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VoL 35, No. 4, 1991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명반 및 수산화 알루미늄을 이용한 a-AL(6의 합성 ⑴ 

규산 알루미늄광으로부터 순수한 a-Al2O3 추출을 위한 

용해도 모델 계산 및 실험적 검증

割鍾実•崔珍结七•睇奎承•幹良洙•李昶敎* •李關*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화학과 

*충북대학교 공과대학 화학공학과 

(1990. 12. 21 접수)

Alum and Hydroxide Routes to a-Al2O3 (I) 
Calculation of S이ubility Diagram for Extracting the Pure Alumina 

from Alumino-Silicate and its Experimetai Confirmation
Jong-Seok Yoo, Jin-Ho Choy', Kyoo-Seung Han, Yang-Su Han, 

Chang-Kyo Lee*, and Nang-Ho Lee*

Department of Chemistry, College of Natural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151-742, Korea

^Department of Chemical Engineering, Chung Pook National University, Cheong-Ju 360-763, Korea 
(Received December 21, 1990)

요 약. 천연규산 알루미늄광인 할로이사이트 광물로부터 고순도(AAI2O3를 합성하기 위해 황산용액을 

사용한 습식합성법을 이용하였다. 추출된 황산 알루미늄 용액내에 존재하는 각종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각 금속이온의 수산화물과 탄산화물의 형성을 고려, pH에 따른 용해도곡선을 도시하였다. 이를 기초로 a- 
AI2O3의 전구물질인 순수한 암모니움 명반은 pH=L5〜2.5에서, 수산화 알루미늄은 pH = 6〜8에서 각각 

합성하였으며, 이로부터 얻어진(AAI2O3의 순도는 99.7%와 99.0%였다. 여기서 불순물에 대한 정제효과는 

암모니움 명반으로부터 합성된 경우(Na = 0.047%, Si = 0.092%)가 수산화 알루미늄으로부터 합성된 경우 

(Na=0.29%, Si=0.12%)보다 매우 높은 결과를 보였다.

ABSTRACT. High-purity alumina powder was prepared by extracting the natural alumino-silicate 
mineral (halloysite) in H2SO4 solution. For the selective precipitation of alum and aluminum hydroxide, 
the solubility diagram was prior calculated by also considering the formation of hydroxides and carbonates 
for all the metal ions in an aqueous solution, which allow us to control the contamination of impurities 
envolved in the natural minerals. Ammonium aluminum sulfate (alum) and alumium hydroxide could 
be successfully prepared at pH=1.5~2.5 and pH = 6~8, respectively according to our solubility diagrams. 
The purity of alum-and hydroxide-derived CI-A2O3 was determined to be 99.7% and 99.0%, respectively, 
which indicates the former route would be more desirable for the large scale application. It is also 
worthy to note that the impurities like Na and Si were strongly reduced in the former (Na = 0.05%, 
Si = 0.09%) compared to the latter (Na = 0.29%, Si=0.12%).

bauxite광을 이용한 Bayer■법, 무기 알루미늄염의

일반적으로 A12O3 알루미나를 제조하는 방법에는 중화법암모니움 명반의 열분해법8T。, 암모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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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를 이용한 기상 반응법“心 및 금속 알콕사이드 

의 가수분해법13 등 매우 다양하다. 최근 국내에서는 

다량 매장되어 있는 규산 알루미늄계열의 halloysite 

광물을 이용, 고순도의 A12O3 합성에 관해 깊은 관 

심들을 가지고 있는 추세에 있다'"Il 그러나 halloy

site 광물 중에는 매우 다양한 화학 성분으로 구성 

되어 있으므로 순수한 AI2O3만을 선택적으로 추출 

하기에는 매우 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불순성분을 효율적으로 제거하고 순 

수한 a-ALd를 재현성 있게 합성할 수 있는 실험적 

모델20- 22을 세우는데 있다. 이를 위 해서 수용액상에 

존재하는 각 금속이온들의 수산화물과 탄산화물의 

형성에 관한 열역학적 상수값을 이용 pH에 따른 각 

이온종들의 농도변화 곡선을 도시하였다. 이를 기 

초로 해서 순수한 수산화 알루미늄과 암모니움 명 

반의 전구물질을 합성하였고, 열분해 시킴으로써 

최종적으로 a-Al2O3 분말을 제조하였다. 이때 순도는 

ICP 측정에 의한 화학분석으로 비교 검토하였다.

