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5

Korean Chem. Eng. Res., Vol. 48, No. 2, April, 2010, pp. 205-211

Polyaluminumchloride와 NaOH 첨가량에 따른 수산화알루미늄 합성에 관한 연구

황대주*,****,†·조계홍*,***·최문관*·안지환**·한 춘***·이종대****

*한국석회석신소연구소 연구개발실

395-903 충북 단양군 매포읍 우덕리 63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광물자원연구본부 비금속활용연구실

305-350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92

***광운대학교 화학공학과

139-701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447-1

****충북대학교 화학공학과

361-76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성봉로 410

(2009년 11월 20일 접수, 2010년 1월 22일 채택)

Synthesis and Characterizations of Aluminum Hydroxide Using NaOH Additional 

Amounts and Polyalmuniumchloride

Dae Ju Hwang*,****,†, Kye Hong Cho*,***, Moon Kwan Choi*, Ji Whan Ahn**, Choon Han*** and Jong Dae Lee****

*Korea Institute of Limestone and Advanced Materials, 63 Wooduk-ri, Maepo-up, danyang-gun, Chungbuk 395-903, Korea

**Mineral Processing Department, Mineral Resources Research Division,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92 Science-ro, Yuseong-gu, Daejeon 305-350, Korea

***Department of Chem. Eng., Kwangwoon Univ., 447-1 Wolgyedong, Nowon-gu, Seoul 139-701, Korea

****Department of Chem. Eng., Chungbuk National Univ., 410 Sungong-ro, Heungduk-gu, Chung-ju, Chungbuk 361-763, Korea

(Received 20 November 2009; accepted 22 January 2010)

요 약

상·하수 응집제인 폴리염화알루미늄(polyaluminumchloride, PAC)과 가성소다(NaOH)를 이용하여 수산화알루미늄을

합성하고, 가성소다(NaOH) 첨가량 변화에 따른 합성물 특징을 고찰하였다. 이 때 합성된 수산화알루미늄의 특징을

XRD, SEM, PSA로 분석하였다. XRD 분석 결과, NaOH 15g에서는 비정질 수산화알루미늄로, NaOH 20g에서는 깁사

이트(gibbsite)(37%), 바이어라이트(bayerite)(35%), 보헤마이트(boehmite)(28%)의 혼합상(mixed phase)으로 나타났으며,

NaOH 25g에서는 깁사이트(gibbsite)(67%), 바이어라이트(bayerite)(33%)로, NaOH 30g에서는 깁사이트(gibbsite) (83%),

바이어라이트(bayerite)(17%)로 나타났다. SEM 분석 결과, NaOH 25, 30g에서 판형 형태로 분석되었다. PSA 분석 결

과, 수산화알루미늄의 입자 크기는 NaOH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였다.

Abstract − The water-sewage cohesion agent(polyaluminumchloride(PAC)) and NaOH were used to synthesize

Al(OH)
3
. For various additions of NaOH, characteristics of the synthesized Al(OH)

3 
was analysed by XRD, SEM and

PSA. According to XRD analysis, small amount of NaOH(NaOH:PAC=15g:100g) resulted in amorphous form of Al(OH)
3
.

By increasing NaOH(NaOH:PAC=20g:100g), the mixture of gibbsite(37%), bayerite(35%) and boehmite(28%) were

produced. By adding more NaOH(NaOH:PAC=25g:100g), binary mixtures of gibbsite(67%) and bayerite(33%) were

formed. Finally, high addition of NaOH(NaOH:PAC=30g:100g) gave the high concentration of gibbsite(gibbsite:bayer-

ite=83:17). Also, SEM analysis indicated that the product featured the plate form with 20 and 30g of NaOH addition.

Furthermore it was found that the particle size of the product decreased with the addition of NaOH.

