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rticle
Appl. Chem. Eng., Vol. 28, No. 5, October 2017, 521-528

https://doi.org/10.14478/ace.2017.1058

521

1. 서    론
1)

현재 주류를 이루고 있는 평판디스플레이는 LCD를 중심으로 광범

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 결과 아직은 제품으로서 사용 후 폐기물의 

발생은 많지 않음에도, 이 LCD 패널의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공정 

폐기물로 이미 연간 3만톤 이상의 폐 LCD 패널유리가 발생되고 있어 

이의 재활용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폐 LCD 패널은 유리의 높은 

비중으로 제품구성 요소 중 상대적 중량이 높기 때문에 회수율 75% 

이상,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법적재활용율 65% 이상이라는 EU

의 폐가전 재활용의무(WEEE) 규정을 준수하기 어렵기 때문에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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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D 패널유리의 효과적인 재활용 공정의 개발은 제품생산 업체나 국

가의 국제 경쟁력의 강화를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1,2]. 

폐 LCD 패널유리의 재활용에 대한 연구 사례는 (i) 액정, 박막 등 

불순물을 물리화학적 방법에 의해 제거 후 유리의 재사용[3-5], (ii) 야

금공정, 용융공정, 소각공정, 시멘트 제조공정, 고온 공정에 복합적 사

용[6-8], (iii) 제품화로서 타일 제조[9], 보온단열재용 발포유리[10-14]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들 공정들 중, 액정 회수 후, 폐 유리를 패

널용 유리원료로서 재사용하는 (i)공정은 경제성, 효율성에서 배제되

었으며, (ii)의 경우 부분적, 복합적으로 혼합사용이 보고되고 있으나 

그 사용량은 지극히 소량이고 간헐적으로 사용되어 처리의 효율성이 

문제시되고 있으며, (iii)의 경우는 유리자체를 재활용으로 제품화 또

는 제품의 원료로 사용한 것이나 타일 제조는 제품의 부가가치가 낮

으며 현재까지 제안된 여러 공정 중 발포체 제조의 원료로 이용하는 

것이 가장 나은 방안으로 판단되고 있다. 그러나 발포유리의 경우 초

기 고온설비 비용 및 다량의 에너지를 필요로 하며, 국내 무기단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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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폐 LCD 패널유리의 재활용방안을 찾고자, 폐 LCD 패널유리를 원료로 사용하여 수열반응에 의해 이온교환성능을 갖
는 제올라이트 합성공정을 조사하였다. 폐 LCD 패널유리는 이온교환성능을 갖는 제올라이트의 제조 원료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온교환능력을 갖는 제올라이트의 제조를 위한 조건은 폐 LCD 패널유리의 Al성분에 대한 
Si성분의 몰비 2.0~2.8, 수열반응온도 100 ℃, 수열반응시간 12 h이다. 상기조건에서 Al성분에 대한 Si성분의 몰비(Si/Al 
mole ratio)를 2.0으로 하는 경우 A형 제올라이트가 합성되며, 몰비를 2.8의 조건으로 유지하는 경우 P형 제올라이트의 
생성된다. 폐 LCD 패널유리를 이용하여 제조된 A형 제올라이트는 양호한 이온교환능력 및 중금속 흡착능력을 보여
주었으며, 결정상이 큐빅상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할수록 이온 교환능력은 우수하다.

Abstract
To find a recycling method for waste liquid crystal display (LCD) panel glasses, we investigated the synthesis process of zeolite 
with an ion exchange ability by hydrothermal reaction using waste LCD panel glass as a raw material.  It was shown that the 
waste LCD panel glass can be used as a raw material for the production of zeolites having the ion exchange ability. Following 
conditions for the synthesis of the zeolite with an ion exchange ability were required : the molar ratio of Si to Al components 
of the waste LCD glass needs to be 2.0 to 2.8, and the temperature of 100 ℃ and reaction time of 12 hours are needed for 
the hydrothermal reaction. Based on the required conditions previously mentioned, the A type zeolite was synthesized when the 
molar ratio of the Si to Al component was 2.0, and the P type zeolite was produced when the molar ratio was 2.8. The type 
A zeolite synthesized by using the waste LCD panel glass showed a good ion exchange ability and heavy metal adsorption 
ability. Also, an excellent ion exchange capacity was observed as the crystal phase grows stably in a cubic 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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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미성숙으로 인한 시장형성이 미흡하여 상업적 실용화가 늦어

지고 있다. 그러므로 폐 LCD 패널유리의 국내 재활용 방안의 효과적

인 촉진을 위한 또 하나의 방안으로서는 에너지 소비량이 적고, 고온 

설비비용이 요구되지 않은 저 에너지소요 방식의 재활용방안이 더욱 

바람직할 수도 있을 것이다.

