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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aAl (OH)2 CO3 was synthesized using colloidal earth (Allophane) as the starting meterial and some 
•of its were studied in detail.

It was found that Dawsonite was formed in the pH range (pH 12. 5^12. 0) that the concentration of 
HCO3~ was just begun to increase and the presence of HCO3~ in the product was clarified from the 
infrared absorption spectrum. The chemical formular of Dawsonite was therefore presumed as NaAlO 
(OH) HCO3. From the results of X-ray powder diffraction, both peaks at 5. 7 A and 2- 8 A were observed, 
and fibrous crystalline structure was observed from electron micrograph and also found from the micr

oscopic electron diffraction at 5. 7 A. Therefore the fibrous axis was considered as)A1( 

■direction.
True specific gravity of Dawsonite was 2. 44 and its porosity was 91- 4%, It was practically insoluble 

in water, but decomposed in the boiling water to form Pseudo Boehmite. Stable pH range of Dawsonite 
was about 4. 5〜11. 5. From the results of D. T. A. and T. G. A., it was observed that CO2 was liberated 
■at 350°C, and H2O at 650° C, and converted into strongly hygroscopic NaA102, which was easily- 
decomposed in water into jS-A1(OH)3 (Bayerite) and NaOH.

丄序 論

膠質土를 出發物로 하여 合成한 Dawsonite 의 確認 

과 그 Dawsonite 의 properties 를 여 러 가지 實驗과 X- 
線回折，電子顯微鏡觀察D.T.A., T.G.A.,赤外吸收 

스펙트럼 등에 依하여 究明하였다. Dawscmi坨의 合成 

에 關하여는 아직까지 文獻에서 찾아 보기 힘들고 지금 

까지 이 산화탄소吹込法⑴에 依한 Alumina 製造時의 夾 

雜物로써 生成되었을 可能性은 있으나 그것도 다만 洗 

滌하기 힘 드는 Na 化合物이 있 다는 程度였 다.

本實驗은 이의 Properties 를 究明함으로써 工業的 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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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권 상 욱

用價値를 찾아 내는 길잡이로 하고자 함에 目的을 두 

었다고 하겠다.

Dawsonite 의 工業的 利用에 關하여는 이미 早稻田大 

學 理工學硏究所 論文集에 發表한바도 있거니와 本報 

는 第一報 膠質土를 出發物로한 Dawsonite 의 合成에 

이 어 第二報로써 合成 Dawsonite"心의 properties 究 

明이 그 目的이며 實驗結果는 構造의 推定과 示性式의 

決定을 비롯하여 몇 가지 properties 를 確認할 수 있게 

하였다.

2.實 驗

試料는 第一報의 方法에 依한 膠質土를 出發物로 하 

여 合成한 Dawsonite 를 X-線回折로 確認하여 化學分 

析에 依하여 純度 99% 以上의 것을 使用하였으며 實 

驗에 使用 한 試藥은 모두 日本 Takahashi pure Chem- 
ical Co. 의 試藥一級品을 使用하였 다.

實驗方法

合成方法은 第一報와 같고 거기서 合成된 高純度의 

試料에 依하여 다음의 實驗 및 測定을 行하였다.

O pH : glass 電極式 pH 計를 使用하여 測定

C)X-線回折 : 건조시 약을 粉碎하여 自記式 X-線回折 

計(CuKa/Ni) X-ray Diffract. Meter "D-3F”(日本理 

學電機株式會社製)를 使用

O 電子顯微鏡 : 檢鏡試料를 seat mesh 에 바른 Collod
ion 支持膜上에 실어 Electron Micrography (HUH, 
HITACHI) 를 使用하여 觀察

O 不差熱分析, 熱分析 : 高純度의 Dawsonite (85°C 生 

成物)을 110°C 에서 3 時間 건조한 것을 試料로 하며 

日本理學電機株式會社製D. T. A. T.G.自記式同 

時 分析器를 使用하여 測定하였다.

3- 結果 및 考察

3-1 Dawsonite 의 生成에 對한 溫度의 영향.

