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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eavy metal ion immobilization properties of microporous ettringite (3CaO·Al2O3·3CaSO4·32H2O) body were examined using
standard solutions of typical heavy metals. Microporous Ettringite body with desirable shape for an ionic adsorbent was obtained by
the self hardening of the paste prepared from the mixture of tricalcium aluminate(C3A) and gypsum(CaSO4·2H2O). Crushed grains
of ettringite were soaked in each standard solutions of Pb, Co, Cd, Mn and Cr concentrated at 200 ppm. In order to evaluate the ion-
exchange and immobilization ability, the ionic concentration of the filtrate solution as well as the solution obtained after leaching test
was measured. As a result, for the heavy metal ions excepting Cr, porous ettringite body was revealed to be excellent in ionic exchange
and immobilization properties though some ions eluted at the severe condition of pH 2. The adsorption and keeping capacity for four
heavy metals showed the order of Pb>Co>Cd>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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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칼슘설포알루미네이트계 광물의 하나인 에트린자이트

(Ettringite, 3CaO·Al2O3·3CaSO4·32H2O)는 다량의 물 분자

를 함유하는 막대상의 고팽창성 수화물로서, 그 용도는

주로 시멘트의 수화 중에 생성되도록 하여 시멘트에 팽

창성, 속경성 또는 조강성을 부여하거나 고강도를 발현하

는데 이용되고 있다.
1,2)

 그러나 환경 문제가 고조됨에 따

라 최근에는 에트린자이트의 새로운 용도로 이의 화학조

성과 결정학적 특징을 이용한 중금속 이온 흡착소재로서

의 활용이 제시되었다.
3-7)

 이는 Ca6[Al(OH)6]2(SO4)3·3H2O

의 구조식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에트린자이트가 다

양한 중금속의 이온 또는 착이온과 치환될 수 있는 Ca
2+

,

SO4
2−

, Al
3+ 
및 OH

-
로 구성되어 있다는 화학적 특성과, 결

정의 C축 방향으로 이온들의 이동에 충분한 크기의 채널

이 형성되어 있다는 구조적 특성을 응용하고자 하는 것

이다. 그러나 이를 중금속 이온 제거재로서 실용화하기

위한 연구나 특허는 환경문제의 중요성에 비하여 아직 활

발하지 못한 상태이며, 이는 에트린자이트만으로 이루어

지고 submicron 크기의 많은 공극과 적절한 강도를 가진

미세다공체를 얻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서로 얽힌 상태에서 막대상 결정이 성장하도록 하

여 에트린자이트 미세다공체를 얻는 연구
8)
에 후속한 것

으로서, 몇 가지 중금속 이온 각각에 대한 이 재료의 실

질적인 고정화 능력을 확인하고자 한 기초 연구이다. 

2. 실험 방법

에트린자이트 다공체는 선행 연구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성하였다. 먼저 CaO:Al2O3 몰 비가 3:1 조성인 혼

합물을 1차 소성하여 CaO-Al2O3계 다광물 클링커를 만든

후 이를 분쇄, 수화시켜 얻은 경화체를 재소성하는 방법
9)

으로 단일 상의 3CaO·Al2O3(tricalcium aluminate, C3A)

클링커를 얻었다. 다음에는 이 C3A의 분말에 이수석고

(CaSO4·2H2O)를 에트린자이트 조성이 되도록 조합하여

24
o
C, 물/분말 비 1의 조건으로 24시간 동안 수화 ·양생시

켜
8)

 에트린자이트 다공체를 합성하였다. 중금속 이온 제

거능 시험에는 이 다공체를 파쇄하여 얻은 직경 0.5~1 mm

정도의 알갱이를 시료로 사용하였으며 중금속 용액은

Kanto Co., Inc.에서 제조한 1000 ppm 농도의 납, 카드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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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발트, 망간 및 크롬 표준용액을 각각 200 ppm으로 희

석하여 시험용액으로 사용하였다. 중금속 이온 제거능 시

험은 상온의 시험용액 50 ml에 0.1~2 g 범위의 에트린자

이트 알갱이를 넣고 일정시간 동안 교반한 후 알갱이를

여과해 낸 용액의 중금속 이온의 농도를 원자흡수분광광

도계로 측정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였으며 이때 용액의 pH

변화를 측정하여 참고자료로 하였다. 다음에는 에트린자

이트로부터의 중금속 이온의 재용출 특성을 시험하기 위

하여 용액에서 여과 ·분리된 에트린자이트 알갱이를 에트

린자이트 1 g 당 50 ml에 해당하는 증류수에 투입하고

6~24분 동안 시간을 달리하여 교반한 후 증류수 중의 용

출 이온의 농도를 측정하였다. 한편 증류수에 염산을 가

하여 pH를 임의로 조절한 후 동일한 시험을 실시함으로

써 재용출 거동에 미치는 pH의 영향도 확인하였다. 이상

과 같은 실험방법의 순서도는 Fig. 1과 같다.

