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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odecyldimethylethylammonium (DDDEA), a cationic surfactant, and aluminum metal ions were used with bentonite to

synthesize to synthesize an improved organo bentonite. Among three different synthesis procedure for organo bentonites, alu-

minium-pillared bentonite showed the highest DDDEA sorption, which indicated that aluminium-pillared organo bentonite

would exhibit the highest sorption capacity for organic contaminants. Aluminium pillared organo bentonite also showed a high

sorption capability for phosphorus, while it did not exhibit strong sorption for nitrate. In the meantime, more desorption was

observed with aluminium-pillared organo bentonite than ordinary organo benton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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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본 연구에서는 이보다 더 성능이 향상된 유기 벤토나이트의 제작을 위해 Hexadecyltrimethylammonium(HDTMA)보다 흡

착능력이 더 좋을 것으로 예상 되어지는 양이온성 계면 활성제인 Dodecyldimethylethylammonium(DDDEA)와 금속 이온을

유기 벤토나이트 합성 시 동시에 첨가하여 합성방법에 대한 비교와 인 제거 성능을 비교해 보았다. 다양한 유기 벤토나이트

의 제조 방법으로 실험해본 결과 금속 이온을 이용하여 층간 가교 점토를 합성한 후 DDDEA 계면 활성제 용액을 첨가하

여 합성한 유기 벤토나이트가 계면활성제의 흡착이 가장 좋은 흡착 능력을 보였고 따라서 오염 물질 제거해도 효율 적일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었다. 또한 인의 제거 실험에서도 금속이온 층간 가교 점토에 계면 활성제 용액을 첨가하여 합성

한 유기 벤토나이트가 약 81%의 가장 높은 인 제거 효율을 보여 주었다. 결과적으로 알루미늄 금속의 첨가를 통해 계면

활성제의 흡착이 기존의 HDTMA 유기 벤토나이트보다 더 많이 일어나게 되어 유기 오염 물질의 제거가 잘 이루어질 것으

로 예상 되었고 인의 제거도 잘 이루어 졌지만 탈착 실험에서는 금속 이온으로 인하여 계면활성제의 탈착 또한 잘 일어나

게 되었다.

핵심용어 : 벤토나이트, 양이온성 계면활성제, 금속이온, 인, 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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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오염 물질들을 제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연구

되어져 왔지만 흡착 기술은 산업에서 널리 사용되는 핵심적

인 분리 기술로 자리하게 되었다(Yang 등, 2006). 현장에

바로 적용을 할 수 있다는 장점과 수 처리 공정 등에 사용

되어질 경우 고가의 단계를 거치지 않아 상대적으로 경제적

이고 처리가 쉽다는 점, 또 보통 하나의 짧은 칼럼에서 수

백, 수천의 평형 단이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점에서 흡착은

어려운 분리뿐만 아니라 정제 기술로의 응용에 이상적으로

적합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높은

함량의 점토 광물 중 벤토나이트는 유기 벤토나이트로 개량

되어 오염 예방을 위한 수착제 등으로 널리 이용되어져 오

고 있다(Yoo 등, 2004; Lee 등, 2002). 

기존의 연구에서 계면 활성제를 이용한 수착제의 개발연구

가 특히 많이 이루어져 왔는데 그중에서도 Hexadecyltrime-

thylammoniumbromide(HDTMA)를 사용한 유기 벤토나이트

의 경우 흡착 효율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Boyd 등,

1991; Jaynes 등, 1996; Smith 등, 1991). HDTMA 계면

활성제와의 합성을 통해 만들어진 유기 벤토나이트는 양이

온성 계면 활성제로 인하여 벤토나이트의 층간 거리가 늘어

나게 된다. 이때 이 층간 사이의 성질이 계면활성제로 인하

여 친유기성 성질로 바뀌게 되면서 일반 벤토나이트에 비해

효과적으로 유기 오염 물질을 제거할 수 있다(Xu 등, 1994;

Xu 등, 1997; Zhu 등, 1998; Sheng 등, 1999). 