LCD 패널유리는 통상의 석회유리와는 달리 10% 이상의 알루미늄

을 함유하고 있어 화학적 구성성분상으로 알루미늄 붕규산 유리

(alumino-borosilicate glass)이다. 이러한 화학적 조성의 관점에서 폐 

LCD 패널유리는 Si성분의 공급원이자 Al성분의 공급원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구성성분상으로서 알루미노규산염 화합물로서 화학적 반

응을 통해 제올라이트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제올라이트

는 화학 구성성분상 역시 알루미노규산염으로서 결정 내 미세한 기공

을 갖는 구조적 특성으로 분자체, 촉매, 이온 교환제, 세제용 빌더, 사

료첨가제, 환경개선재료 등 다방면에 사용되는 우수한 공업소재로서 

오랫동안 이용되어오고 있다[15,16]. 이들 중 특히 A형 제올라이트는 

Milton에 의해 고순도 시약을 사용하여 합성된 이래, 산업적으로 보다 

경제적인 제조법을 개발하기 위해 고령토 등 천연 광물을 출발물질로 

하여 고온가열공정이 필요한 합성공정개발에 대한 많은 노력이 이루

어져 왔으나, 최근 들어 고온처리 공정이 필요하지 않은 수열 합성 공

정이 연구 보고된 바 있다[17-1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폐 LCD 패널유리를 Si의 

precursor이자 Al성분의 공급원으로 이용하여 직접 수열반응에 의해 

제올라이트의 합성반응을 조사하고 아울러 제조된 제올라이트를 양

이온 교환수지로서 성능 조사를 통하여 폐 LCD 패널유리를 제올라이

트 제조 원료로 사용하는 새로운 재활용 공정 개발의 가능성을 타진

하고자 하였다.

2. 시료 및 실험

2.1. 시료

시료로 사용된 폐 LCD 패널유리는 발포체의 제조를 시도한 전보

[13,14]에서 시료로 사용한 것과 동일한 폐 LCD 패널유리이다. 사용 

후 폐기 회수된 폐 LCD TV에서 회수한 LCD 패널을 분리 세척 등 

별도의 전처리 과정 없이 회수 수거하여 1차 습식 분쇄한다. 이후 플

라스틱 성분 등을 제거 후, 2차 습식 분쇄공정을 통해 시료의 입자가 

-325 mesh (44 µm 이하)가 되도록 분쇄한 후 연구의 시료로 사용하였

다. 건식분쇄공정을 선택하지 않고 전보[13,14]의 경우와 같이 습식분

쇄공정을 선택한 이유는 제올라이트 합성에 있어 필수적인 요건은 아

니지만 LCD 패널유리인 알루미늄함유 붕규산유리의 구성 성분 외 수

지 성분 등 패널의 구성성분 등을 분리 제거함으로써 제올라이트의 

생성을 촉진하는 효과를 얻고자 함이다. 또한 유리의 입자의 크기를 

-325 mesh로 조정한 것은 유리시료 입자의 중심 부분에 붕규산 유리

를 남기지 않고 입자 전체를 제올라이트화함으로서 유리의 입자가 클 

경우 제올라이트화된 생성물의 순도 저하 또는 용도가 한정될 수 있

음을 피하기 위함이다.

Table 1은 준비된 분말 폐 LCD 패널유리의 화학분석결과이다. 

Table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제올라이트의 주성분인 SiO2를 64.4 wt%, 

Al2O3를 16.2 wt%로 함유하고 있으며 또한 제올라이트화를 저해하는 

Ca, Mg의 함유량이 상대적으로 적어 화학적으로 제올라이트 제조 원

료로서 충분한 사용 가능성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Na성분

의 함량이 낮아 알칼리 성분의 첨가에 따른 조정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에 폐 LCD 패널유리의 제올라이트화 합성을 위한 조성 조절

용 출발 물질은 알루민산소다(sodium aluminate, NaAlO2), 물유리(wa-

ter glass, Na2O⋅nSiO2) 및 수산화나트륨(sodium hydroxide, NaOH)이 

필요하며, Si 추가공급원으로서 물유리는 SiO2 28∼30 wt%, Na2O 9

∼10 wt%, 및 H2O 60∼62 wt%로 구성된 것을 사용하였으며, Al성분

의 추가공급원으로서 NaAlO2는 Na2O 35∼39%, Al2O3 52∼56%인 

것으로 사용하였다.

2.2. 실험

2.2.1. 합성원리

제올라이트의 수열합성법은 Si와 Al을 함유한 화합물과 금속이온 

그리고 물을 혼합하여, 알칼리용액에서 과포화 및 핵생성을 시킨 후, 

결정화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A형 및 P형 zeolite는 대

개 200 ℃ 이하의 온도범위에서 “hydrogel process” 혹은 “clay con-

version process”라는 과정에 의해 합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생

성과정에서 압력을 필요로 하지 않고 공업적으로는 100 ℃ 정도의 온

도에서 생산된다. 특히 세제용 A형 zeolite는 물유리인 sodium silicate

를 건식 혹은 습식으로 합성하고 수열처리 과정을 거쳐 별도로 제조

된 NaAlO2와 혼합 후 “숙성과정”에 의해 결정화시킴으로써 생산된다

고 보고된 바 있다[18-20].