용해도 계산

할로이사이트 원광을 황산처리한 수용액 중에는 

여러 금속 이온종들이 존재하므로, 이들이 물과 반 

응하여 여러 형태의 착이온들을 형성하게 된다. 이때 

각 이온종들의 용해도는 pH의 함수관계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용해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각 

이온종들의 activity를 고려하여야 하는데, 이는 각 

각의 ionic strength(I), 유전상수 및 온도 등을 고 

려해야 함으로 매우 복잡하고 계산이 어려워지게 

된다. 따라서 이를 근사적으로 계산을 단순화 하기 

위해서는 25°C에서 각 이온종들의 1 = 0으로 하여 ac
tivity coefficient(f) = 1로 해줄 필요성이 있게 된다. 

설상 고려한다해도 J. Kielland25에 의하면, 여러 이 

온종들에 대한 activity coefficients의 계산결과 여 러 

범위의 ionic strength(10T<I<10「i)에서 f=0.1~ 

0.99임을 얻게 되었다. 이는 logarithmic scale의 용 

해도곡선상에는 pH 에 따른 각 이온종들의 농도 

( — log Ci) 값이 단지 10-1 order 정도 밖에 변하질 

않게 됨으로 최적의 합성조건을 결정 짓는데에 있 

어서는 별로 문제가 되질 않는다. 따라서 수용액 

중에 존재하는 각종 금속 이온종들의 수산화물과 

탄산화물의 형성에 관한 열역학적 평형상수값과 고 

체의 용해도적(7次屁 2)으로부터 pH에 따른 각 이 

온종들의 용해도 변화를 도시하였다. 이 때 본 연 

구에 사용한 출발물질인 halloysite의 화학조성식은 

AlzSizSCOH"이나 천연광물임으로 여러 가지 금속 

이온에 의한 이질동상치환(isomorphous substitu
tion) 및 불순물이 존재함으로 원광을 분석하여(Ta- 
ble 1) 각종 불순성분들의 계도 고려하면서 용해도 

곡선을 계산하였다.

금속 수산화물의 용해도 계산. AbSiQCOH),계 

를 예로써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수용액내에서의 

반응은 아래와 같고

log K 
SiO2( amorph.) + 2H2O = H4SiO4 —2.7

1/2 Al2Si2O5(OH)4(s) + 5/2 H20

=AF + + HSQ + 30H- -38.7

1/2 Al2Si2O5(OH)4 + 5/2 HQ+OH-

= Al(OH)4 + H4SiO4 -5.7

이들의 식을 pH 의존성의 함수로 표시하면,

loglHiSiQ] = — 2.7

log[Al"] =

—loglHiSiQ] ~ 31og[OH - — 38.7 = 6—3pH 

log[Al(OH)" =

—log[H4Si04] + logEOH「] — 5.7 = -17 + pH

이들을 도시하면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같은 

방법으로 halloysite 광물 및 포함되어 있는 불순물 

들에 기 인된 Al(0H)3, Si(OH)4, Fe(OH)2, Fe(0H)3, 
KOH-2H2O, NaOH, Ca(OH)2 및 Mg(0H)2계에 

대해서 모두 도시하면 Fig. 2~9에서 보는 바와 같다.