Key words: Aluminum hydroxide, Gibbsite, Bayerite, Boehmite, Polyaluminumchloride(PAC)

1. 서 론

대부분의 수산화알루미늄 및 알루미나는 보크사이트 광물로부터

bayer process를 이용하여 생산하고 있다[1-3]. 보크사이트 광물 중에

는 알루미나가 약 50~70 wt% 함유되어 있으며, 보크사이트 광물 종

류에 따라 수산화알루미늄은 3수화물인 깁사이트(gibbsite), 바이어

라이트(bayerite), 1수화물인 보헤마이트(boehmite) 및 디아스포어

(diaspore) 상태로 존재한다[4-8]. 수산화알루미늄은 bayer process로

제조한 백색분말로서, 산, 알칼리와 반응하여 용해되는 특성이 있는

매우 중요한 기초화학 소재이다. 수산화알루미늄은 주로 제련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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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용 원료로 사용되는데, 제련용은 금속 알루미늄 제조에 사용하

는 원료로서 미국, 유럽 등에서 생산되며, 입도가 큰 반면 화학용은

상·하수 응집제인 황산반토, 폴리염화알루미늄, 제올라이트 및 치약,

난연제, 의약품, 세라믹 제조 원료로 사용되고, 반응성이 좋아야 하

기 때문에 제련용에 비해 입도가 작으며 일본, 한국 등에서 제조되

고 있다.

특히 일본에서는 bayer process에서 석출하였던 수산화알루미늄을

알루민산나트륨을 이용하여, 혼합, 가열처리, 용해, 석출 공정으로 고

순도 수산화알루미늄를 생산하고 있다[9-15]. 미국에서는 일반적인

bayer process로 수산화알루미늄의 백색도 향상/입도 제어, 그리고 제

조 공정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의 제거 효율 등 bayer process 개선 방

법 등을 연구하고 있다[16-24]. 또한, 알루미나를 소결하기 위하여 마

이크로웨이브 소결로를 이용, 연소 과정없이 고순도 알루미나를 제

조하는 연구시도가 1990년대부터 시작되었다[25]. 국내에서는 bayer

process를 통한 수산화알루미늄을 제조 및 연구하고 있다[26-28]. 고

순도 알루미나는 bayer process에서 생산된 수산화알루미늄을 원료

로 하여 제조하는 방법과 금속알루미늄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방

법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수산화알루미늄을 원료로 하는 방법은 순

도가 낮기 때문에 별도의 정제 공정을 필요로 하게 되므로 공업적으

로는 대부분 고순도 알루미늄 금속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Bayer process에서 생산된 수산화알루미늄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방법은 금속 알루미늄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방법에 비해 많은 연구

가 시도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일반적으로 보크사이

트를 염산과 반응시켜 제조된 상·하수 응집제(polyaluminumchloride)

를 출발 물질로 사용하여 순도가 높은 수산화알루미늄을 제조하는

것이며, 이 때 제조된 수산화알루미늄의 특성을 분석하여 단일상의

깁사이트(gibbsite)와 결정 형태의 plate와 sphere의 산물 제조 조건을

확립하는 것이다. 향후 제조된 수산화알루미늄을 마이크로웨이브 소

결로의 열처리에 의해서 고순도 알루미나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2. 실 험

2-1. 수산화알루미늄의 합성

알루미늄 화합물의 염기도는 알루미늄과 알루미늄에 결합하고 있는

OH-기의 비율로서 Shultz-Hardy 법칙에 의해서 아래의 식 (1)과 같

이 정의된다[29].

염기도(Basicity)={[OH]/[Al]×3}×100(%) (1)

알루미늄 화합물의 형태에 따른 염기도 계산치를 Table 1에 나타

내었다. 사용된 폴리염화알루미늄(PAC, [Al
2
(OH)

n
Cl

6-n
]
m
,
 
단 1≤n≤5,

m≤10)은 염기도 45%로 Table 1과 같고, 알루미늄을 포함한 무기고

분자 응집제들의 경우, 수용액상에서 가수 분해되어 Al3+ species로

나누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된 PAC는 미주실업(주)의 염기도

45%인 것이며, 규격은 Table 2에 나타나 있다. NaOH는 동해화학(주)

의 순도 98%인 것을 이용하였다.