3. 결과 및 고찰

3.1. 에트린자이트 다공체의 특성

Fig. 2는 에트린자이트 다공체의 광물상과 파단면의 미

세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연

구에서 중금속 이온 제거능 시험용으로 사용한 시료는 거

의 순수한 에트린자이트로 이루어져 있으며, 막대상의 에

트린자이트 결정이 서로 다른 배향으로 얽힌 상태에서 평

균 직경 약 0.2 µm, 길이 1~2 µm까지 성장하여 비교적 균

질한 다공성 벌크체를 형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다공

체는 submicron 크기의 무수한 공극으로 인하여 약 33%

의 기공률에 비표면적이 38.48 m
2
/g에 달하는 것으로 확

인되었으며 내수성과 적정의 강도를 가져 수중 이온의 제

거용으로 매우 적합한 성상을 나타내었다. 

3.2. 에트린자이트의 중금속 이온 치환 특성

3.2.1. 중금속 이온 치환능 

다섯 종류의 중금속 표준용액에 대한 에트린자이트의

이온 제거능을 시험한 결과를 Fig. 3에 나타내었다. 이는

기초실험의 결과에 따라 에트린자이트의 투입량을 용액

50 ml 당 0.1 g부터 2 g까지 달리하고 침지시간을 60분으

로 하여 얻은 결과이다. 이 결과에 따르면 납, 코발트 및

카드뮴 이온은 1 g의 에트린자이트의 투입에 의하여 전량

이 제거되었으며 망간은 전량을 제거하는 데 약 1.5 g의

에트린자이트가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크롬의

경우에는 에트린자이트 투입량 1 g까지는 이온 농도가 약

간 감소하기는 하나 그 이상으로는 투입량을 늘여도 농

도가 거의 감소되지 않음으로서 타 이온과 달리 에트린

자이트에 의한 제거 효율이 극히 미약함을 알 수 있다.

Fig. 4는 에트린자이트가 담지된 각종 용액의 pH 변화를

시간 경과에 따라 측정한 결과이다. 에트린자이트는 용해

도적(Ksp)이 1.1×10
−40
으로서

10)
 매우 작아 물에 거의 용해

Fig. 1. Schematic diagram for experimental procedure.

Fig. 2. XRD pattern and SEM microphotograph of

microporous ettringite body prepared by hydration at

24
o

C for 24 h (W/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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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지만 증류수의 pH를 약간 상승시키는 것이 확인

되어 증류수에서도 약간의 Ca
2+
가 용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중금속 용액은 pH 상승 폭이 매우 크게 나

타났는데, 이는 에트린자이트에 의한 Ca
2+
의 용출과 양이

온(Pb
2+

, Co
2+

, Cd
2+

 및 Mn
3+

)의 치환흡착에 따른 것이라

고 보인다. 이들 이온은 pH 9 이하에서는 수산화물을 형

성할 수 없으므로 농도의 저하는 주로 에트린자이트의 화

학흡착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온의 크기와 전하

그리고 에트린자이트 구조의 size limitation
10)
을 고려하면

납, 코발트 및 카드뮴은 에트린자이트의 Ca
2+
와, 망간은

에트린자이트의 Al
3+
와 각각 치환된 것으로 사료된다. 크

롬(VI)의 경우 표준용액의 농도(200 ppm)와 pH(3.7)에서

존재하는 이온종은 HCrO4
−

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pH 4부

터는 CrO4
2−
로 변하기 시작하여 pH 8 이상에서는 모두

CrO4
2−
로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크롬의 이 두 가

지 이온종은 에트린자이트의 생성 시에는 구성 이온으로

들어가 chromate ettringite를 형성할 수는 있으나
10) 
이때

SO4
2−
가 공존하면 CrO4

2−
보다 SO4

2−
가 우선적으로 에트린

자이트를 만드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

구에서와 같이 이미 만들어진 에트린자이트의 SO4
2−

 자

리에 이러한 크롬의 이온종이 치환되기가 어려웠던 것으

로 해석된다. 크롬용액에서도 pH가 크게 상승된 것은 표

준용액의 산성도에 의한 에트린자이트의 용해에 따른 Ca
2+

용출이 주원인일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다섯 가지 이온 각각의 표준용액을 사용한 실험에

서 본 연구의 에트린자이트 다공체는 Cr을 제외하고는 Pb

>Co>Cd>Mn의 순서로 우수한 치환흡착능을 나타내며

농도 200 ppm의 용액 50 ml 중의 이온을 모두 제거하는

데 필요한 양은 Pb, Co 및 Cd의 경우에는 1 g, Mn의 경

우에는 1.5 g인 것으로 나타났다.