이번 연구에서는 본 연구실에서 선행 연구 되었던 양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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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계면 활성제인 HDTMA 계면 활성제를 이용한 유기 벤

토나이트(Yoo 등, 2002)보다 성능이 향상된 수착제를 개발

하기 위하여 새로운 양이온성 계면 활성제를 이용하여 합성

하고 이와 함께 금속 이온을 첨가하여 그 성능의 비교를 통

해 새로운 유기 벤토나이트 수착제를 제안하였다. 기존에 사

용 되어져온 양이온 계면 활성제 HDTMA와 비교하기 위해

선택한 Dodecylethyldimethyl-ammoniumbromide(DDDEA)

계면활성제는 HDTMA와 비슷한 분자 구조 형태를 갖지만

분자 구조의 헤드 부분의 인력이 HDTMA 보다 더 강할 것

으로 예상되며 체인 부분의 길이가 조금 더 짧기 때문에

HDTMA 계면 활성제보다 입체효과(steric effect)를 더 적게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대안 계면 활성제로서 선택하게 되었다.

알루미늄 이온은 기존의 연구에서 점토내부 층간 가교 점

토 광물을 만드는데 사용되었다. 점토광물의 층간에 기둥을

세우고 다리를 만드는 것처럼 Al, Fe, Zr, Cr, Ti, Ga, Pd

등의 금속이온들은 층상 광물과 혼합 및 가열 등의 처리를

통해 층간에 삽입되어 금속 산화물의 튼튼하고 규칙적인 기

둥을 만들게 되어 새로운 기능을 가진 소재 개발에 연구되

어져 왔다(Hwang 등, 2002).

이러한 DDDEA와 금속이온의 첨가를 통한 유기 벤토나이

트의 합성은 계면활성제의 영향으로 유기 오염 물질의 제거

가 가능해지고, 또한 금속이온의 영향으로 부분적으로 부영

양화의 원인이 되는 인의 제거가 동시에 가능해지는 등의

이점이 예상되어 수착제의 흡착과 오염 물질들의 제거에 기

존의 수착제 보다 효율적일 수도 있다. 즉 실제 하나가 아

닌 둘이상의 복합오염 물질로 존재할 가능성이 많은 수질

오염 물질을 처리하는데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감 할 수 있

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X-선 회절분석(X-Ray Diffraction,

XRD) 분석과 등온흡착곡선분석을 통해 벤토나이트에 대한

금속 이온의 흡착과 계면 활성제의 흡착을 알아보고 인과

질소의 제거 실험을 통해 금속 이온을 첨가한 수착제가 금

속이온을 통해 인 등의 물질의 동시 제거를 알아보고자 하

였다.

2. 실험 방법 및 분석

2.1. 실험재료

실험에 사용된 벤토나이트는 국내 화학사에서 구입한 상업

용 벤토나이트로서 그 특성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유기

벤토나이트 합성을 위해서는 Aldrich Chemical 사에서 구입

한 양이온성 계면 활성제인 HDTMA-bromide와 DDDEA-

bromide를 사용하였고 첨가한 금속 이온은 알루미늄이온이

며, AlCl3·6H2O를 Aldrich Chemical로부터 구입하여 사용

하였다(순도 99.9%, Table 2). 

2.2. 유기 벤토나이트의 합성 

유기 벤토나이트 합성을 위해 양이온 교환능의 100%에

해당하는 농도의 양이 온성 계면 활성제인 HDTMA

0.016M용액 1L를 벤토나이트 10g과 혼합하여 24시간 동안

교반시킨 후, 증류수로 3번 세척한 후, 80oC의 오븐에서 40

시간 동안 건조 시켰다. 벤토나이트와 합성한 유기 벤토나이

트의 미세 구조는 원소 분석기(Elemental-Analyzer, Elementar

Vario EL)와 X-선 회절 분석기(X-ray Diffraction, Mac

Science MXP-1500)를 이용하였다. 