실험결과의 기준이 되는 Al(OH)
3
 시료는 시약급(동양제철화학(주)

Al(OH)
3
 100%, sample a)인 것을 사용하였다. 이어서 PAC 100g에

15g/L 농도의 NaOH 용액을 10ml/min 투입 후, 1시간 동안 교반 후

여과 및 세척 3회를 실시하여 sample b를 얻었다. Sample c는 PAC

100g에 20g/L 농도의 NaOH 용액을 10ml/min 투입 후, 1시간 동안

교반 후 여과 및 세척 3회를 실시하여 얻은 것이다. sample d는 PAC

100g에 25g/L 농도의 NaOH 용액을 10 ml/min 투입 후 1시간 동안

교반 후 여과 및 세척 3회를 실시하여 얻었다. Sample e는 PAC 100g

에 30g/L 농도의 NaOH 용액을 10ml/min 투입 후 1시간 동안 교반

후 여과 및 세척 3회를 실시하였다. 각각의 sample의 건조는 100 oC

에서 12시간 실시하였다.

2-2. 특성분석

합성된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하여, X-Ray 회절분석기(X-Ray

Diffraction System(model: D/MAX2500V/PC, Rigaku, Japan), Max

power : 18 kW, Voltage : 60 kV, Current : 300 mA, Cu/K-alpha)를 이

용하여 결정 형태 및 정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FE-SEM(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model: S-4300, HITACHI, Japan))을 이용하여 합성된 수산화알루미

늄의 미세조직 및 형상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PSA(입도분석기)(Particle Size Analyzer, model: LS 13320,

BeckmanCoulter, U.S.A)을 이용하여 수산화알루미늄의 입도 크기를

분석하였다.

합성된 수산화알루미늄의 OH 그룹은 FT-IR(적외선분광분석기)

(Fourier Transform Infrared Spectrometer, model : Vertex 70, Bruker

Optics, Germany)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XRD 특성 분석

합성된 수산화알루미늄의 결정상 및 정량분석을 위하여 X-선 회

절 분석기가 사용되었다. Fig. 1은 sample a(raw material-Al(OH)
3
, 100%)

의 XRD data로서, 수산화알루미늄의 결정상은 깁사이트(gibbsite)로

분석되었다. Sample b의 경우는 Fig. 2에 나타나듯이 비정질(amorphous)

Table 1. Basicity of aluminum species

Species Shultz-Hardy OH/Al Basicity(%) Charge per atom

Al3+ 1 0 0 +3

[Al
2
(OH)

2
]4+ 1/2.8 1 33 +2

[Al
3
(OH)

4
]5+ 1/7.1 1.3 44 +1.67

[Al
13

O
4
(OH)

24
]7+ 1/12.4 2.15 82 +0.54

Al(OH)
3

- 3 100 0

Table 2. Specifications of polyaluminumchloride

Characteristic Specifications KS M 1510-1998

Appearance Yellow liquid Yellow liquid 

pH 3.8~5.0 3.5~5.0

Density(20 oC) 1.22 above 1.19 above

Al
2
O
3
(wt%) 10~11 wt% 10.0~11.0

Basicity(%) 45~46 45~46

Sulfate ion(%) 3.5 below 3.5 below

Ammonia nitrogen(%) 0.004 below 0.01 below

Fe(%) 0.005 below 0.01 below

As(ppm) 0.5 below 1.0 below

Mn(ppm) 1 below 15.0 below

Cd(ppm) 0.2 below 1.0 below

Pb(ppm) 1 below 5.0 below

Hg(ppm) 0.02 below 0.1 below

Cr(ppm) 1 below 5.0 be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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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화알루미늄으로 합성되었다. 즉, 적은 양의 NaOH 첨가량에 의