NaAl(OH),(OH》溶液에 30°C, 40°C, 60°C, 85°C, 
에 서 CO2 gas 吹込하여 析出시 킨 生成物의 X-線回折 

(第一報)에 依하여 (Fig.l) 40°C 以上의 析出物만이 

Dawsonite 의 peak 가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고 이 의 電 

子顯微鏡사진을 Fig. 2 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40°C 
生成物은 纖維狀生長을 볼 수 없고 6俨C 生成物은 纖維 

狀生長이 始作됨 을 볼 수 있고 85°C 生成物은 完全 

히 纖維狀으로 生長되 어 Alumina 水和物과 明確히 區 

別할 수 있다, 이들의 分析結果는 40° 生成物은 Daw・ 
sonite 5. 3% (wt.), 60°C 生成物：42% (wt.), 85°C 
99.2% : (wt.) 이었다. 分析方法은 乾燥試料中의 Na 量 

을 Dawsonite 生成量으로 換算하였 다. 換算係數는 2 6 
이며 母液에서 含入된 Na (約 0.4%)는 實驗値에서 差 

引했다.

또 Fig. 1 에서 볼 수 있는 X-線回折結果도 溫度가 높 

을 수록 結晶性이 좋아져 있다.

本實驗結果는 試料의 [Na+]=3.2g ion 농도 일 때의 

것이고, Dawsonite 의 生成率은 ① NaO/AQ^ 의 比가 

높을 수록 ② 이 산화탄소吹込速度가 클 수록 또한 ③ 

反應終了時의 pH 가 낮을 수록 높아진다는 것은 別報 

에서도 言及한바가 있다.

10 20 30 40 50 60

2H（CuKa）

Fig. 1-a The X-ray powder diffraction pattern of the product obtained from the 

reaction of NaAl （OH）4（OH2）2 end CO2 하 8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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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 •______________  ， _______________ I 八 - I
10 20 30 40 50 60

渺 (C 나M)

50 60 7015 20
20(CuKa)

Target Cu, Count Full Scale 400c/sec, Scanning Speed 2°/min, Filter Ni, Scale Fa다er 

8. 사2) speed 2 cm/min, Voltage 30 KVP, MuHi이ier 1. Divergence Current 15 mA 

Time consf, 2 sec, Scatter
Fig. 1 -c The X-ray powder diffraction pattern of the product obtained from the reaction of 

NaAI(OH)4(OH2)3 and CO2 at 30°C.

Fig. 2- Electron micrographiy of Dawson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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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Dawsonite 의 纖維圖形

電子顯微鏡 사진에서 纖維狀結晶이 確認되고 X-線回 

折에 서 d value 5. 7 과 2. 8의 높은 peak 를 볼 수 있는 

高純度의 Dawsonite （85°C 生成物）에 0.1-N. CH3COOH 
를 加하여 10分間 끓인 다음 X-線回折을 行한 結 

果 Fig. 3의 結果를 얻 었다.

S 10 20 30 40
20

4
50

Fig. 3. The X-ray powder diFFraction pattern cf 
the product obtained from dawsonite was 

treated in the boiling 0- 1 N-CH3COOH 

aqeous Soln.

Fig. 3 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結晶은 相當히 붕괴 

되 어 있음을 認定할 수 있으나 5.7 A, 2. 8 A peak 는 

그대로 남아 있다. 이것온 斜方晶系에 屬하는 Dawso- 
nite 結晶格子（5）（a：6. 76 A, b：10. 42, c：5.6）의 軸에 一 

致한다. C軸의 길이 5.6 A 이 A1 에 6配位한 酸素原 

子價間距離 2.8 A의 2倍라는 것을 考慮하면 이 方向 

은〉A1〈:〉A1〈:〉A1〈 의 結合連鎖方向임을 推定 

할 수 있다. Table 1에서 Dawsonite 의 X-線回折의 本

Table 1

D이e from 
Reference^5

D아a From Calculated 
ValueFig. 1-b

dA i/L dA I/Ii dA

5.7 100 5.7 100 5. 67
3. 385 16 3.38 19 3.38
3. 026 12 3. 02 14 3.089
2.787 8 2. 78 16 2.788
2. 607 8 2. 61 14 2. 60
2. 504 2 2.5 8 2. 511
2.156 1 2.15 7 2.156
1.993 10 1.99 13 2. 075
1.730 2 1.73 9 1.736
1.690 14 1. 69 13 1.69