본 연구에서 시도하려는 폐 LCD 패널유리를 원료로 사용한 제올라

이트의 합성공정도 이러한 제올라이트의 수열반응의 원리를 적용하

였다. 폐 유리질 또는 용융슬래그를 대상으로 제올라이트의 합성을 

위한 선행 연구 문헌[18,19] 및 특허[21]에 따르면, 제올라이트 결정생

성을 위한 합성 반응전에 공히 유리질을 질산 또는 염산 등의 강산을 

사용하여 고온 산처리 공정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제올라이트 합성

에 필요한 Si성분의 공급을 위해 유리질로부터 Si성분의 용출이 잘 이

루어지기 위함이다. 폐 유리질로부터 제올라이트의 생성공정을 개발

하고자 함은 폐 유리질의 재활용공정이라는 환경적인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함이나 이를 위해 폐 유리질을 강산에 의해 고온 장시간 산성화 

처리하는 공정은 강산에 의한 2차 공해를 유발할 수 있는바 본래의 

목적을 상실할 우려가 있으며, 또한 제올라이트 생산의 실용화 측면

에서도 알칼리성을 유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알칼리가 요구되는 바, 

이의 공정은 생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올라이트의 합성은 결정화

반응이며 결정의 생성은 먼저 핵형성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생성된 

핵을 기반으로 결정성장이 진행되어야 안정한 제올라이트 결정이 생

성된다. 그러나 결정핵의 생성과 결정성장은 반응계의 온도에 서로 

상반된 거동을 한다. 즉 반응계의 온도가 낮을수록 결정핵생성에는 

유리하나 결정성장을 느리게 한다. 반면 반응계의 온도가 높을 경우 

결정성장의 속도를 높일 수 있으나 핵생성이 억제된다. 제올라이트 

결정생성을 위해서는 핵형성이 이루어야 하는 핵심물질인 Si와 Al성

분이 있어야 하며 이 Si성분은 유리질로부터 공급되어져야 한다. 그러

므로 핵생성을 위한 낮은 온도에서도 유리질 속의 Si성분의 용출이 용

Comp. SiO2 Al2O3 BaO CaO B2O3 MgO K2O Na2O SnO2 Fe2O3 TiO2 SrO2

% 64.4 16.2 6.32 4.83 3.41 1.32 0.56 0.47 0.2147 0.11 0.03 1.53

Table 1. Chemical Analysis of Waste LCD Panel G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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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도록 유리질을 먼저 강산으로 산성화하여 유리질을 붕괴시켜 놓

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이러한 산처리 공정을 적용하지 않고 

제올라이트 결정을 합성하기 위한 핵 형성에 필요한 Si성분을 유리질

로부터 용출에 의해 공급됨에 앞서 별도로 결정핵 형성용 Si성분을 반

응초기에 먼저 도입하여 핵형성을 안정화시키는 방안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핵형성용 Si공급원으로 물유리를 도입하여 

결정화반응을 조사하였다. 

2.2.2. 합성 방법

폐 LCD 패널유리 분말 일정량에 핵형성 촉진제이자 결정화로서의 

역할을 하는 Si원으로 물유리를 일정비율로 혼합한 다음 NaAlO2 및 

1 M농도의 NaOH용액 일정량을 각각 첨가한 후, 400 rpm의 속도로 

교반시키면서 일정온도에서 일정 시간 반응시켰다. 제올라이트 합성

에 사용된 반응용기의 재질은 스테인리스 스틸이며, 가열 기구는 

Figure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맨틀형태로 제작된 반응기를 제작 사용

하였다. 반응용기는 덮개, 본체 및 이들을 연결하여 밀폐하기 위한 나

사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덮개는 내부 온도 측정용 열전대로 구성된

다. 반응 후, 생성물은 실온으로 냉각시킨 후, 증류수와 함께 20 min간 

진탕하고 고체물질을 반복 세척하여, 최종적으로 얻어진 생성물을 60 

℃에서 24 h 이상 충분히 건조함으로써 제올라이트를 얻는다. 합성여

부는 X-선 회절분석(Bruker, D-5000, CuKα1, 40 kV, 40 mA 사용)을 

통해 합성물질의 상들을 확인하였고 입자의 형상은 전자현미경

(JEOL, JSM5800)으로 관찰하였다. 