금속 탄산화물의 용해도 계산. 탄산화물계를 계 

산 할 때는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가 물 속에 용해 

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CO2 상태로 물

Table 1. Elemental analysis for halloysite mineral 
(wt%)

SiO2 AI2O3 Fe2O3 CaO MgO K20 Na2O SO3 Ig. loss

41.49 31.02 2.70 8.86 0.46 2.08 0.85 0.11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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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 용해되어 있는 것과 凡0와 결합하여 H2CO3 
상태로 존재하는 것을 합해서 H2C0;로 나타내었다.

CO2(g) + H2O=H2CO；

Kh= [H2CO3*]/Pco2= 1O'L5(Xh; Henry constant) 

위의 평형식과 일반적으로 대기 중에서의 Pc°2 = 
I。-3.5임을 이용하면 다음과 같은 이온화도에 대한 

관계식을 유도할 수 있다.

H2CO*= H * + HCO3 log Ki = — 6.3

Table 2. Constants for solubility equilibria of hydroxides and carbonates at 25t (24)

Reaction Symbol for equilibrium constant log K
1. Hydroxides

H2O(1) = H" + OH- -14.00
NaOH(s)=Na+ + OH- 2.25
KOH-2H2O(s) + H+ =K+ +3H2O 1.54
Ca(OH)2(s) = Ca2+ + 2OH- -5.19
Ca2++H2O=CaOH* + OH- 1.15
Al(OH)3(amorph.)+3H+ = Al3+ +3H2O 10.8
A13+ + H2O=A1(OH)2++H" -4.97
A13+ + 2H2O=A1(OH)J+2H+ -9.3
Al3+ + 3H2O = Al(OH)?(aq)+3H+ — 15.0
Al3+ +4H2O=Al(OH)i+4H+ -23.00
2A13+ + 2H2O=Al2(OH)r + 2H+ -7.7
Mg(OH)2(s)=Mg2++2OH- -11.1
Mg2* + H2O=MgOH+ + H+ -16.6
4Mg2+ +4H2O= Mg(OH)r +4H+ -72.3
Fe(OH)2(s)+2H + = Fe2+ + 2H2O -12.85
Fe2+ + H2O=Fe(OH)+ + H+ -9.5
Fe2+ +2H2O=Fe(OH)2+2H - -20.6
Fe2+ + 3H2O=Fe(OH)3+3H+ -31.0
Fe2 * + 4H2O=Fe(OH)厂 + 4H+ — 46.0
Fe(OH)3(s)=Fe3++3OH- -38.7
Fe3* + H2O=Fe(OH)2 + + H* -2.19
Fe眼 + 2H2O=Fe(OHK+ 2H+ -5.67
Fe3+ + 3氏0= Fe(0H)3+3H+ -12.00
Fe3+ +4H2O= Fe(OH)；+4H+ -21.60
SiO2(amorph.)+2H2O = Si(OH)4 -2.7
1/2 Al2Si2O5(OH)4(s)+5/2 H20 - Al3 + + H4SiO4 + 30H - -38.7
1/2 Al2Si2O5(OH)4(s)+5/2 H20+OH ~ = Al(OH)；+ H4SiO4 -5.7
SiO2(amorph.)+2H2O=Si(OH)4 -2.7
Si(OH)4=SiO(OH)i+H+ — 9.46
SiO(OHW= SiO2(OH)l- + H+ -12.56
4Si(OH)4=SLOAOH)*- + 2H+ + 4H2O 一 12.57

2. Carbonates
CO2(g)+H2O=H2CO* -1.47
H2CO*=H+ + HCO3 -6.35
HC0=H+ + CO厂 -10.33
Na2CO3(s)=2Na+ + COi- 1.93
K2CO3(s)=2K+ + CO3 2.35
MgCO3(s)=Mg2+ + COi- — 4.54
CaCO3(calcite)=Ca2+ + COi' -8.42
CaCO3(aragonite)=Ca2+ + CO3- -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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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CO3=H+ + CO32- log 瓦=—10.2