實驗測定値와 文獻®의 面間隔 및 1/1。는 Dawsonite 
單位格子로써 計算한 面間隔과 잘 一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3 比重 및 氣孔率

X-線回折에 서 Dawsonite 로 確認되 고 分析結果 99% 
以上의 純度를 가짐 이 確認된 85°C 生成物은 團粒構造 

로써 假比重이 大端히 작으며 손꾸락으로 쉽게 微細하 

게 만들 수 있을 程度이다. 따라서 氣孔率이 大端히 

크다. 假比重의 測定은 20ml mess cylinder 에 試料를

Fig. 4 Infrared absorption spectrum of dawsonite in a KBr pellet. The fundamental 
vilbralion bands are assigned with regard to the bond involved and the type 

oF deformation, a and n are sfretching and bending mode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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넣고 cylinder 를 옆으로 눞혀도 그 表面이 허 터지지 않 

을 만큼 밑바닥을 두들겨서 測定하고 眞比重은 “루一 

샤데리아'' 比重計를 使用하였다. 또 氣孔率은 假比 

重과 眞比重을 각각 A.B 로 하여 다음 式에 依하여 求 

하였다.

假比重0. 21,眞比重2. 44

氣孔率=(1一彳一)x100=91.4 (%) 

그 氐 振動이 나타나 있는 것으로 보아 NaHCQ 에서와 

같이 3個의 O 原子가 同價가 아님을 볼 수 있고 CO3 
group 의 吸收는 NaHCQ 의 HC0- 의 스펙 트럼 과 類 

似하다. 따라서 Dawsonite 의 示性式을 NaAl(OH)2CC)3 
보다도 NaAlO(OH)HCO3 로 나타내는 것이 타당할 것 

이 다. 이 點은 Dawsonite 生成이 12附近에 서 始作 

된다는 事實과도 關聯을 갖고 生覺하면 HCO厂 가 關係 

하고 있다는 것은 쉽게 理解가 간다.

Table 2. THE INFRARED ABSORPTION SPECTRUM OF DAWSONITE.

The Values were obtained from a higher resolution Spectrophotometer 
than the trace illustrated in Fig. 4

Wave Number(Cm-1) Wave leng»h Assionment Wave Number(Cm-1) Wave Length Assignment

3. 280
1.550
1.390
1.098

95 히
9 세

0.55 OH. y 8651 11.61\ CO3 y2
6.35 CO3y3 845J 11.79/ (bending modes)
7.15 " 7271 13.68\ C0 以
9. 1 OHd 690j 14.33/ (bending modes)

10. 48) CO3 3
10. 64/ (OH-A1 bending modes)

3-4 Dawsonite 의 赤外吸收 스펙트럼

110°C 에서 3시간 건조한 Dawsonite (85°C 生成物) 

를 다시 眞空건조시킨 후 KBr 錠劑法에 依하여 試料濃 

度 1%로 赤外吸收 스펙트럼을 測定하였다.

그 結果을 Fig. 4 및 Table 2에 나타낸 다. 各吸收 

帶의 歸屬은 Alumina 水和物⑺ Na2CO3, NaHCO3<l5>^ 

등의 스펙트럼을 參考로 하면서 行하였다. 또한 天然 

Dawsonite®의 赤外線 스펙트럼과 比較도 行하였든바 

거 의 一致하였으며 Dawsonite 結晶中의 CO3 group 은

3 5 Dawsonite 의 瑕燒에 依한 分解

Dawsonite 을 silica tube속에서 1000°C 로 加熱하여 

發生하는 가스를 Ca(OH)2 溶液에 유도하여 白沈에 依 

하여 C0 임을 確認하였다. 發生 가스의 유도장치는 

Silica Tube 의 한쪽으로 Ca(OH)2 용액 을 通過시 킨 空 

氣를 보내고 Silica Tube 의 한쪽은 Ca(OlL)로 가스를 

유도하여 가스가 逆流하지 못하도록 Aspirator 로 吸引 

하였 다. Dawsonite 의 嘔燒 結果는 Table 3 에 나타내 

는 바와 같이 實驗 各回의 減率이 거의 一定하며 그것 

은 다음의 計算値와 一致함을 알 수 있다.