2.2.3. 합성된 제올라이트의 성능

합성된 제올라이트의 성능은 양이온 교환능과 중금속 흡착능을 통

해 시험하였다. 이들 분석을 위해 사용된 방법은 KS규격(KSE)에 따

른 통상의 EDTA (Ethylenediamine Tetra acetic Acid)적정법에 의해 

진행되었다. 양이온 교환능력은 합성된 제올라이트의 Ca2+ 이온에 대

한 이온 교환용량으로서 제올라이트 시료 0.1 g, 0.01 M CaCl2 표준용

액, pH가 10인 buffer 용액을 혼합하여 상온에서 시간에 따라서 교반 

후 여과시키고, 여과된 용액에 금속지시약인 EBT를 첨가하여 0.01 M 

EDTA 용액으로 적정함으로써 양이온 교환 용량을 측정하였다. 시간

은 20, 40, 60 min으로 측정해 보았다. 합성된 제올라이트에 대한 중

금속 흡착능력은 납과 아연에 대해서 측정하였다. 측정방법으로는 앞

서 서술한 바와 같은 EDTA 적정법을 이용하였으며, 아연과 납을 이

용하여 모사 폐액을 만들고 합성된 제올라이트 0.1 g을 모사 폐액에 

넣은 뒤 상온에서 시간에 따라서 교반 후 여과시키고, 여과된 용액에 

금속지시약인 EBT를 첨가하여 0.01 M EDTA 용액을 적정함으로써 

흡착능력을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조성변화에 따른 제올라이트 합성

3.1.1. Si/Al의 조성변화에 따른 제올라이트 합성

유리질을 원료로 하여 제올라이트의 합성을 시도한 선행연구들의 

결과에 따르면 수열반응을 통한 제올라이의 생성은 원료 성분 중의 

Si/Al의 몰비, 반응온도, 반응계의 알칼리성의 농도, 시간 등이 주요 

변수로 되어 있으며, 특히 출발 원료물질 중 Si/Al의 몰 조성비가 비교

적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8,19,21]. 그리고 특히 폐 

유리질을 사용하여 A형 제올라이트 형성은, 다른 반응조건도 그 영향

이 있겠지만, 유리질 구성성분 중 Al성분에 대한 Si성분의 몰비(Si/Al 

mole ratio)가 0.5~2.3의 조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폐 

LCD 패널 유리는 64%의 SiO2와 16%의 Al2O3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는 폐 LCD 패널유리 중의 Si/Al의 몰비가 3.34에 해당되는 조성이다. 

그러므로 이 Si/Al의 몰비 조성을 선행연구 결과를 기준을 적용하여 

제올라이트 합성을 시도하기 위해서는 Al성분의 함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므로 추가적인 별도의 Al성분의 공급이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

는 NaAlO2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NaAlO2를 선정한 것은 부족한 

Al성분의 공급과 함께 규산염 화합물의 제올라이트화 반응에 필요한 

알칼리조건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Na성분도 함께 공급할 수 있기 때문

이다. 

이에 따라 Figure 2는 준비된 폐 LCD 패널유리 시료분말 1 g 기준

으로 NaAlO2의 량을 일차적인 합성조건인 “Al성분에 대한 Si성분의 

몰비”(Si/Al mole ratio) 1.0부터 3.0에 맞도록 첨가한 원료 혼합물에 

1 M 농도의 NaOH용액 20 mL 및 폐유리 분말 10 wt%에 해당하는 

물유리 일정량을 첨가한 다음, 이를 반응기에 넣고 수열반응온도 100 

℃ 조건하에 12 h 동안 수열반응 시킨 후 얻어진 반응생성물을 X선 

회절분석한 결과이다. 본 합성과정에서 1 M NaOH용액의 첨가는 반

응계를 알칼리성을 유지토록 하며, 물유리인 sodium silicate와 함께 

제올라이트 결정 성장을 촉진하는 촉진제로서 작용토록 하였다. 특히 

물유리를 첨가하는 경우의 효과는 예비 비교실험에서 첨가하지 않은 

경우와 반응소요시간에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먼저 Si/Al의 몰비가 1.0인 경우, Figure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제올

라이트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인 sodalite가 관찰되었다. 그리고 Si/Al

의 몰비가 2.0인 경우 A형 제올라이트, Si/Al의 몰비가 2.3 및 2.8의 

조건에서 P형 제올라이트가 생성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Si/Al

의 몰비가 3.0인 조건으로 합성한 경우 아날심(analcime)으로 추정되

는 결정이 생성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P형 제올라이트는 A형 제올라

이트에 비해 Si성분이 조금 더 많은 조성인 경우 생기는 결정상으로서 

A형 제올라이트과 같은 LTA구조이며 A형 제올라이트과 같이 세제 

지지제(detergent builder), 양이온교환제로 사용이 가능하다. 본 연구 

실험에서 Si/Al 몰비 조성에 따라 제올라이트의 결정상의 형성결과는, 

유리질을 산처리하여 Si/Al 몰비 0.5~2.3의 조건에서 결정화하는 경

우 A형 제올라이트가 생성되는 경우와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Si/Al 

몰비가 높아진 2.9의 조건에서 P형 제올라이트가 생성된다는 보고[21]

Figure 1. The apparatus for preparation of zeolite with ion exchange 
ability by the hydrothermal synth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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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그 경향성이 유사하다. 그러므로 폐 유리질을 산처리를 하지 않고 

직접 결정화를 진행한 본 연구의 결과는 산처리를 한 후에 반응을 진

행하는 경우와 거의 유사한 결정화 반응이 진행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폐 LCD 패널유리를 원료로 사용하여 양이온교환 및 흡착능

력을 갖는 제올라이트의 합성을 목적으로 하는 본 연구의 경우 Si/Al

의 몰비 조건은 2.0~2.8의 범위 내에서 적용할 수 있을 알 수 있다.