해 결정이 형성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Fig. 8과 Table

3의 FT-IR 피크들에서 볼 수 있듯이 약간의 shift된 값을 보이지만 수

산화알루미늄의 IR 피크들을 나타내고 있다. Fig. 3은 sample c의

XRD와 정량분석이다. Fig. 3에서 sample c의 결정상들은 혼합상으

로, 정량분석 결과, 바이어라이트(bayerite) 결정상 35%, 깁사이트

(gibbsite) 결정상 37%, 보헤마이트(boehmite) 결정상 28%로 분석되

었다. XRF(wt%) 결과는 Al = 38.2%, O = 60.4%, H = 1.4%로 분석

되었다. Sample c의 혼합상의 결과는 PAC(100g) + NaOH 20g의 반

응에서 3수화물의 결정상이 1수화물 결정상보다 쉽게 합성됨을 의

미한다. 한편 Fig. 4에서 보여 진 것과 같이 sample d의 결정상들은

깁사이트(gibbsite) 결정상 67%, 바이어라이트(bayerite) 결정상 33%

로, XRF(wt%)가 Al = 35.01%, O = 62.3%, H = 2.6%로 분석되었다.

Sample d는 sample c와 다르게 보헤마이트(boehmite) 결정상이 존재

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sample d의 NaOH 25g 첨가에

의해서 결정상들이 3수화물인 깁사이트(gibbsite), 바이어라이트

(bayerite) 결정상으로 상전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와 유사하게

sample e에서도 같은 XRD 패턴을 보였다. 또한 sample e의 분석결과

(Fig. 5) 깁사이트(gibbsite) 결정상 83%, 바이어라이트(bayerite) 결정상

17%로 나타났으며 XRF(wt%)는 Al = 34.8%, O = 62.0%, H = 3.2%로

분석되었다. Sample e는 d와 결정상은 동일하게 분석되었지만, 정량

적으로 깁사이트(gibbsite) 결정상이 더 많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이것은 NaOH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결정상이 보다 안

정적인 깁사이트(gibbsite) 결정상으로 합성되는 것을 의미한다.

Fig. 1. XRD analysis of sample a(raw material - Al(OH)
3
).

Fig. 2. XRD analysis of sample b(PAC 100g + NaOH 15g).

Fig. 3. XRD data and quantitative analyses of sample c(PAC 100g +

NaOH 20g).

Fig. 4. XRD data and quantitative analyses of sample d(PAC 100g

+ NaOH 25g).

Fig. 5. XRD data and quantitative analyses of sample e(PAC 100g +

NaOH 3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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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험에서 합성된 수산화알루미늄의 XRD 결과로, NaOH g/

PAC g의 무게비가 증가할수록 수산화알루미늄은 잘 합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PAC 분자식(([Al
2
(OH)

n
Cl

6-n
]
m
)의 Cl− 이온

과 NaOH의 OH− 이온과의 이온 치환 반응으로 상·하수도용 응집제

의 기본 원리로 이온종과의 착화합물의 침강 원리를 이용하여 PAC

와 NaOH 첨가량에 의한 합성이다. Park과 Jin[4]은 3 M NaOH에 상·

하수도용 응집제인 황산반토(Al
2
(SO

4
)
3
)의 몰 비를 변화시키면서 수

열 합성(90 oC, 24시간 교반)하여 단일상의 보헤마이트(boehmite)를

합성하였다. 본 연구는 이와 다르게 상·하수도용 응집제인 PAC에

NaOH의 첨가량을 변화시키면서 합성하였다. 그 결과 혼합상인 깁

사이트(gibbsite), 바이어라이트(bayerite), 보헤마이트(boehmite)가

합성되었다. 혼합상인 나타난 원인으로 Park과 Jin[4]을 비교하여 보

면, NaOH(분자량 40) 첨가량이 PAC(중합도 5,000)에 비해 작은 량에

기인되는 것으로 이온 치환 반응에서 PAC의 분자식(([Al
2
(OH)

n
Cl

6-

n
]
m
)의 Cl− 이온과 반응 이온 간의 이온종인 NaOH의 OH− 이온이 적

어 보다 안정적인 3수화물인 수산화알루미늄의 결정상인 깁사이트

(gibbsite)로 합성이 되지 못하고 그 중간 단계인 바이어라이트

(bayerite) 및 보헤마이트(boehmite)가 합성된 것으로 Fig. 3, 4, 5의

sample c, d, e의 XRD 결과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수열 합성

(온도, 교반 시간)이다. 본 실험은 상온, 1시간 동안 교반하였다.

