higgins(2001)가 제

시한 Na-A형 제올라이트(Na12Al12Si12O4827.4H2O)의
XRD 특성 피크와 거의 동일한 위치였으며, 표준물질인 

(d) Z-CS의 XRD 피크와도 거의 일치하는 경향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제주 스코리아로부터 합성한 Z-SA는 

Composition
(wt%)

Jeju scoria Natural zeolite
Zeolitic material Commercial zeolite

Z-SA Z-CS

SiO2 46.79 69.56 35.63 44.21

Al2O3 18.76 15.46 30.98 37.36

CaO  9.71  4.83  7.26  0.16

Fe2O3  9.42  1.82  5.60 -

MgO  5.93  1.85  2.68 -

TiO2  2.91  0.34  1.97 -

Na2O  2.82  0.43 14.79 18.27

K2O  2.57  5.45  0.65 -

etc.  1.09  0.26 0.44 0

total 100.00 100.00 100.00 100.00

SiO2/Al2O3 mole ratio 4.23 7.63 1.95 2.01

*Crystalinity (%) 38.9 100.0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adsorbents (Jeju scoria, natural zeolite, zeolitic material (Z-SA) and commercial zeolite 
(Z-CS)) used in this study

Fig. 1. XRD patterns of adsorbents (a) Jeju scoria, b) natural zeolite, c) zeolitic material (Z-SA), d) commercial zeolite 
(Z-CS)). (LTA : Na-A zeolite, HEU : clinoptilolite, CAN : cancrinite, Q : quartz, M : mul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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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A 제올라이트계 물질이 합성되었다는 것을 확인하

였으며, 이 결과를 정량적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Machado 
and Miotto(2005)이 제시한 표준물질과 결정화 물질의 

피크 크기비율로서 표현되는 식 (3)을 결정화도의 계산

에 사용하였다.

 

    
    

× 

(3)

합성된 Z-SA의 결정화도는 식 (3)에 의해 Z-CS의 

XRD 피크에서 Na-A형 제올라이트에 해당하는 위치의 

피크 값을 적분한 후 합산한 값에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

한 Z-SA의 피크 합산 값을 나누어 제올라이트의 결정화

도를 산정하였다. Z-SA의 결정화도는 제주 스코리아에 

포함된 SiO2와 Al2O3 이외의 구성성분 중 34.4%가 포함

되기 때문에 Z-CS를 기준으로 38.9%의 결정화도를 나

타내었다. Z-SA의 XRD 피크 위치가 천연 제올라이트

와 유사하지 않아 결정화도를 비교할 수 없지만, Z-SA의 

XRD 피크가 천연 제올라이트의 HEU와 CAN의 XRD 
피크에 비해 높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높은 결정성을 가

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2는 본 연구에 사용된 흡착제의 SEM 이미지

a) Scoria (×25,000) b) Natural zeolite (×25,000)

c) Z-SA (×25,000) d) Z-CS (×25,000)

Fig. 2. SEM images of adsorbents (a) Jeju scoria, b) natural zeolite, c) Z-SA, and d) Z-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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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0)를 비교하여 나타낸 것으로, (a) 제주 스코리아

는 무정형의 입자로서 표면상에는 결정구조가 거의 관찰

되지 않았으며, (b) 천연 제올라이트는 일정한 결정구조

를 나타내지 않지만 제올라이트로 보이는 결정입자들이 

일부 관찰되었다. Z-SA는 Fig. 1의 XRD 피크에서 확인

된 바와 같이 Na-A형 제올라이트의 광학적인 특성인 약 

1.0~2.0 ㎛ 크기의 정육면체의 결정구조로 표면이 변화

되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Lee et al.(2014)의 비산재

로부터 합성된 제올라이트 물질은 Na-A형 제올라이트

와 유사한 결정구조를 가지며, NaOH/CFA 비가 

0.6~1.8로 증가함에 따라 제올라이트 결정이 크기가 약 

3.0 ㎛에서 1.00 ㎛로 감소한다고 하였다. 또한, Tanaka 
and Fujii(2009)의 연구에서 SiO2/Al2O3 몰비가 4.0~ 
8.0에서 2.0으로 감소함에 따라 제올라이트 입자크기가 