Fig. 5. X-ray pattern of anhydrous NaAlO2 which wat obtained from 

Dawsonite Calcinated at 70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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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AICO3(OH)2 —> NaAIO2 + CO24-H2O
144 82

m^=..144-82_ x 100=43.05 (%)
Dawsonite 의 暇燒에 依한 生成物은 NaAlO? 일 것 이 

라는 것은 豫想하였지 만 그 X-線回折에 依하여 NaA102

Table 3

煖燒前 煨燒後 減量 減率

Sample 1 200mg 112.4mg 87. 6m홍 43. 8%
〃 2 534 304 230 43.1
” 3 500 285 215 43.0
" 4 1000 562 438 43.8
" 5 800 458 342 42.8

임 을 確認하였다. Fig. 5 와 Table 4<9)에 結果를 나타 

낸다.

Fig.5 에 나타나 있는 46A 및 4.15A 의 peak 는 

NazAlQ/w의 存在를 말하여 주고 있다. 本頫燒에 依 

하여 生成된 NaAlO, 는 吸濕性이 大端히 强烈하여 空 

氣 중에서 쉽게 진득 진득한 狀態로 變한다.

Fig. 6 에 NaAlOz 가 30°C 關係濕度 50% 下에서 吸 

濕하는 量을 每時間 測定하여 그 結果를 나타낸다.

Table 4

D미a from Fig. 5
Sam미e was Obtained 
from Dawsonite 
C이cinated at 700° C

NaAlO2 D머a from 
2^0985 Index to 
the powder 
Diffraction File (1964)

dA I/Ii dA l/L

4.2 49 4. 20 40
2. 92 93 2. 92 80
2. 68 90 2.68 80
2. 59 100 2.59 100
2. 55 100 2. 55 100
1. 95 44 1. 95 40
1.87 31 1. 87 30
1.76 35 1.76 40
1. 59 43 1.59 40

Fg. 6 의 Sample A 는 1100°C 煜燒物, Sample B 는 

1000°c,, Sample C 는 800°C 煖燒物이 다.

Sample A, B, C 모두 時間에 는 差가 있 으나 44%, 
88% 吸濕의 部分에 變曲點을 볼 수 있다. 그것은 다 

음 式의 變化로 生覺된다.

+ 2H2O +2H2O
NaA102------ > NaAI(0H)4------ > NaAI(0H> (OH2)2
82(式量) 118 154

° 20 40 60 80 100 nb-

time (hr)

Fig. 6. Woter Absorption rate of anhydrous 

NaAlO2 which was obtained from 
Dawsonite calcinated at 700° C to the 

standing time at the diHerent Condition 

of humidify.

3-6 Daws。요te 의 電子顯微鏡觀察

本實驗에서 合成한 生成物에 對하여 顯微鏡觀察을 

行하였다. Fig. 2에 그 電子顯微鏡 사진을 실 었 다. 

40°C 生成物은 團粒構造이 며 70°C 生成物은 表面에 纖 

維狀의 生長이 認定되 며 85°C 生成物은 分明히 纖維 

狀임이 確認된다. 이 러한 構造로 因하여 Dawsonite 의 

濾過性이 大端히 좋다는 것은 쉽게 理解할 수가 있다.

3-7 Dawsonite 의 熟天秤分析 및 示差熱分析

本實驗에서 合成한 Dawsonite 를 日本理學電機株式 

會社製의 自 記式 D.T.A. 및 T. G. A. 同時分析機를 

利用하여 測定하였 다. 그 結果는 Fig. 7에 나타내 는 

바와 같이 D.T.A. 에 있어서 70°C 附近에서 少量의 吸 

熟을 볼 수 있으며 試料 70mg 에서 0. 8 mg 의 減量이 認 

定된다. 350°C 附近에서 큰 吸熱 peak 가 나타나고 同 

時에 試料의 減量이 約 21 mg 으로 認定되 며 630°C〜 
1150°C 까지 의 試料의 減量이 8.7mg 强, 1150°C 以後 

는 試料의 減量을 볼 수 없다. 以上의 結果로부터 推 

定하면 70°C 의 吸熱 및 試料의 減量은 附着水의 擧動 

으로 生覺되 며 350°C 의 吸熱 peak 는 CQ 의 分解로 

生覺된 다. 試料의 減量 21mg 은 NaAl(0H)2C0, 1 mole 
에서 CO? 1 mole 이 없어진 다음식

144(N^A.1(OH)2CO3) x (試料重量 70mg-0.8mg) 