 등온흡착곡선은 23 ml의 용액을 1g의 벤토나이트와 함께

25 ml 코렉스 바이알에 넣고 24시간 동안 교반시킨 후

Total Organic Carbon(TOC, multi N/C 3000, Analytik Jena

AG)분석을 통하여 분석, 등온 흡착 곡선을 작성하였다(Yoo

등, 2002).

양이온성 계면 활성제인 DDDEA도 HDTMA와 같은 몰

수에서 수착제 합성을 비교해보기 위해 마찬가지로 0.016M

용액을 벤토나이트에 혼합하였다. 이때 첨가하는 금속이온

(Aluminium(III) chloride hexahydrate)은 알루미늄 올리고머

용액 제조 시 사용되어지는 0.2M 수용액을 제조하여 아래

세 가지 방법을 통해 합성하였다(Park 등, 1998).

첫 번째로 10g의 벤토나이트와 400 ml 이상의 알루미늄

금속이온 용액을 먼저 혼합한 후 700 ml의 계면 활성제 용

액을 혼합하여 유기 벤토나이트를 합성하는 방법과 두 번째

로 10g의 벤토나이트와 700 ml의 계면 활성제 용액을 먼저

혼합한 후 알루미늄 금속 이온 용액 400 ml를 혼합하는 방

법, 마지막으로 알루미늄 금속이온을 이용한 층간 가교 점토

벤토나이트를 먼저 합성한 후 계면 활성제 용액을 혼합하여

유기 벤토나이트를 합성 하였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실험에

서의 알루미늄 금속이온은 단지 금속이온 용액만을 주입한

것이었지만 세 번째 실험에서는 알루미늄 올리고머 수용액

을 제조하여 합성 시 첨가하였다. 알루미늄 올리고머 수용액

은 AlCl3·6H2O을 증류수에 녹여 0.2M 수용액과 NaOH를

증류수에 녹여 0.5M 수용액을 제조하고 OH/Al 몰비가 2M

이 되도록 하여 상온에서 24시간 동안 교반 숙성하여 수산

화알루미늄 올리고머를 제조하였다(Park 등, 1998). 제작된

알루미늄 올리고머 용액은 벤토나이트와 함께 24시간동안 교

반한 후 80oC의 오븐에서 건조시켰다. 이렇게 합성된 층간

가교 점토는 점토 내의 금속 양이온들을 [(CH3)3NR]+나

[(CH3)2NR2]+ 같은 형태를 지닌 양이온성 계면 활성제와 이

온 교환시켜 만들어 지게 된다(Pichowicz 등, 2004; Park

등, 1998; Hwang 등, 2002).

Table 1. Properties of the natural bentonite used in this study

Properties Measured values

CEC (meq/100g)
Organic Carbon Content (W/W)

Specific Surface Area (m2/g) - BET method
Swelling (mL/g dry-bentonite)

pH

63.9

0.54

42.7

6.5

9.8

Table 2. Chemical formular and molecular weight of the surfactant and metal ion in this research

Name Molecular Structure

Hexadecyltrimethylammonium (HDTMA)
Dodecylethyldimethylammonium (DDDEA)

Aluminium(III) chloride hexahydrate

[(CH2)15CH3]N
+(CH3)3, M.W.=364.46

(CH3)(CH2)11N
+(CH3)2(CH2CH3)Br− M.W. = 322.38

AlCl3·6H2O, M.W.=3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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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유기 벤토나이트를 이용한 인과 질소 제거 실험 

인과 질소의 실험방법은 공정 시험법을 따랐다(수질오염

공정 시험법, 환경부). 합성한 유기 벤토나이트 1g과 5 mg/L

의 인 23 ml을 25 ml 코렉스 바이알 안에 넣고 24시간 동

안 교반시킨 후 시료를 과황산 칼륨 용액 4%(W/V) 10 ml

를 넣어 마개를 닫고 흔들어 섞은 다음 고압 증기 멸균기에

넣어 가열하였다. 120oC가 될 때까지 가열분해하고 분해병

을 꺼내 방냉 하여 전처리를 하였다. 이렇게 전처리를 한

시료의 상등액을 삼각플라스크에 넣고 몰리브덴산 암모늄아

스코르빈산 혼액 2 ml를 넣어 흔들어 섞은 다음 상온에서

15분간 정치하였다. 이렇게 처리한 용액은 880 nm의 파장에

서 가시 자외선 분광 광도계(UV-Visible Spectrophotometer,

UV-VI 1240,Schimadzu)를 통해 측정하였다.