3.1.2. 폐 LCD 패널유리의 첨가량에 따른 제올라이트 합성

반응물 내에 원료 패널유리의 량을 증가시키면서 결정화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이는 반응계에 알칼리화를 유지하는 조건이 상대

적으로 결정화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Figure 

3은 준비된 폐 LCD 패널유리 시료분말 1 g 기준으로 NaAlO2의 량을 

추가되는 LCD 패널유리 분말의 증가되는 량에 따라 Si/Al 몰비 2.0 

조건을 유지토록 하며, 1 M 농도의 NaOH용액 20 mL 및 폐 LCD 패

널유리 분말 10 wt%에 해당하는 물유리 일정량을 첨가한 조건하에 

폐 LCD 패널유리 분말의 량을 7 wt%에서 48 wt%까지 추가하며 수

열반응온도 100 ℃ 조건하에 반응시간 12 h 동안 수열반응시킨 후 얻

어진 반응 생성물을 X선 회절분석하여 얻어진 결과이다. 또한 Figure 

4는 이러한 각 조건하에서 얻어진 생성물 결정상에 대한 전자현미경 

분석결과를 촬영한 것이다. Figure 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수열

반응 결과 얻어진 생성물의 결정상은 폐 LCD 패널유리가 17 wt% 첨

가될 때까지 A형 제올라이트이 생성되지만 19% 이상을 초과하는 조

건에서는 A형 제올라이트의 결정성장이 되지 않았으며 더 이상의 폐 

LCD 패널유리의 량이 추가될수록 A형 제올라이트와는 전혀 다른 결

정상이 나타남을 보여주었다. 본 합성실험에서 조사된 모든 반응물의 

Si/Al 몰비 조건은 2.0으로 조절하였으므로 생성된 결정이 공히 A형 

제올라이트로 얻어질 것으로 예견되었으나 폐 LCD 패널유리가 19 

wt%를 초과하면 A형 제올라이트로 결정화가 용이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Figure 4의 반응생성물 결정상에 대한 전

자현미경 사진에서 더욱 뚜렷이 확인될 수 있다. 폐 LCD 패널유리를 

추가하지 않은 경우 결정상은 A형 제올라이트의 전형적인 형상인 큐

브 형상이 관찰되며 폐 LCD 패널유리가 19 wt%까지 추가되는 조건

하에서도 공통적으로 이러한 큐브 형상이 생성되나 그 이상을 초과하

는 경우에는 이러한 큐브 형상이 형성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본 반

응계에서 폐 LCD 패널유리의 량이 추가적으로 증가된다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알칼리화를 추진하는 NaOH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감소됨

을 의미한다. 즉 알칼리도가 낮아짐에 따라 A형 제올라이트상으로 결

정화가 저해되는 현상은 본 연구에서 제올라이트를 합성하는 방법이 

자연산 광물에서 유효한 성분을 용해시켜 출발물질로 사용하는 합성

법과는 달리, 원료물질을 함유한 물질인 유리와 같은 물질을 출발원

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정된 상인 SiO2를 결정화 반응에 참여시키

는 것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즉, 제올라이트 합성시 실

리카와 알루미나를 함유한 무정형의 반응물들은 양이온을 갖는 물질

과 혼합된 후 합성온도에서 유도기를 거쳐 결정성의 제올라이트를 형

성하며, 이때 sodium silicate나 sodium aluminate와 더불어 반응계에 

존재하는 강알칼리성의 NaOH 성분은 폐 LCD 패널유리에 존재하는 

SiO2를 제올라이트의 합성반응에 효율적으로 참여시키게 한다. 그러

나 안정된 상인 패널유리로부터 SiO2를 결정화 반응에 참여시키는 것

이 용이하지 않는 경우는 결과적으로 A형 제올라이트의 결정 형성이 

용이하지 않게 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폐 LCD 패널유리를 원

료로 사용하여 제올라이트를 합성하는 경우 알칼리화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반응계 내에서 알칼리원의 농도는 일정 이상의 조건이 

유지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알칼리도가 A형 제올라이트의 

결정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Figure 9의 폐 LCD 패널유리의 첨가에 따

라 합성된 생성물의 이온교환성능을 측정한 결과에서도 확인되며 폐 

LCD 패널유리의 추가적인 첨가는 7 wt%가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한 이유는 추후 Figure 9에서 설명코자 한다.

Figure 2. XRD Patterns of synthetic products according to Si/Al mole 
ratio of feed materials.

Figure 3. XRD Patterns of synthetic products according to amount of 
LCD panel glass added under Si/Al mole ratio of feed materials;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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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수열반응온도 및 시간의 영향

제올라이트의 합성에 있어 결정의 성장과정에 수열반응시간과 반

응온도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수열반응의 온도는 결정화에 매우 중

요하다. 통상적으로 고체물질의 결정화과정은 핵생성과정과 결정성장

으로 구성되며 이 둘의 과정은 온도에 반대되는 특성을 갖는다. 즉 온

도가 낮을수록 핵 생성은 유리하지만 결정성장에는 좋지 않다. 반면 

온도의 상승은 핵형성에는 나쁘지만 결정성장에는 유리하다. 그러므

로 본 연구에서와 같이 제올라이트의 합성에는 이 두 과정의 조건결

정은 제올라이트의 생산성과 밀접한 사안이다. 따라서 앞서 폐 LCD 

패널유리를 원료로 사용하여 양이온교환 및 흡착능력을 갖는 제올라

이트의 합성을 위한 Si/Al의 몰비 조건이 2.0~2.8의 범위가 적절하였

던 결과에 따라 Si/Al 몰비 2.0의 조건과 Si/Al의 조건 2.8의 조건에서 

각각 수열반응시간과 반응온도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였다. 