약 3.23 ㎛에서 2.19 ㎛로 감소한다는 유사한 결과를 보

고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합성한 Z-SA는 기존 

연구자들이 보고된 합성 제올라이트 입자와 유사한 약 

1.0~2.0 ㎛의 정방형 제올라이트 물질이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기타 본 연구에 사용된 흡착제의 화학적 특성

(pH(H2O), CEC 및 유기물 함량)을 Table 2에 나타내었

다. 제주 스코리아, 천연 제올라이트, Z-SA 및 Z-CS의 

pH(H2O)는 각각 8.02, 8.48, 10.53, 10.32로 제주 스코

리아 및 천연 제올라이트는 약알카리성을 보였고, Z-SA 
및 Z-CS는 제조 과정에서 알카리성 물질의 사용에 기인

하여 10 이상의 다소 높은 알카리성을 보였다. 양이온 치

환용량(CEC)은 제주 스코리아, 천연 제올라이트, Z-SA 
및 Z-CS에 대해 각각 4.06, 46.9, 339.9, 485.5 
meq/100g 으로 Z-SA는 제주 스코리아와 천연 제올라

이트에 비해 각각 74배와 7.2배 높은 값을 보였고, Z-CS
의 약 70%의 값을 보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합성된 제

올라이트 물질의 CEC는 제주 스코리아로부터 수열합성

에 의해 제조된 cancrinite, analcime, sodalite, nepheline 
hydrate, Na-P1 등의 합성 제올라이트의 112.3~235.1 
meq/100g에 비해 1.5~3.03배(Hyun, 1999), 국내 제올

라이트 판매업체에서 제시된 100~160 meq/100g(Choi 
et al., 2016) 보다도 약 2.12~3.39 배 높은 값을 보였다.  
또한 유기물 함량은 0.00~0.17%로 유기물에 의한 오염

물질의 흡착 현상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3.2. 접촉시간의 영향

제주 스코리아, 천연 제올라이트, Z-SA 및 Z-CS의 암

모니아성 질소 용액의 접촉시간에 따른 NH4
+-N의 흡착

량의 변화를 Fig. 3에 나타내었다. Fig. 3에 보듯이 Z-SA 
및 Z-CS는 30 min이내에 제주 스코리아 및 천연 제올라

이트의 경우 약 60 min 이후에 최대 흡착량에 평형에 도

달함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Ding and Sartaj(2015)의 

clinoptilolite 형의 천연 제올라이트가 NH4
+-N와의 평

형에 도달하는데 약 240 min이 소요되었다는 결과, Lin 
et al.(2013)이 중국 Zhejiang성의 천연 제올라이트가 

NH4
+-N와의 접촉시간의 영향에서 초기 120 min에 대

부분이 흡착된다는 결과보다 빠르게 평형에 도달하였는

데, 이는 NH4
+-N의 농도, 흡착제의 양, 반응 pH, 진탕속

도 등 반응조건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 사용된 흡착제의 이온교환능을 비교할 목

적으로 NH4
+-N 초기 농도 50 mg/L에 대한 평형 흡착능

을 Fig. 4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합성 제올라이트인 Z-SA는 제주 스코리아 및 천연 제올

라이트보다 각각 200배, 4.6배 높은 평형 흡착량을 나타

내었고, 상용 제올라이트의 56%를 보였다. 

3.3. 초기 pH의 영향 

Z-SA의 NH4
+-N의 흡착에 미치는 pH의 영향을 검토

Adsorbent pH(H2O) CEC (meq/100g) organic matter content (%)

Jeju scoria 8.02 4.6 0.00

Natural zeolite 8.48 46.9 0.17

Z-SA 10.53 339.9 0.07

Z-CS 10.32 485.5 0.07

Table 2. Chemical properties of adsorbents (Jeju scoria, natural zeolite, Z-SA,  and Z-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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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50 mg/L의 NH4
+-N 용액 200 mL의 초기 pH

를 3, 5, 7 및 9로 조절하고 여기에 Z-SA 0.1 g을 가한 

후 평형 흡착량을 Fig. 5에 나타내었다. pH 3에서 pH 7
로 증가함에 따라 평형 흡착량이 17.4 mg/g 에서 22 
mg/g 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pH 7 이하에서

는 주로 존재하는 NH4
+ 이온이 높은 농도로 H3O+ 이온

이 Z-SA 내의 이온교환 부위에 대해 경쟁적 반응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며(Lin et al., 2013; Ding and Sarjar, 
2015), pH 7 이상에서는 서서히 NH3가 생성되기 때문

으로, Z-SA에 의한 NH3-N의 흡착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NH3를 NH4
+ 이온으로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

단된다(Ding and Sarjar, 2015). 