NaOH 투입량이 약 500 ml부터 gel화가 되었다. Park과 Jin[4]은 수

산화알루미늄을 합성하기 위하여 수열 합성 방법으로 제조하고 있는

데, 본 실험은 비교적 간단한 제조 방법으로 수산화알루미늄을 제조

하는 것으로, 본 실험의 sample들의 XRD 결과로 확인할 수 있는 것

은 수열 합성시의 반응 온도와 반응 시간에 대한 본 실험의 수산화

알루미늄 합성의 기초 실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고, 단일 결정상

을 제어하기 위한 반응 변수들 찾을 수 있었다. 반응 변수들은 NaOH

첨가량, NaOH 투입 속도, 교반시간, 온도 등이다.

3-2. SEM 특성 분석

합성된 각각의 sample들의 형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FE-SEM 분석 장

비를 사용하였다. 각 sample a, b, c, d, e의 SEM 이미지들을 Fig. 6에

나타내었다. 여기서 sample a는 시약급 수산화알루미늄이고, sample

b는 합성된 수산화알루미늄으로 Fig. 2의 XRD 분석 결과, 비정질 수

산화알루미늄이다. Sample c는 합성된 수산화알루미늄으로 sample

b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Sample c의 XRD 분석결과는 혼합

상인 깁사이트(gibbsite), 바이어라이트(bayerite), 보헤마이트(boehmite)

로 구성되었지만, SEM 이미지 분석결과 특별한 형태는 나타나지 않

았다. 합성된 수산화알루미늄 sample d 및 e 판형에 가까운 형태로

나타났다. 그리고 SEM 분석 중 sample d와 e는 SEM의 전자 빔의

전자를 흡수하여 SEM 이미지 상이 흐릿하게 나타났다. 이 현상이

깁사이트(gibbsite)와 바이어라이트(bayerite)의 혼합상에서 나타나는

지 단일상에서도 나타나는지는 본 실험결과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

그리고 sample b, c에서는 sample d, e와 같은 SEM의 전자 빔의 전

자를 흡수하지는 않았다. 본 실험 결과의 SEM 특성 분석결과로는

혼합 결정상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3-3. PSA 특성 분석

입도 분석기(PSA)를 통해서 합성된 각각의 sample들의 입도 분포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산매로는 에탄올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Fig.

7)에 의하면 sample a의 d
50

 값은 53.51µm, sample b의 d
50

 값은

8.460µm, sample c의 d
50

 값은 10.830µm, sample d의 d
50

 값은

4.608µm, sample e의 d
50

 값은 3.194로 나타났다. 즉, SEM 이미지

분석결과로 보여 진 수산화알루미늄의 입자 크기와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는 PAC에 NaOH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합성된

수산화알루미늄의 결정 성장 시 입자 크기가 작아지는 경향으로, 이

영향은 NaOH g/PAC g의 무게비가 증가할수록 PAC의 분자식

([Al
2
(OH)

n
Cl

6-n
]
m
)의 Cl− 이온과 NaOH의 OH−

 이온이 이온 치환 반

응이 잘 되어 NaOH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입도 범위는 감소하였다.

3-4. FT-IR 특성 분석

합성된 수산화알루미늄의 OH 작용기 그룹을 분석하기 위해서 FT-

IR 장비를 이용하였다. Fig. 8은 각각의 sample들의 FT-IR 분석 그래

프이고 Table 3은 sample a, b, c, d, e와 깁사이트(gibbsite)[5-7] 및

보헤마이트(boehmite)[7]의 수산화기의 적외선 흡수 값이다. Sample

a는 시약급 수산화알루미늄으로 Table 3의 깁사이트(gibbsite)[5]와

깁사이트(gibbsite) [7]의 sphere와 plate의 shift된 값을 보인다. 그러

나 FT-IR 피크 상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Fig. 6의 SEM 이미지 상이