질소도 마찬가지로 24시간 동안 교반시킨 후 알카리성 과

황산 칼륨 용액 10 ml를 넣어 마개를 닫고 흔들어 섞은 다

음 이렇게 전처리를 한 시료의 상등액을 취하여 유리 섬유

여지(GF/C, 47 mmϕ, Whatman)로 여과하고 처음 여액 5

ml는 버린 다음 여액 25 ml를 취하여 50 ml 비이커에 넣고

염산(1+16) 5 ml를 넣은 후 15분간 정치하고 이렇게 처리한

용액은 220 nm의 파장에서 가시 자외선 분광광도계(UV-

Visible Spectrophotometer, UV-VI 1240, Schimadzu)를 통

해 측정하였다.

2.4. 유기 벤토나이트에서의 HDTMA, DDDEA 탈착 실험

흡착된 HDTMA와 DDDEA의 탈착 여부를 알아보기 위

하여 실험 방법 별로 합성한 유기 벤토나이트 1g을 25 mL

초 순수 증류수와 함께 25 ml 코렉스 바이알에 넣고 교반하

여 시간대 별로 용액을 고액 분리를 위해 25oC, 398 g

force에서 15분간 원심 분리 한 후, 상등액 15 ml의 용액을

총 유기탄소(Total Organic Carbon, TOC)분석을 통해 탈착

된 계면 활성제의 농도를 측정하여 등온 흡착 곡선을 작성

하였다.

3. 실험 결과 및 고찰

3.1. 유기 벤토나이트의 합성

3.1.1. 계면 활성제와 금속 이온

유기 벤토나이트를 제작하는데 있어 양이온성 계면 활성제

와의 합성 시 금속 이온을 첨가하였을 경우 계면 활성제만

을 이용하여 합성한 벤토나이트와의 계면 활성제의 흡착량

을 비교하였다. 계면 활성제의 흡착 경향은 TOC 분석을 통

해 살펴보았다. 또 금속이온 첨가 시 유기 벤토나이트의 층

간 사이의 거리를 비교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 계면 활성제

의 첨가 시 계면 활성제가 팽윤성이 있는 벤토나이트의 층

간 사이의 거리를 넓히면서 흡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계면 활성제와 금속 이온을 첨가 하였을

때에도 층간사이의 거리가 변하게 되는 지를 X-선 회절분석

기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Lee 등, 2002). 벤토나이트의 층

간사이의 변화는 계면 활성제와 금속이온이 첨가되어 벤토

나이트의 층 사이에서 계면 활성제가 부분적인 매개체 역할

을 형성하게 된다. 대부분의 유기 오염 물질은 유기 벤토나

이트의 층간 사이 부분에 흡착되어 지게 되는데 이는 계면

활성제에 의해 형성된 유기 환경 내로 흡수되기 때문이다

(Yoo 등 2004). 이렇듯 층간 사이의 거리가 늘어날수록 더

많은 계면 활성제가 흡착되어 더 많은 유기 오염 물질을 흡

착 시키는 것을 예상 할 수 있다.

금속이온은 벤토나이트의 층간사이를 더 넓어지게 해주는

것 이외에도 알루미늄 올리고머 상태에서 인과 같은 물질의

흡착이 가능하다(Hwang 등 2002). 즉 계면 활성제와 동신

에 혼합하여 유기 벤토나이트를 합성하더라도 금속이온이온

으로 인한 인의 제거가 가능 한지를 인 제거 실험을 통해

알아보았다.