[CO厂] .Lcori
[C0E + 1HC0打 +RCOS Ar

[HCC曰 [HCO时

[CO厂]+ [HCO打+[也源打 &、

EH2COtl _ Eh2co!i
LCOi-] + [HCO3] + [H2CO：] At

위의 식으로부터, [H2CO；>KHXPCO2=10-5=XrX 

a2= Constant 이므로 각 금속의 경우에. 적용하면 

된다. 예를 들어 N/CQ,의 경우를 보면,

Na2CO3=2Na+ +CO3 \ log /侦。= 1.93로부터

[Na+ ] = (Ks4CC片])1/2 = {KJAr a。)1/2

=(瓦。皿/险成叫戍严

=(K“・ [H+y/KHKJSPcs 严

따라서 log[Na-] = lL72-pH를 얻을 수 있고 Fig. 7 
과 같다. 같은 방법으로 각 금속이온의 탄산화물의 

형성으로 인한 K2CO3, CaCO3 및 MgCC*계의 용해 

도곡선을 도시하면 F谚6~9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실 험

암모니움 명반 및 수산화 알루미늄의 합성. 먼저 

산청 지역에서 채취한 규산알루미늄 계열의 halloy
site 원광을 분쇄한 후 2M-H2SO4 용액에 대해 약 

40 wt% 첨가한 후 10演2에서 1시간 반응시키고, 여 

과한 후 황산 알루미늄이 주성분인 여액을 취한다2% 
여기에 각종 불순물의 혼입을 방지하기 위해 전술한 

각종 금속이온의 pH에 따른 용해도곡선을 도시하여 

이를 근거로 순수한 암모니움 명반과 A1(OH)3를 

합성하였다.

a-시Kh 합성. 용해도의 계산결과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암모니움 명반과 A1(OH)3으로부터 

a-ALQ를 합성하였다. a-ALQ의 전구물질을 60°c 

에서 건조하고, SiC 발열체를 이용한 고온용 전기로 

내에서 2시간 동안 하소를 행하였다. 암모니움 명 

반의 경우 110(定에서, 수산화 알루미늄의 경우 1200 
M에서 XRD 분석결과 a-ALQ상이 발견됨으로 이 

온도에서 합성을 행하였다.

순도측정. a-AhQ；분말의 순도는 ICPCLAB TAM 
사 Plasma Scan 710)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황산 알루미늄 용액의 제조. Fig. 1에서 보는바와 

같이 A12Si2O5(OH)4(s) 계의 pH에 따른 용해도곡선 

으로부터 알루미늄 이온의 최대 용출조건을 예측 할 

수 있다. 즉, pH<2의 영역에서는 Al2Si2O5(OH)4^ 
성분이 lmole 이상 용해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초기농도가 10「'mole이라할 때 완전히 

용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3<pH<14의 

범위에서는 10「3mole 이하만이 용해가 가능하다. 

즉, 이 영역에서는 거의 용해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로부터 우리는 A1”이온이 최대로 용출할 

수 있는 적절한 pH 영역은 오로지 산성영역인 pH< 
2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영역에서 가능한 최 

대한의 A1” 이온을 용출시키기 위해서 반응온도를 

100°C로 하여 황산 알루미늄 용액을 제조하였다.

용해도곡선 계산. 7标 2는 A1(OH)3계의 용해도 

곡선으로써 pH〉4의 영역에서 A1眼와 AbCOH)*+의 

이온종에 의한 무정형의 A1(OH)3가 형성되기 시작

Fig. 1. Solubility diagram for ALSLQJOH)* system 
at 25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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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olubility diagram for Si(OH)4 system at 25°C. Fig. 5. Solubility diagram for Fe(OH)3 system at 25°C.

하고 pH = 6〜8에서 매우 안정하고 불용성의 Al 
(0H)3가 침전이 형성된다. 이것은 용액의 pH가 

점차 염기성쪽으로 이동함에 따라 Al(OH)； 이온종 

의 형성으로 Al(0H)3의 재용해 현상이 일어나며, 

pH=13~14에서 완전히 용해된다.