3.2.2. 중금속 이온 치환 속도

앞에서 얻은 결과를 참조하여 200 ppm의 중금속 용액

50 ml에 각각 1 g씩의 에트린자이트를 투입하고 교반 시

간을 달리하여 측정한 이온의 농도를 Fig. 5에 나타내었

다. 이 결과로부터 납과 코발트는 5분 이내에, 카드뮴 이

온은 약 10분에서 거의 전량이 제거되었고 Al
3+
와 치환하

는 것으로 생각되는 망간의 경우는 제거 속도가 다소 느

려 10분에서 약 80%가 제거됨으로서 에트린자이트가 이

들 이온에 대해서는 우수한 제거능을 가지며 제거속도는

납>코발트>카드뮴>망간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크롬의

경우엔 30분 후의 제거율이 약 20% 이하로서 상당히 낮

은 결과를 보였다. 시간 경과에 따른 중금속 이온의 농도

감소 속도는 대체적으로 Fig. 3에 나타낸 에트린자이트

Fig. 3. Concentration of heavy metal ion measured at 60 min

after addition of different amount of  ettringite. 

Fig. 4. The change in solution pH with time during the

adsorption function of ettringite. 

Fig. 5. Decrease in concentration of heavy metal ion  with time

by the adsorption function of ettring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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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당의 제거능과 일치하는 순서를 나타내었으며 크롬

을 제외한 4종의 중금속 이온에 대해 우수한 제거능과 제

거 속도를 나타내었다. 

3.3. 중금속 이온의 재용출 특성

3.3.1. 시간 경과에 따른 재용출 특성

Fig. 6은 앞의 실험에서 크롬을 제외한 나머지 중금속

을 각각 흡착한 4종의 에트린자이트 알갱이를 일정량의

증류수에 침지하여 6~24분 동안 교반한 후 해당 이온의

용출 농도를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이 결과는 우

선 모든 시료에서 재용출이 거의 일어나지 않음을 보여

준다. 납은 전혀 재용출이 없고, 그 밖의 이온은 종류에

따라 미소한 차이는 있지만 200 ppm 농도의 용액 50 ml

중에 존재하던 이온을 10분 내에 모두(망간의 경우 약

80%) 흡착한 에트린자이트임을 감안하면 약 0.2 ppm 정

도의 용출은 무시할 수 있는 양이라고 사료된다. 이러한

결과는 에트린자이트의 중금속 이온 흡착이 물리흡착이

아닌 화학흡착으로서, 앞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중금속

제거는 이온 교환에 의해 일어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

이라고 사료된다. 

3.3.2. pH에 따른 재용출 특성

Fig. 7은 염산으로 증류수의 pH를 변화시킨 후 용출 시

간을 6시간으로 늘여 앞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용출 이온

의 농도를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이 결과에 따르

면 pH 4에서부터 점차 이온이 용출되기 시작하여 pH 2

에서는 망간과 카드뮴의 경우 흡착되었던 양의 약 17%

정도가 용출되며 납과 코발트도 3~5% 정도 용출됨을 확

인할 수 있다. 이는 pH가 낮아짐으로서 염기성광물인 에

트린자이트가 분해하면서 치환되어 있던 중금속 이온이

다시 용출되는 것이 주된 원인일 것으로 보이나, 치환 이

온의 크기와 위치 및 일부 물리흡착된 이온의 존재량 등

도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pH 2

에서 6시간 동안 교반한 가혹한 용출 조건에 비하면 용

출양이 적은 편으로 평가됨으로서 본 실험에서 사용한 에

트린자이트 다공체는 중금속 제거를 위한 환경소재로서

의 활용가능성이 매우 큼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결과로 부터 에트린자이트 다공체는 제거효율이 높

고, 용출 특성을 확인하기 위한 몇 가지의 조건변화에 따

른 실험에서도 낮은 용출량을 보임으로서 중금속 제거를

위한 환경소재로서의 활용가능성이 매우 큼이 확인되었다.

4. 결 론

수화물 소성법으로 합성한 C3A 클링커에 이수석고를

혼합하여 만든 페이스트가 스스로 경화하여 형성된 에트

린자이트 미세다공체는 중금속 제거용 환경소재로서의 응

용성이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납, 코발트, 카드뮴

및 망간의 표준용액을 각각 사용한 시험에서 에트린자이

트 다공체는 이온 치환에 의한 화학흡착으로 매우 신속

하고 우수한 이온 제거능을 나타내었으며 흡착된 이온은

중성의 수중에서 거의 재용출되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그

러나 매우 낮은 pH에서는 어느 정도의 재용출을 피할 수

없으며 6가 크롬에 대해서는 용존하는 이온종의 특성 상

이러한 흡착 성능이 거의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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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oncentration of heavy metal ion leached from

ettringite at various digestion time. 

Fig. 7. Concentration of heavy metal ion leached from

ettringite for 6 h at various pH of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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