3.1.2. 합성 방법에 따른 금속 이온 첨가 시 유기 벤토나

이트의 영향

계면 활성제와 금속 이온을 벤토나이트와 합성하는데 있어

서 세 가지 방법을 통해 금속 이온을 첨가하였다. 첫 번째

로 금속 이온 용액을 벤토나이트와 교반시킨 후에 DDDEA

용액을 첨가하여 24시간 동안 교반 시켰다. 이 실험 결과의

X-선 회절 분석그래프와 TOC분석 그래프를 Fig. 1(a), (b)

에 나타냈다. Fig. 1(a) 에서 X-선 회절분석 그래프는 식

(1) Brag's law에 의해 계면 활성제가 첨가 되었을 때 나타

나는 피크의 theta값이 작을수록 벤토나이트의 층간 사이 부

분이 더 넓어 진 것을 의미한다(Yoo 등, 2004).

2dsinθ = nλ (1)

여기에서 d는 basal spacing(Å)을 θ는 angle of diffraction

(degree)을 λ는 wave length(nm)을 n은 path differences

Fig. 1 Characterization of the organobentonite by the method

1: addition of DDDEA after mixing the bentonite and

Al3+: (a) XRD analysis and (b) sorption isothe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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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ween the reflected waves which equal an integral

number of wavelengths(λ)을 나타낸다. 그래프에서의 각 피

크의 θ값은 일반 벤토나이트에서는 나타나지 않았고,

HDTMA를 혼합한 유기 벤토나이트는 약 7의 theta값을,

DDDEA를 혼합한 유기 벤토나이트와 금속이온을 첨가한 유

기 벤토나이트의 경우는 약 9의 theta 값을 갖게 된다. 즉,

첫 번째 실험 결과 유기 벤토나이트 합성 시 금속이온 용액

을 첨가하여도 벤토나이트의 층간 사이의 변화는 기존의

HDTMA 계면 활성제를 이용하여 합성했을 때만큼 층간사이

거리의 변화가 생기지는 않았다. 또한 TOC 분석을 통해 작

성한 등온 흡착 곡선 그래프인 Fig. 1(b)의 그래프에서도 금

속이온과 벤토나이트를 첨가한 계면 활성제의 흡착은 기존의

유기 벤토나이트의 계면 활성제의 흡착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처럼 첫 번째 실험방법을 통해 금속이온 용액을

벤토나이트와 먼저 혼합하고 계면 활성제를 교반하는 합성

방법에서는 금속이온의 첨가가 새로운 유기 벤토나이트를 합

성하는데 있어 층간 사이의 거리 변화나 이에 따른 계면 활

성제의 흡착량의 변화는 없었다.

두 번째 실험은 벤토나이트와 DDDEA 용액을 교반시킨

후 금속이온을 첨가하여 24시간 동안 교반 시켰다. 이 실험

결과의 X-선 회절분석 그래프와 등온흡착 그래프는 Fig. 2

(a), (b)에 나타냈다. 두 번째 실험의 결과에서도 Fig. 2(a)를

통해 HDTMA의 유기 벤토나이트의 theta 값은 약 5~6정도

의 값을, DDDEA를 합성한 유기 벤토나이트와 금속이온을

첨가한 유기 벤토나이트의 경우는 약 7사이의 theta 값을

나타냈다. 즉, 첫 번째 실험 결과와 마찬가지로 금속이온을

첨가하여 합성한 유기 벤토나이트는 theta값을 통해

HDTMA를 합성한 유기 벤토나이트만큼 층간 사이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Fig. 2(b)에서도 역시 계면 활성제의

흡착성향이 기존의 유기 벤토나이트의 흡착과 큰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 즉 첫 번째와 두 번째 실험을 통해 금속이온

용액과 계면 활성제 용액을 교반하여 주는 순서와 금속이온

용액은 새로운 벤토나이트의 합성에 있어 영향을 끼치지 않

으며 합성이 된 벤토나이트는 기존의 합성 벤토나이트보다

계면 활성제의 흡착에서도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세 번째 실험은 벤토나이트를 알루미늄 올리고머 용액을

