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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C1) 용융/수열합성법에 의한 제주화산석 유래 제올라이트화 물질 

결정화 특성

문성준 ․ 감상규1) ․ 이창한 
부산가톨릭대학교 환경행정학과, 1)제주대학교 환경공학과

1. 서론 

제주도 기생화산(오름) 지역에 널리 산재해 있는 스코리아(Scoria)는 화산암, 화산모래, 화산회 등이 혼합되어 

있다. 스코리아의 겉보기 밀도는 0.65~0.75 g/cm3으로 모래의 1.60~1.70 g/cm3에 비해 낮은 편이며, 흡수율과 

SiO2와 Al2O3의 함량이 각각 17.7~32.5%와 60%를 나타내며, 다공성, 저밀도 및 이온교환능력과 같은 물리화학

적 특성 때문에 경량골재, 흡착제, 화장품 등과 같은 다양한 기능성 원료로 활용되고 있다(Yoon, 1995; Gündüz, 
2008). Novembre et al.(2004)은 이탈리아 Crotone Basin 화산석으로부터 Na-X 제올라이트를 합성시 반응조건

에 따라 합성되는 제올라이트의 결정화 특성 및 구조에 대해 연구하였다. Tanaka and Fujii(2009)은 비산재와 

NaOH 수용액을 혼합하여 수열합성을 통해 SiO2/Al2O3 비를 1로 조절하여 실험하였다. Carlos et al.(2009)은 

kaolinite와 NaOH를 혼합하여 100℃에서 6~120시간 동안 교반하여 합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용융/수열합성법(fusion/hydrothermal method)을 사용하여 제주화산석을 제올라이트화 물질로 

합성하는 결정화 요소를 찾는 것이다. 결정화 요소는 결정화 온도/시간 및 NaOH/CFA 비로 구성하였다. 제올라

이트 물질의 형태적인 특성은 SEM, XRD 및 XRF로 평가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화산석을 이용한 제올라이트 합성은 선행연구 (Lee et al., 2018)에서 제시한 융융/수열합성법의 실험절차를 

이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서 용융/수열합성법을 이용한 제주화산석으로부터의 제올라이트화 물질의 합성은 숙성시간, 결정

화 시간, 결정화 온도 및 NaOH/Scoria 비와 같은 다양한 결정화 요소를 도출하였다. 최적화된 결정화 요소는 

숙성시간 5 h, 결정화시간 5 h, 결정화 온도 90℃ 및 표준화된 NaOH/Scoria 비가 1.0-1.5에서 최적으로 제올라

이트화 물질 결정화도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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