=21mg 과 一致하고 있 다. 650° C 以後의 8. 7 mg 의 

減量은

Journal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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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9
1
°
-
3-

--a
M

Temp(° C)

Specimen weight 70 mg. Standard Sample 
tr-Al2O3. Thermo-couples PR (Rh 13%) Sens
itivity of D. T. A. 土250 ,t!V. sensitivity of T. G. 
A. 100 mg/Fs, Heating rate 10°C/min. Chart 
Speed 120 mm/min. Atomosphere Air
Fig. 7. Curve oF D. T. A. T. G. A of Dews。시te

冨在，X(70mg-0. 8mg) W8. 7mg 

에 一致한다. 다시 D.T.A 및 T.G.A 를 行한 試料는 

X-線回折에 依하여 Fig. 5 와 同一한 結果를 얻 었 다. 

이 는 NaA102 이 다.

3-9 NaAIQ 의 分解에 依한 Bayerite⑴)의 生成

Dawsonite 는 물에 不溶性이나 이를 煨燒하여 C0 와 

HQ 를 放出시키면 大端히 吸濕性이 强하며 水中에서 

容易하게 分解하든 NaAlQ 로 된 다. NaAK?2 는 水中

5 10 20 30

20(CuKa)
40 50

』投入하면 즉시 密解되고 다시 새로운 沈澱이 生成 

돤 다. 이 沈澱을 濾過洗滌後 110°C 2時間 건조 시 킨 

후 X-線回折에 依하여 Fig. 9 의 結果를 얻 었 다. Table 
53）와 比較하여 이는 Bayerite 임을 알 수 있다. 文獻 

（技）에 依하면 Bayerite 는 天然으로는 存在하지 않고 알

Table 5

月・Al(。너)3 (8ayerite^ 
Data from Index to 
the powder DifFracHon 
File (12-457)1964

Data from X-ray 
pcftern of sample 
which obtained 
NaAlO2 + H2O

dA I/Ix dA I/L

4. 72 100 4. 72 100
4.36 70 4. 358 85
3.19 25 3. 19 25
3. 08 2 3. 08 2
2. 69 4 3. 69 4 '
2. 45 4 3. 45 4
2. 34 6 2. 34 6
2. 26 4 2. 28 3
2. 21 65 2. 21 65
2.14 4 2.14 3
2.06 2 2. 06 2
1.97 4 1. 97 3
1-91 2 1.94 2
1.83 2 1.83 2
1.76 2 1. 76 2
1. 71 25 1.72 25
1.68 2 1.68 6
1.64 2 1.64 2

60 

Fig. 9, X-ray pattern of Bayerife which wai obtained From the reaction cf NaAiO2 + H2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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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민酸나트륨에 C02 gas 를 吹込하여 分解시 킬 때 析出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前述과 같이 本實驗에서는 알루민酸나트륨에 

C02 gas 를 吹込하여 40°C 以下에 서 는 擬 Boehmite<M> 
를 얻 었다. 50°C 以上에서 도 Bayerite 는 確認할 수 없 

었으며 Dawsonite 만이 判明되 었다. NaAl(OH)2(OH)2 
溶液이 Bayerite 를 容易하게 生成하지 않는데 NaA102 
가 水中에서 쉽게 Bayerite 름 形成한다는 것은 興味있 

는 일이라 하겠다

4.結 論

Dawsonite 의 properties 에 關한 硏究結果 디음과 같 

은 事項을 確認하였다.

Dawsonite 는 纖維狀結晶을 하고 있으며 纖維周期는 

5. 7 A 纖維軸은〉A1A1〈:〉A〈 方向이 며 示性 

式은 NaA10(0H)HC03 로 推定되 며 350°C 에 서 C02 
를 650°C 에 서 HQ(構造水)를 放出하고 NaAlQ 가 되 

며 NaA0 는 水中에 投入하면 즉시 0—A1(OH> 
(Bayerite) 를 生成한다.

附 記

本實驗을 위하여 諸般便宣를 提供하여 주신 日本早 

稻田大學 理工學硏究所에 謝意를 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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