이용하여 층간 가교점토를 먼저 합성한 후 DDDEA 용액을

혼합하여 24시간 동안 교반하여 유기 벤토나이트를 합성했

다. 실험 결과의 X-선 회절 분석 그래프와 등온흡착곡선은

Fig. 3(a), (b),에 나타내었다. 이때 Fig. 3(a)에서 나타난 바

와 같이 층간 가교 점토를 합성한 후 DDDEA 용액을 섞

어준 유기 벤토나이트는 층간 사이의 거리를 알 수 있는

theta값이 6으로 나타났고, HDTMA를 합성한 유기 벤토나

이트의 theta 값이 약 8로 나타났다. 금속 이온 올리고머를

이용한 층간 가교 점토를 만든 후 합성된 유기 벤토나이트

의 theta 값이 더 작게 나타나게 되어 벤토나이트의 층간

사이 간격이 금속이온 올리고머의 영향으로 변화가 생겼다.

이때 Fig. 3(b)에 타나낸 TOC 분석에서도 층간 가교 점토

를 거쳐 합성한 유기 벤토나이트가 계면 활성제의 흡착이

더 많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 할 수 있는데 이는 알루미늄

올리고머의 영향으로 층간 사이의 거리가 더 넓어지게 됨으

Fig. 2 Characterization of the organobentonite by the method

2: addition of Al3+ after mixing the bentonite and

DDDEA: (a) XRD analysis and (b) sorption isotherms

Fig. 3 Characterization of the organobentonite by the method

3: addition of DDDEA after making the Al-bentonite

and DDDEA: (a) XRD analysis and (b) sorption

isothe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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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계면 활성제의 흡착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렇

게 계면 활성제의 흡착이 더 많이 이루어지면 유기 오염 물

질의 제거에서도 더 좋은 효율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3.2 유기 벤토나이트를 이용한 인, 질소 제거 실험

3.2.1. 유기 벤토나이트를 이용한 인 제거 실험 

금속이온의 첨가의 영향이 가장 잘 나타난 세 번째 실험

결과를 통해 합성된 유기 벤토나이트의 유기 오염 물질 제

거 실험을 위해 인 제거 실험을 실행하였다. 벤토나이트,

HDTMA를 합성한 유기 벤토나이트, DDDEA를 합성한 유

기 벤토나이트, 층간 가교 점토를 합성한 후 DDDEA를 합

성한 유기 벤토나이트를 각 1g씩 초기 농도가 0.2 mg/l 인

용액과 함께 교반 시켜준 결과 24시간, 27시간 후의 그래프

와 제거율을 각각 Table 3과 Fig. 4(a)에 나타내었다. 첫

번째 실험과 두 번째 실험에서 알루미늄 이온이 벤토나이트

의 합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인의 제거 실험에

서도 금속이온에 의한 영향은 크게 보이지 않았다. 세 번째

방법을 통해 만들어진 유기 벤토나이트는 금속이온을 통한

층간 가교 점토 과정을 거쳐 금속이온이 분명 유기 벤토나

이트에 존재하기 때문에 기존의 HDTMA 계면 활성제를 이

용하여 만든 유기 벤토나이트보다 인의 제거 효율이 높았다.

이는 벤토나이트에 알루미늄 올리고머가 흡착이 되면서 OH

기와 인의 교환을 통해 인의 제거가 더 효율적이었다.

3.2.2. 유기 벤토나이트를 이용한 질소 제거 실험 

인의 제거 실험과 마찬가지로 질소의 제거 실험에서도 초

기 농도 0.2 mh/l의 질소 용액에서 금속이온의 영향을 받은

세 번째 실험 결과를 통한 알루미늄 올리고머가 합성된 벤토

나이트가 질소의 제거 효율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 했으나

예상과는 달리 모든 유기 벤토나이트가 질소를 제거 하지 못

했다. 이렇게 질소의 제거가 이루어 지지 않은 것은 질소의

높은 해리도, pH 등과 같은 실험 환경 조건의 이유로 사료

되며 향후 이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3.3. 유기 벤토나이트의 계면 활성제 탈착 실험

지금까지의 실험 결과를 통해 금속이온을 올리고머 형태로

Table 3. Phosphorus removal rates in this research (%)

24h 27h

Bentonite - -

Bentonite + HDTMA 0.607 0.655

Bentonite + DDDEA 0.113 0.382

(Bentonite+Al3+)+DDDEA 0.778 0.811

Fig. 4 Removal of the contaminants ((a) Po4
3− and (b) NO3

−)

by the organobentonite by method 3.