3.4. 흡착제의 양의 영향

합성된 제올라이트 물질(Z-SA)의 양에 따른 NH4
+-N

의 평형 흡착량을 살펴보기 위하여 NH4
+-N의 초기 농도 

50 mg/L, 200 mL에 대해 Z-SA의 양을 0.25, 0.50, 0.75, 
그리고 1.00 g/L으로 변화시키면서 구한 각 NH4

+-N의 

평형 흡착량 및 제거율을 Fig. 6에 나타내었다. 
이론적으로는 제올라이트의 양이 증가하더라도 평형

에서는 제올라이트 g당 NH4
+-N의 평형 흡착량은 일정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림에서 보면 Z-SA의 양이 

많아질수록 NH4
+-N의 제거율은 높아지나 평형흡착량은 

감소하였는데, 이는 Z-SA의 양이 많아질수록 이온교환

부위가 증가하기 때문에 NH4
+-N의 제거율은 증가하지만 

a) Jeju scoria b) Natural zeolite 

c) Z-SA d) Z-CS

Fig. 3. Effect of contact time on the adsorption of NH4
+-N by  adsorbents (a) Jeju scoria, b) natural zeolite, c) Z-SA, d) 

Z-CS ) at pH 7 (adsorbent dose: 10 g/0.2 L for Jeju scoria, 0.1 g/0.2 L for the other adsorbent; Temp.: 25 ; 
agitation speed: 200 r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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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부피내의 Z-SA의 양이 일정량 이상으로 상대적으

로 많아짐에 따라 제올라이트간의 거리가 가까워져 

NH4
+-N에 대해 이온교환 부위가 공유되거나 이온교환 

부위사이의 상호 방해작용 그리고, 초기농도가 같아도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 반응계에 잔존하는 NH4
+-N의 농

도가 Z-SA의 양이 많아질수록 상대적으로 낮아지기 때

문으로 사료된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이온교환 수지를

이용하여 질산성 질소의 제거한 결과에서 이온교환 수지

양이 증가할수록 단위 수지량당 NO3-N의 제거량은 감 

Fig. 6. Effect of Z-SA dose on the adsorption of NH4
+-N 

(NH4
+-N conc.: 50 mg/L). 

소되었다는 결과(Chae, 1988), 제주 스코리아를 이용한 

중금속 이온의 흡착 실험에서 스코리아의 양이 증가할수

록 중금속 이온의 제거율은 높아지나 흡착량은 감소하였

다는 결과(Cho, 1999)과 유사하다. 따라서 Z-SA를 이용

하여 NH4
+-N를 제거하고자 할 경우, 용액 내 Z-SA의 양

을 너무 높게 하는 것은 Z-SA의 효율을 떨어뜨릴 것으로 

생각되며, 초기 NH4
+-N 농도의 변화에서 얻어진 결과와 

본 실험의 결과로부터 용액 중에 존재하는 NH4
+-N의 농

도를 알 경우에는 원하는 제거시간에 적절한 Z-SA의 투

입량을 결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3.5. 흡착 속도

제주 스코리아, 천연 제올라이트, Z-SA, 그리고 Z-CS
에 의한 NH4

+-N의 흡착속도는 접촉시간에 따른 

NH4
+-N 흡착 실험값을 유사 1차와 유사 2차 속도식에 

적용하여 비교하였다. 유사 1차 속도식(Lagergren, 
1898)과 유사 2차 속도식(Ho and MaKay, 1999)은 식 

(4) 및 식 (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4)




                   (5)

Fig. 4. Comparison of adsorption capacity of NH4
+-N by 

adsorbents (Jeju scoria, natural zeolite, Z-SA, and 
Z-CS) at equilibrium and  pH 7 (NH4

+-N conc.: 50 
mg/L, adsorbent dose: 10 g/0.2 L for Jeju scoria,  
0.1 g/0.2 L for the other adsorbent; Temp.: 25 ; 
agitation speed: 200 rpm).