Fig. 3은 Si(0H)4계에 관한 용해도곡선을 나타내 

고 있으며 Al(0H)3계와는 달리 산성용액에서 불용 

성인 Si(0H)4가 형성되고 강염기성 영역에서는 완 

전히 용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Fig. 4와 5는 Fe 
(OH)?와 Fe(0H)3계에 대한 용해도곡선을 보여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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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olubility diagram for KOH • 2H2O and K2CO3 
system at 251.

Fig. 7. Solubility diagram for NaOH and Na2CO3 sys
tem at 25"t.

있다. Fe(0H)2계의 경우 pH>7의 영역에서 Fe 
(0H)2의 침전물이 형성되지만 Fe(0H)3계의 경우는 

전 pH 영역에서 매우 안정한 Fe(0H)3의 침전물이 

형성됨을 알 수 있다. Fig. 6은 KOH-2H2。와 K2CO3 
계에 관한 용해도곡선으로써 KOH-2H2。는 pH>3 

에서 K2CO3는 pH>13에서 침전됨을 보이고 있다. 

Fig」은 NaOH와 NazCOs계에 대한 용해도곡선으 

로써 NaQCh는 pH>12에서 NaOH는 전영역에 걸쳐 

잘 용해됨을 알 수 있다. Fig. 8은 Ca(OH)z와 CaCO3 

(calcite 혹은 aragonite)계에 관한 것으로서 Ca(OH)2 
인 경우 pH>12에서 침전이 시작되나 CaCQj의 경우 

calcite와 aragonite 모두 pH>8에서 침전이 이루어 

짐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Mg(0H)2와 MgCO3 
계의 경우는 모두 동시에 pH>10에서 Mg(OH)2와 

MgCO3 형태로 침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암모니움 명반의 합성. 암모니움 명반을 합성하 

기 위해서는 pH<4의 영역이 가장 적당하다. 왜냐 

하면 FZg. 2에서 보는바와 같이 pH>4에서는 A1 
(0H)3 형태로 침전물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물론 

이 영역에서는 F讶. 3과 5에서 보는바와 같이 불순 

물의 Si(OH),와 Fe(0H)3의 형태로 침전이 생길 

가능성을 전혀 배제 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이들을

Fig. 8. Solubility diagram for Ca(OH)2 system at 25°C.

제거하기 위해서는 암모니움 명반을 합성한 후 재 

결정화 시키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pH =1.5〜2.5 영역에서는 Sid와 Fe2O3 혹은 FeO 
의 혼입을 완전히 제어 하기에는 곤란하지만 K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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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lemental analysis for alum-and aluminum hydroxide-derived alpha alumina (wt%)

Compound
Composition

Alum-derived alpha alumina Al(OH)3-derived 기pha alumina
N. R. R. N. W. W.

AI2O3 98.40 99.70 96.08 99.30
Fe2()3 0.54 0.06 0.13 0.05
SiO2 0.47 0.20 0.96 0.26
Na2O 0.59 0.06 2.83 0,39
CaO N.D. N.D. N.D. N.D.
MgO N.D. N.D. N.D. N.D.
TiO2 N.D. N.D. N.D. N.D.

*N.R.; Not Recrystallized, R.; Recrystallized, N.W.; Not Washed, W.; Washed, and N.D.; Not Detected.

Na2O, CaO 및 MgO 등의 제거는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수산화 알루미늄의 합성. F讶.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안정한 A1(OH)3가 형성되기 위한 pH 영역은 

6〜8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영역에서는 A1(OH)3 
뿐만 아니라 Si(OH)’, Fe(OH)3, KOH-H2O 및 Ca 
(OH& 등의 여러 불순물이 혼입될 것이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택하였다. 

즉 먼저 NaOH를 사용해서 pH = 14로 조절한다. 