Fig. 5 Desorption of the surfactants from the organobentonites

synthesized by three different methods: (a) addition of

DDDEA after mixing the bentonite and Al3+, (b)

addition of Al3+ after mixing the bentonite and DDDEA,

(c) addition of DDDEA after making the Al-bentonite

and DDD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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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 층간 가교 점토를 합성한 후 계면 활성제를 교반시

켜 합성한 유기 벤토나이트가 벤토나이트의 층간 사이 간격

이 더 넓어지게 되고 더 많은 양의 계면 활성제를 흡착 시

킬 수 있었다. 또한 이런 금속이온의 영향으로 인의 제거에

있어서도 더 좋은 효율성을 보였다. 하지만 이러한 유기 벤

토나이트가 현장이나 수 처리 공정에 투입되었을 경우 계면

활성제의 탈착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계면 활성제

HDTMA와 DDDEA의 탈착실험을 수행하였다. 세 가지 실

험 방법으로 만들어진 유기 벤토나이트들의 DDDEA 계면

활성제와 HDTMA 계면 활성제의 탈착을 시간별로 조사해

본 그래프를 Fig. 5(a), (b), (c)에 각각 표시하였다. 

세 번째 실험 결과로 만들어진 유기 벤토나이트가 알루미

늄의 영향으로 DDDEA의 흡착이 더 잘 이루어 졌기 때문

에 탈착 역시 HDTMA보다 덜 이루어 질것으로 예상했지만

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세 가지 모든 유기 벤토나이트가

기존의 HDTMA 유기 벤토나이트보다 계면 활성제의 탈착

이 더 많이 일어났다. 이는 벤토나이트에 먼저 삽입되어진

알루미늄 올리고머의 양이온에 대한 영향으로 계면 활성제

의 헤드 부분의 양이온이 정전기적 반발에 의해 흡착력이

오래 지속 되지 못하였다. 즉, 유기 벤토나이트의 합성 시

초기에는 넓어진 층간사이에 더 많은 흡착은 가능하여도 그

안정성은 떨어졌다. 

4. 결 론

기존에 양이온성 계면활성제 HDTMA를 이용하여 합성된

유기 벤토나이트보다 새로운 벤토나이트를 합성하기 위하여

새로운 계면 활성제와 함께 금속이온을 첨가하여 기존에 만

들어 졌던 유기 벤토나이트와 그 성능을 비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양이온성 계면 활성제인 DDDEA와 금속 이온

알루미늄을 벤토나이트와 합성하는데 있어서 세 가지 방법

을 통해 실험 해본 결과 금속 이온 알루미늄 용액이 아닌

금속 이온 알루미늄 올리고머를 제작하여 벤토나이트에 합

성시켜 층간 가교 점토를 만든 후 DDDEA 용액을 합성한

유기 벤토나이트가 벤토나이트의 층간 사이가 가장 많이 넓

어지게 되어 DDDEA의 흡착이 더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TOC 분석을 통한 등온 흡착 곡선을 통해 나타났다. 

이렇게 세 번째 방법을 통해 만들어진 유기 벤토나이트는

질소 제거 실험에서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인의 제거

실험에 있어서 알루미늄 올리고머의 영향으로 기존의 유기

벤토나이트보다 인의 제거 효율이 더 좋았다. 즉, 기존의 유

기 벤토나이트 합성방법보다 금속이온을 통해 층간 가교 점

토를 거쳐 합성한 유기 벤토나이트가 오염 물질을 제거 할

수 있는 계면 활성제의 흡착을 증가시켜주고 금속이온의 역

할로 인의 제거 또한 향상되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탈착

의 문제점을 보완한다면 금속이온 합성 방법을 통해 기존의

유기 벤토나이트에 비해 효율이 더 좋은 유기 벤토나이트의

합성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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