확연하게 분석되지는 않았다. Sample b는 Fig. 2의 XRD 분석결과

비정질 수산화알루미늄으로 판명되었으며, FT-IR 분석 피크 값인

Table 3에서 약간의 shift된 값을 보이고 있지만, 수산화알루미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Sample c는 Fig. 3의 XRD date 및 정량분석 결

과, 혼합상인 깁사이트(gibbsite)(37%), 바이어라이트(bayerite)(35%),

보헤마이트(boehmite)(28%)로 Table 3의 깁사이트(gibbsite)[5-7]와

보헤마이트(boehmite)[7]의 수산화기의 값을 보이고 있지만, 혼합상

으로 IR 피크 값으로 확연하게 구별할 수 없었다. Sample c의 혼합

상과 다르게, Park과 Jin[4]의 연구에서는 알루미늄의 소재로 이용된

Fig. 6. SEM images of synthesized aluminum hydroxide - sample a(alu-

minum hydroxide - raw material), sample b(PAC(100g) + NaOH

(15g), sample c(PAC(100g) + NaOH(20g), sample d(PAC(100g) +

NaOH(25g), sample e(PAC(100g) + NaOH(3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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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 응집제인 황산반토(Al
2
(SO

4
)
3
)와 NaOH의 수열 합성 시 보

헤마이트(boehmite)의 결정상이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합성 조건의

차이로 본 연구에서는 수열 합성을 하지 않고 상온, 상압, 1시간 동

아 교반 하에서 PAC와 NaOH를 합성했기 때문에 혼합상이 존재하

는 것으로 판단된다. Sample d, e는 Fig. 4, 5의 XRD date와 정량분

석으로 깁사이트(gibbsite)와 바이어라이트(bayerite)의 혼합형을 파

악할 수 있었다. 또한 Fig. 8과 Table 3의 FT-IR의 수산화알루미늄

수산화기 피크 값으로 측정된 깁사이트(gibbsite)는 Table 3의 참고

Fig. 7. PSA analysis of synthesized aluminum hydroxide - sample a(aluminum hydroxide - raw material), sample b(PAC(100g) + NaOH (15g),

sample c(PAC(100g) + NaOH(20g), sample d(PAC(100g) + NaOH(25g), sample e(PAC(100g) + NaOH(3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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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깁사이트(gibbsite)[5-7]와 유사한 값을 나타내었다.

4. 결 론

일반적으로 수산화알루미늄의 제조는 bayer process에 의해서 제

조된다. 이에 비교적 값 싸고, 간단한 제조 방법으로 입도 분포가 좁

고, 고순도 수산화알루미늄을 제조하기 위해서 PAC를 이용하여

NaOH 첨가 반응으로 수산화알루미늄을 제조하였다.

PAC에 NaOH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수산화알루미늄의 결정상은

증가되었으며, NaOH 15g일 때 비정질 수산화알루미늄, NaOH 20g

일 때 혼합상(mixed-phase)인 깁사이트(gibbsite) 37%, 바이어라이트

(bayerite) 35%, 보헤마이트(boehmite) 28%로, NaOH 25g일 때는 깁

사이트(gibbsite) 67%, 바이어라이트(bayerite) 33%로, NaOH 30g일

때는 깁사이트(gibbsite) 83%, 바이어라이트(bayerite) 17%로 합성되

었다. 입도 분포는 NaOH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수산화알루미늄의 입

도 크기는 작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SEM 이미지 분석 결과, NaOH

25, 30g에서 plate 형태인 수산화알루미늄을 확인할 수 있었다. FT-

IR 분석 결과, NaOH 15g일 때는 비정질 수산화알루미늄으로 IR 피

크값을 확인할 수 있었고, NaOH 20g일 때는 혼합상인 깁사이트

(gibbsite), 바이어라이트(bayerite), 보헤마이트(boehmite)로 XRD 분

석결과 확인 되었지만, IR 피크 값에서 확연하게 구별되지는 않았다.

그리고 NaOH 25, 30g에서는 XRD 분석결과 깁사이트(gibbsite)와

바이어라이트(bayerite)로서 IR 피크 값에 의해 수산화알루미늄의 수

산화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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