그러면 이 영역에서 A1(OH)3와 Si(OH)4는 AKOH)； 
와 Si2O6(OH)r 이온종들의 형성으로 완전히 용해 

되지만 Fe(OH)2와 Fe(OH)3, KOH-2H2O, K2CO3> 
Na2CO3) Ca(OH)2와 CaCO3 및 Mg(OH)2와 MgCO3 
등은 완전히 침전될 것이다. 따라서 이들을 여과하고 

그 여액을 다시 질산수용액을 첨가해서 pH = 6〜8 
로 조절한다. 이 때 SiO2 이외의 K2O, CaO, MgO 

및 Fe2O3 혹은 FeO 등은 거의 제거가 가능할 것 

이다. 물론 pH 조절을 위해 NaOH를 사용함으로써 

Na?。의 과량 존재가 문제가 될 것이지만 수세를 

여러번 반복해 줌으로써 Na?。의 제거는 가능할 것 

으로 생각된다.

a-Al2O3 분말의 순도측정. 암모니움 명반과 수 

산화 알루미늄으로부터 합성한 a-Al2O3 분말의 순 

도측정 결과는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암모니움 명반을 재결정화 시키지 않고 

그 자체를 열분해시켜 제조한 a-AlQj의 경우가 

98.40 wt%이고 재결정화 시켰을 경우가 99.70 wt% 
이었으며, A1(OH)3를 수세하지 않고 이를 열분해 

시켜 얻어진 a-AbCh는 96.08 wt%, 수세한 후 얻어진 

경우 99.30 wt%였다.

Fe；K)3의 경우는 alum을 재결정화를 시키지 않았 

을 때 0.54 wt%, A1(OH)3을 수세하지 않았을 때 0.13 
wt%로써 전자가 후자보다 매우 높은 결과를 얻었 

다. 이유는 후자의 경우 pH =14에서 Fig.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Fe(OH)3 형태로 거의 침전시켜 이를 

제거하였으나 후자의 경우는 pH=L5~2.5의 영역 

에서 합성할 때 Fe(OH)3가 혼입될 가능성이 있음을 

그림으로부터 예측할 수 있다. 이 때 암모니움 명 

반을 재결정화할 경우 Fezd의 제거효과가 매우 

높았다(0.54T).06wt%). SiQ의 경우는 alum-1- 재 

결정화를 시키지 않았을 때 0.47 wt%이고, AKOH) 
수세하지 않았을 때 0.96 wt%로써 둘다 모두 높은 

값을 보이고 있다. 이는 F讶. 3에 서 보는 바와 같이 

전자의 경우 암모니움 명반의 합성영역인 pH = 1.5 
~2.5에서 불용성인 Si(OH)4가 존재하기 때문이고, 

후자의 경우는 NaOH로 pH =14로 조절할 때 Si 
(OH),가 용해된 상태로 존재했다가 다시 pH = 6〜8 
로 조절하면서 SiO(OH)i 이온에 의한 Si(OH"가 

생성되어 Si。?가 혼입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 

때 SiQ의 제거효과를 재결정화와 수세를 했을 때의 

경우를 보면 암모니움 명반을 재결정화 했을 경우 

(0.47T0.20wt%)가 A1(OH)3를 수세했을 경우(0.96 

T0.26wTi) 보다 더 높았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 

으로 Na?。의 정제효과를 살펴보면 암모니움 명반 

으로부터 합성한 경우가 A1(OH)3로부터 합성한 경 

우보다 대체적으로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전자의 경우 합성 조건에서 매우 

용해도가 큰 NaOH 형태로 존재함으로 순수한 암 

모니움 명반을 합성할 수가 있었고, 또한 이를 재 

결정화해서 더욱 높은 순도의 것을 합성할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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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반면에 A1(OH)3로부터 합성한 경우 Na2。가 

높은 원인은 초기 NaOH 첨가로 인한 영향으로 생 

각되며 수세를 반복 함으로써 어느 정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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