Fig. 5. Effect of pH on the adsorption of NH4
+-N by Z-SA 

(Z-SA = 0.1 g/0.2 L; Temp. = 25 ; agitation speed: 
200 r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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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k1이 유사 1차 속도상수(1/min), k2는 유사 2
차 속도상수(g/mg/min)이다. 

흡착제 종류(제주 스코리아, 천연 제올라이트, Z-SA, 
그리고 Z-CS)에 따른 NH4

+-N 과의 접촉시간에 따른 흡

착실험 결과로부터 얻은 Fig. 3의 결과를 식 (4)와 식 (5)
에서 제시한 유사 1차와 유사 2차 속도식에 적용하여 

Table 3에 그리고 유사 2차 속도식에 적용하여 Fig. 7에 

나타내었다. NH4
+-N의 흡착속도에 대한 실험값(qe,exp)와 

Adsorbent C0 
(mg/L)

 exp

(mg/g)

Pseudo-first-order Pseudo-second-order

 

(mg/g)


(1/min)
R2  

(mg/g)


(g/mg·min)
R2

Jeju scoria

10 0.050 0.0265 0.0081 0.5228 0.0512 1.3551 0.9902 

20 0.074 0.0341 0.0117 0.5723 0.0764 1.1523 0.9958 

30 0.094 0.0519 0.0261 0.7089 0.0968 1.3635 0.9987 

50 0.110 0.0606 0.0145 0.8228 0.1132 0.8839 0.9982 

75 0.130 0.0378 0.0146 0.6689 0.1313 2.1021 0.9997 

100 0.136 0.0432 0.0132 0.5361 0.1381 2.2514 0.9987 

150 0.144 0.0324 0.0154 0.5368 0.1447 2.9550 0.9998 

200 0.144 0.0380 0.0125 0.5283 0.1448 2.1068 0.9995 

Natural zeolite

10 2.400 1.1698 0.0140 0.5895 2.4421 0.0561 0.9962 

20 3.400 1.4304 0.0079 0.4026 3.4059 0.0338 0.9901 

30 4.000 1.6896 0.0067 0.4220 3.9604 0.1560 0.9920 

50 5.000 1.5634 0.0093 0.4211 4.9377 0.0273 0.9945 

75 5.000 1.4380 0.0099 0.4921 5.0106 0.0508 0.9988 

100 5.000 1.8895 0.0212 0.6848 5.0683 0.0804 0.9995 

150 4.800 1.6023 0.0087 0.4647 4.8455 0.0856 0.9968 

200 5.000 3.5107 0.0987 0.8674 5.5880 0.0484 0.9945 

Z-SA

10 8.000 1.7511 0.0181 0.3452 8.0320 0.0776 0.9997 

20 12.800 2.7967 0.0279 0.5940 12.8848 0.0953 0.9998 

30 27.600 3.7343 0.0081 0.2991 27.8369 0.0452 0.9997 

50 22.400 3.1056 0.0099 0.2991 22.3722 0.0139 0.9994 

75 26.000 5.8644 0.0137 0.5899 26.0765 0.0209 0.9998 

100 27.000 4.9124 0.0074 0.2106 27.7458 0.0272 0.9997 

150 28.000 5.0918 0.0208 0.3829 28.1933 0.0379 0.9997 

200 28.000 5.0335 0.0096 0.3631 27.4235 0.0360 0.9991 

Z-CS

10 13.440 1.0467 0.0184 0.4095 13.4697 0.1102 1.0000 

20 22.600 3.5048 0.0257 0.3781 22.7363 0.0521 0.9999 

30 28.000 3.5842 0.0093 0.2558 27.8371 0.0440 0.9995 

50 35.400 7.9872 0.0279 0.5249 35.6930 0.0667 0.9997 

75 38.400 10.3605 0.0191 0.6586 38.6530 0.0403 0.9998 

100 42.800 16.2594 0.0815 0.8258 43.0728 0.0449 0.9999 

150 44.400 35.5828 0.1717 0.9656 44.4637 0.0292 0.9999 

200 44.000 42.5528 0.2398 0.9977 45.0510 0.0271 0.9996 

Table 3. Kinetic data calculated for the adsorption of NH4
+-N by adsorb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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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1차와 유사 2차 속도식에 의한 예측값(qe,cal)를 비교

해 보면, 유사 1차 속도식은 NH4
+-N의 흡착속도를 예측

하기 어려웠지만, 유사 2차 속도식에 의해 계산된 qe,cal이 

qe,exp에 거의 정확하게 예측되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Table 3에서 나타낸 것과 같이 4종류의 흡착제에서 모두 