3.2.1. 조성비 Si/Al = 2.0에서의 반응온도 및 반응시간의 영향

Figure 5는 준비된 폐 LCD 패널유리 시료분말 일정량에 NaAlO2의 

량을 일차적인 합성조건인 “Al성분에 대한 Si성분의 몰비”(Si/Al mole 

ratio) 2.0에 맞도록 첨가한 원료 혼합물에 1 M 농도의 NaOH용액 20 

mL 및 폐 LCD 패널유리 분말 10 wt%에 해당하는 물유리 일정량을 

첨가한 다음 이를 반응기에 넣고 수열반응온도 100 ℃ 조건하에 수열

반응시간을 4 h부터 20 h까지 달리하며 반응 시킨 후 얻어진 반응생

성물을 X선 회절 분석하여 얻어진 결과이다. 그리고 또한 수열반응온

도의 영향을 검토키 위해서 반응의 온도를 100 ℃보다 높은 150 ℃, 

200 ℃에서 각각 4 h 동안 수열반응도 시도하고 그 결과를 함께 도시

하였다. 

Figure 5에서 보면 수열반응온도 100 ℃에서 10 h 이상의 조건하에

서 생성물은 A형 제올라이트의 피크를 나타내고 있으며 12 h 이상 시

간이 경과될수록 결정의 회절선의 강도가 커져 결정성장이 더 잘 이

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 h의 경우는 오히려 결정화가 낮은 것

으로 얻어졌다. 그리고 100 ℃에서 반응시간 4 h의 경우는 결정성장

이 잘 되지 않았다. 그리고 수열반응온도의 영향 및 반응 소요 시간의 

단축 가능성을 보기 위해서 수열반응온도를 150 ℃ 및 200 ℃ 조건하

에서 반응시간 4 h 동안 합성시킨 경우는, A형 제올라이트 결정이 생

성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수열반응온도가 결정화에 

미치는 영향은 전보[18,21]의 결과와 일치되는 결과로서 반응온도가 

높아 제올라이트의 결정화 속도는 빨라질 수 있으나 고온의 경우 상

대적으로 핵형성이 억제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결국에는 제올라이

트 합성에 좋지 않은 결과가 도출되는 것이었다. 수열반응온도 및 반

응시간의 영향이 결정화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반응생성물에 대한 

X선회절분석 결과는 반응생성물 결정상의 SEM분석 결과를 통해 재

차 확인될 수 있다. 

Figure 6은 각각의 반응 조건하에서 수열합성 반응시간에 따른 합

성된 생성물의 SEM사진이다. 생성물에 대한 SEM사진의 결과는 

Figure 5의 각 반응 조건에서 얻어진 생성물에 대한 X선 회절분석 결

과와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다. Figure 5에서 100 ℃, 10 h 조건에서 

얻어진 생성물이 A형 제올라이트 결정의 회절선을 보여주었던 것과는 

달리 결정형상은 A형 제올라이트 결정의 형상인 큐빅 형상이 발견되

지 않았다. 그러나 반응시간 12 h부터 뚜렷하게 A형 제올라이트 결정

상의 형태인 큐빅 형상을 SEM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16, 20 h까

지 반응시간을 늘리면서도 큐빅 형상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반응시간이 12 h인 생성물의 SEM사진과 16, 20 h의 생성물의 사

진을 비교해보면 미세한 입자들까지도 점차 큐빅 형상으로 전화되어 

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폐 LCD 패널유리를 대상으로 “Al성분에 대

한 Si성분의 몰비”(Si/Al mole ratio) 2.0의 조건과 수열반응온도 100 

℃ 조건하에서 결정성장이 제대로 된 A형 제올라이트의 결정을 얻을 

수 있는 수열합성시간은 12 h 이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2.2. 조성비 Si/Al = 2.8에서의 반응온도 및 반응시간의 영향

Figure 7은 준비된 폐 LCD 패널유리 시료분말 일정량에 NaAlO2의 

량을 일차적인 합성조건인 “Al성분에 대한 Si성분의 몰비”(Si/Al mole 

ratio) 2.8에 맞도록 첨가한 원료 혼합물에 1 M 농도의 NaOH용액 20 

mL 및 폐 LCD 패널유리 분말 10 wt%에 해당하는 물유리 일정량을 

첨가한 다음 이를 반응기에 넣고 수열반응온도 100 ℃ 조건하에 수열

반응시간을 4 h부터 24 h까지 달리하며 반응시킨 후 얻어진 반응생성

물을 X선 회절 분석하여 얻어진 결과이다. 그리고 또한 수열반응온도

의 영향을 검토키 위해서 300 ℃ 및 400 ℃에서도 각각 12 h 동안 

반응시켜 얻어진 생성물의 분석결과도 함께 도시하였다. 그 결과, 폐 

Figure 5. XRD patterns of synthetic products depending on 
hydrothermal reaction time and temperature.