R2의 값이 0.2106∼0.9907인 유사 1차 속도식에 비해 

R2의 값이 0.9901∼1.0000인 유사 2차 속도식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로부터 제주 스코리아, 천연 제올

라이트, Z-SA, 그리고 Z-CS에 의한 NH4
+-N의 흡착속

도는 유사 1차 속도식 보다는 유사 2차 속도식에 의해 잘 

예측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제주 스코리아, 천연 

제올라이트, Z-SA, 그리고 Z-CS의 NH4
+-N의 qe는 각

각 0.05～0.14 mg/g, 2.44∼5.59 mg/g, 8.03～27.42 

mg/g, 그리고 13.47∼45.05 mg/g을 나타내었다. Table 
3 및 Fig. 7에 나타낸 NH4

+-N의 qe는 결정화도가 높은 

Z-CS > Z-SA > 천연 제올라이트 > 제주 스코리아 순으

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clinoptilolite 
형태의 천연 제올라이트를 이용한 결과에서 유사 1차와 

유사 2차 속도식의 R2의 값이 각각 0.976과 0.998로서 

유사 2차 속도식에 의한 예측이 더 정확하다고 제시한 

Ding and Sartaj(2015)의 결과와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6. 흡착등온식 

본 연구에 사용된 다양한 흡착제(제주 스코리아, 천연 

제올라이트, Z-SA, 그리고 Z-CS)에 의한 NH4
+-N의 등

온실험 결과를 Langmuir와 Freundlich 흡착 등온식에 

a) Jeju scoria                         b) Natural zeolite 

c) Z-SA d) Z-CS

Fig. 7. Adsorption kinetics for the adsorption of NH4
+-N by adsorbents ( a) Jeju scoria, b) natural zeolite, c) Z-SA, d) 

Z-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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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여 평가하였다. Langmuir 식은 단분자층 흡착을 

기초로 한 식이며(Langmuir, 1918), Freundlich 식은 

흡착제와 흡착질 분자 사이의 다분자층 흡착을 나타낸 

식(Freundlich, 1906)으로서 각각 식 (6) 및 식 (7)과 같

이 나타낼 수 있다.

  

                              (6)

  
                                                      (7)

여기서, qm은 최대 흡착량(mg/g), kL는 Langmuir 상
수(L/mg), KF는 Freundlich 상수로 흡착제의 흡착능에 

대한 척도로서 크면 클수록 흡착능이 양호함을 의미한다. 
1/n은 흡착강도를 나타내는 상수로 일반적으로 2이상일 

때 흡착이 쉽게 일어나며, 1 이하인 물질은 난흡착성이다.
제주 스코리아, 천연 제올라이트, Z-SA, 그리고 Z-CS

에 의한 NH4
+-N의 등온 흡착실험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Fig. 8에 나타내었으며, 이들 데이터를 식 (6)과 식 (7)에 

대입하여 얻은 파라미터 값들을 Table 4에 나타내었다. 
Table 4에 나타낸 것과 같이 제주 스코리아, 천연 제올라

이트, Z-SA, 그리고 Z-CS에 의한 NH4
+-N의 흡착은 

Langmuir 등온식에 적용한 경우 각 흡착제에 따라 약간

의 차이는 보이지만 R2 값은 0.9964~0.9992의 범위를 

나타내었다. Freundlich 등온식에 적용한 경우는 4가지 

흡착제에서 R2 값이 각각 0.8278과 0.9612이었다. 이 결

과로부터 제주 스코리아, 천연 제올라이트, Z-SA, 그리

고 Z-CS에 의한 NH4
+-N의 등온흡착량은 Freundlich 

등온식보다는 Langmuir 등온식에 더 잘 만족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Ikeda et al.(2012)는 LIT형 제올라이트에

서 NH4
+ 이온이 이온교환되면서 결정구조가 변화된다고 

하였으며, Qiu and Zheng(2009)이 제시한 비산재로 합

성한 cancrinite형 제올라이트에 의한 중금속 이온의 흡

착은 제올라이트 구조의 SiO-의 흡착점에서 표면반응 및 

이온교환에 의해 진행되기 때문에 등온흡착결과를 

Freundlich 등온식보다는 Langmuir 등온식에 의해 더 

정확한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고하였다. Na-A 제올라이

트 구조를 가지는 Z-SA와 Z-CS는 Lee and Lee(2018)
가 제시한 제올라이트 물질의 경우 공극 내에 존재하는 

Na+ 이온과 수중의 Ca2+와 Mg2+이온이 일정한 몰비로 

흡착된다는 결과와 유사하게 Na+ 이온과 NH4
+ 이온이 

일정한 몰비로 이온교환되기 때문에 단분자 흡착의 가정

으로 가지는 Langmuir 등온식에 더 적합한 것으로 판단

된다. 