(a) 0 wt% (b) 7 wt% (c) 15 wt% 

(d) 19 wt% (e) 24 wt% (f) 48 wt%

Figure 4. SEM images of synthetic products according to amount of 
LCD panel glass ad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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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D 패널유리 시료분말 일정량에 NaAlO2의 량을 일차적인 합성조건

인 “Al성분에 대한 Si성분의 몰비”(Si/Al mole ratio) 2.8의 조건으로 

일정반응온도 및 일정반응시간 조건하에 얻어진 수열반응생성물은 

“Al성분에 대한 Si성분의 몰비”(Si/Al mole ratio) 2.0의 조건하에 반응

시킨 반응생성물과는 다른 결정상이 생성됨을 확인하였다. Figure 7에 

나타낸 바와 같이 생성물의 X선 회절분석결과는 Al성분에 대한 Si성

분의 몰비(Si/Al mole ratio) 2.0의 경우 생성물이 A형 제올라이트를 

나타내었던 것과는 달리 몰비 2.8의 조건하에서 수열반응온도 100 ℃ 

조건하에 조사된 수열반응시간 12 h부터 24 h까지의 전체 조건하에 

얻어진 생성물이 공히 P형 제올라이트의 결정상을 갖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Al성분에 대한 Si성분의 몰비(Si/Al mole ratio)

가 높아질수록 A형 제올라이트에서 P형 제올라이트의 생성이 진행된 

다는 전보[21]의 연구결과와 일치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이 P형 제

올라이트는 A형 제올라이트와 마찬가지로 이온교환 등 동일한 기능

성을 갖는 제올라이트의 결정상으로서 폐 LCD 패널유리 질을 원료로 

사용하여 이온교환 기능성을 갖는 제올라이트를 합성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되는 제올라이트 결정상이라고 할 수 있다. Figure 

7에서 볼 수 있듯이 실제 반응시간 8 h에서도 완전하지는 않지만 P형 

제올라이트의 회절선이 확인될 수 있었으며 반응시간 12 h부터 명확

히 확인되고 반응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회절선이 더욱 확실해짐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24 h 이후의 조건에서는 조사하지 않았다. 이

는 유리질을 원료로 제올라이트 합성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 “Al성분

에 대한 Si성분의 몰비”(Si/Al mole ratio)가 높아질수록 장시간 수열

반응으로 제올라이트를 합성하는 경우 A형 또는 P형이 아닌 소달라

이트(sodalite) 등이 다량으로 생성되고, A형 또는 P형의 순도가 저하

된다는 선행 연구[18,21]결과에 따라 예견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리고 앞서 몰비 2.0에서의 합성반응과 마찬가지고 P형 제올

라이트의 합성시간이 장시간 소요되는바 합성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

안의 접근에서 수열 반응의 온도를 Si/Al 몰비를 2.8로 고정하고 반응

시간 12 h에서 300 ℃ 및 400 ℃의 조건하에서도 수열반응을 시도하

였다. Figure 7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조사된 조건에서 얻어진 생

성물에 대한 X선 회절 분석결과는 A형이나 P형의 제올라이트가 아닌 

Nephelin과 유사한 결정상이 형성됨을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조사된 

조건의 범위인 100 ℃, Si/Al 몰비를 2.0~2.8의 조건에서 지나치게 벗

어나는 경우 유리질을 원료로 제올라이트를 합성하는 경우 A형 또는 

P형 제올라이트가 생성될 수 없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앞서 Figure 2

에 나타낸 바와 같이 100 ℃, Si/Al 몰비를 3.0의 조건에서는 analcime

의 결정상이 얻어짐을 확인한 바 있다. 따라서 “Al성분에 대한 Si성분

의 몰비”(Si/Al mole ratio) 2.8, 수열반응온도 100 ℃ 조건하에 이온교

환성능을 갖는 P형 제올라이트 결정상을 갖는 수열반응시간은 12 h부

터 24 h까지의 범위가 적절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3. 양이온 교환능력

폐 LCD 패널유리를 원료로 합성된 제올라이트의 결정상이 조사된 

각각의 조건하에서 이온교환성능을 갖는 P형 제올라이트 또는 A형 

제올라이트로 확인됨에 따라 본 연구의 조건에서 합성된 제올라이트

의 이온 교환능력을 시험하였다.

3.3.1. 제올라이트 결정상에 따른 양이온 교환능력

Figure 8에 나타낸 바와 같이 폐 LCD 패널유리를 원료로 사용하는 

수열합성 실험을 통해 합성되는 세 가지 결정상 P형 제올라이트, 

Analcime 그리고 sodalite의 경우에 대해 이온교환능력을 조사하였다. 

Figure 8에 나타낸 바와 같이 P형 제올라이트 > analcime > sodalite 

순으로 p형 제올라이트의 경우가 양이온 교환능력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성은 각각 생성된 제올라이트에 따라 세공 입구

의 크기에 의존하는 이온 교환능력에 따른 것으로 폐 LCD를 원료로 

하여 제올라이트를 합성하는 수열합성의 경우도 관련된 많은 연구결

과와 일치되는 경향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폐 LCD 패

널유리를 원료로 사용하여 조사된 조건하에 수열합성을 진행하는 경

우 다양한 이온들을 교환할 수 있는 이온분리제로서 응용이 가능한 

제올라이트의 제조가 가능할 것이다. 

(a) 10 h (b) 12 h

(c) 16 h (d) 20 h

Figure 6. SEM images of synthetic products according to hydrothermal 
reaction time. 

Figure 7. XRD patterns of synthetic products depending on reaction 
time and temperature. Si/Al mole ratio =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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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생성조건에 따른 A형 제올라이트 양이온 교환능력 

Figure 9는 본 연구의 Figure 3의 조건하의 수열합성에 의해 얻어지

는 A형 제올라이트의 경우 양이온 교환능력을 조사한 것이다. 이는 A

형 제올라이트의 결정성장이 반응시간과 폐 LCD 패널유리의 첨가량 

조건에 따른 X선 회절분석의 결과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SEM분석을 

통한 결정상에 많은 변화가 있음이 확인된 바, 이러한 결정상의 성숙

상태가 이온 교환능력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어 이들 변수별로 

얻어진 전체 수열반응조건의 생성물에 대한 양이온 교환 능력을 조사

하였다.

Figure 9를 보면 이온 교환능력은 폐 LCD가 7 wt% 첨가된 경우, 

폐 LCD 패널유리가 12~17 wt% 첨가된 경우, 그리고 20~26 wt% 첨

가된 3그룹으로 나눌 수 있으며 폐 LCD 패널유리의 추가적 첨가량이 

많아질수록 양이온 교환능력은 뚜렷이 감소됨을 알 수 있다. 이는 제

올라이트 결정상의 정상적인 성장이 제올라이트의 양이온 교환성능

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볼 수 있다. 즉 폐 LCD 

패널유리의 첨가량에 따른 제올라이트 생성물은 조사된 전체 조건에

서 공히 X선회절분석상으로는 A형 제올라이트로 확인이 되어질 수 

있으나 이들에 대한 결정상의 SEM분석 결과는 A형 제올라이트의 전

형인 큐빅 형상이 20% 이상의 조건에서는 뚜렷하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다. 실제로 각 조건에서 얻어진 제올라이트 생성물은 폐 LCD 패

널유리가 7 wt% 들어간 생성물이 이온교환성이 가장 높음을 볼 수 있

다. 그리고 회절선상으로는 A형 제올라이트 단일 결정상이 확인되나 

SEM분석으로는 큐빅 형상을 확인키 어려운 20 wt%의 경우나 X선 

회절상으로도 A형 제올라이트로 확인되지 않는 22 wt% 이상의 경우 

이온 교환능력은 매우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폐 LCD 패

널유리를 원료로 이용하여 수열합성에 의해 이온교환능력이 우수한 

A형 제올라이트의 합성을 위해서는 결정상이 큐빅 형상으로 성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폐 LCD 패널유리의 첨가량은 주어진 조건 범

위 내에서는 7 wt% 이하로 유지함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3.3.3. 중금속 흡착능력

Figure 10은 앞서 Figure 9에서의 결과에 따라 원료에 대한 Si/Al 몰

비 2.0 조건을 유지토록 하며, 폐 LCD 패널유리 분말 7 wt% 추가한 

조건으로 수열반응온도 100 ℃, 수열반응시간 12 h 동안 반응 시킨 

후 얻어진 A형 제올라이트 생성물을 대상으로 납과 아연에 대한 중금

속 흡착능력을 조사한 결과이다. Figure 10에서 보면 납 이온에 대해

서는 55%, 그리고 아연이온에 대해서는 34%의 흡착률을 나타내며 아

연에 비해 납에 대한 제거율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납, 아연 

이온에 대해서 시간에 따른 제거율을 보면 흡착 시간이 지속됨에 따

라서 제거율이 증가되어지나 흡착반응시간 13 h 이상에서는 평형치에 

도달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폐 LCD 패널유리를 이용하여 이온교환

능력 및 중금속 흡착 능력이 양호한 A형 제올라이트를 제조할 수 있

으며, 폐 LCD 패널유리의 추가 첨가량을 낮추거나 조절함으로서 A형 

제올라이트를 고순도화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고성능의 수질 정화

제, 토양 개량제 등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4. 결    론

(1) 폐 LCD 패널유리는 수열합성방법에 의해 우수한 이온교환능력

을 갖는 제올라이트의 제조를 위한 원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폐 

LCD 패널유리의 획기적 재활용 방안이 될 수 있다. 

(2) 폐 LCD 패널유리를 원료로 사용하여 이온교환능력을 갖는 제

올라이트의 제조를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폐 LCD 패널유리의 Al

성분에 대한 Si성분의 몰비는 2.0~2.8, 수열반응온도 100 ℃, 수열반

응시간 12 h이다. 

Figure 8. Cation exchange capacity according to zeolite types obtained 
from hydrothermal synthesis of waste LCD panel glass.

Figure 9. Cation exchange efficiency of synthetic A type zeolite with 
reaction time.

Figure 10. Removal efficiency of heavy metal of synthetic A type 
zeolite with reaction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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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기조건에서 Al성분에 대한 Si성분의 몰비를 2.0으로 하는 경

우 A형 제올라이트가 합성되며, 몰비를 2.8의 조건으로 유지하는 경

우 P형 제올라이트의 생성된다. 

(4) 상기조건하에서 폐 LCD 패널유리를 이용하여 제조된 A형 제올

라이트는 양호한 이온교환능력 및 중금속 흡착능력을 보여주었으며, 

결정상이 큐빅상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할수록 이온 교환능력은 양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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