Fig. 8. Adsorption isotherms for the adsorption of NH4
+-N 

by adsorbents (Jeju scoria,natural zeolite, Z-SA and 
Z-CS).

또한, Langmuir 등온식으로부터 구한 최대흡착량

(qm)은 Z-CS (46.8 mg/g) > Z-SA (31.3 mg/g) > 천연 

Adsorbents
Langmuir model Freundlich model



(mg/g)


(L/mg)
R2 

(mg/g·(L/mg)1/n)
1/n R2

Jeju scoria 0.1592 0.0585 0.9984 0.0261 0.3680 0.9612 

Natural zeolite 5.5699 0.1018 0.9974 1.5904 0.2584 0.8278 

Z-SA 31.3136 0.0596 0.9964 4.2056 0.4210 0.9557 

Z-CS 46.8467 0.1068 0.9992 9.9314 0.3383 0.9312 

Table 4. Isotherm model parameters for the adsorption of NH4
+-N by adsorbents (Jeju scoria, natural zeolite, Z-SA and Z-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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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올라이트 (5.6 mg/g) > 제주 스코리아 (0.2 mg/g) 순
으로  나타났다. Choi et al.(2016)는 clinoptilolite를 이

용한 NH4
+-N의 회분식 및 연속식 흡착 제거 실험에서 

Langmuir 등온식에 의한 qm가 18.1 mg/g이라고 보고하

였으며, Ding and Sartaj(2015)의 결과에서도 

clinoptilolite의 NH4
+-N의 qm는 22.2 mg/g이라고 하였

다. Wang and Peng(2010)은 다양한 clinoptilolite형태

의 천연 제올라이트들로부터 NH4
+-N의 qm는 2.7~22.6 

mg/g이었다는 여러 연구자들의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화산지역이라는 지형학적으로 다량 산

재해 있고, 부존 천연자원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상당

한 관심이 되고 있는 제주 스코리아를 채취하여 용융/수
열합성 공정을 이용하여 제올라이트 물질(Z-SA)을 합성

하였다. 이와 함께 제주 스코리아, 천연 제올라이트 및 상

용 제올라이트(Z-CS)를 사용하여 이들 흡착제의 물리화

학적 특성을 살펴보고 또한 이들 흡착제를 이용하여 

NH4
+-N의 흡착 특성을 검토하였다. 

제주 스코리아로부터 합성된 제올라이트 물질은 화학

물질 조성(XRF), 결정화 특성(XRD) 및 결정구조

(SEM)의 분석을 통해 Na-A 형 제올라이트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38.9%의 결정화도를 보였다. 
Z-SA 및 Z-CS에 의한 NH4

+-N의 흡착은 30분 이내

에, 제주 스코리아 및 천연 제올라이트는 60분 이후에 평

형에 도달하였으며, Z-SA는 제주 스코리아 및 천연 제올

라이트, Z-CS에 비해 각각 200배, 6배, 0.6배 정도의 높

은 평형 흡착량을 보였다. 
Z-SA의 NH4

+-N의 흡착량은 초기 pH가 3에서 7까지 

증가하였으나 pH 7 이상에서는 감소하였으며, 흡착제 

주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NH4
+-N의 제거율은 증가하나 

평형 흡착량은 감소하였다. 
다양한 흡착제에 의한 NH4

+-N의 흡착은 유사 2차 속

도식에 부합함을 알 수 있었고, 등온흡착식은 Langmuir
식이 보다 나은 적합성을 보였으며, 최대 흡착량은 Z-CS 
(46.8 mg/g) > Z-SA (31.3 mg/g) > 천연 제올라이트 

(5.6 mg/g) > 제주 스코리아 (0.2 mg/g) 순으로  나타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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