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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반 및 수산화 알루미늄을 이용한 a-ALQ의 합성 (II) 
열분해법에 의한 초미분 a-Al2O3

崔珍鎮'•割鍾黄•金鎮太•李昶敎* •李琅结*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화학과 

*충북대학교 공과대학 화학공학과

(1990. 12. 17 접수)

Alum and Hydroxide Routes to a-Al2O3 (II) 
Ultra-Fine Alumina by Thermal Decomposition

Jin-Ho Choy', Jong-Seok Yoo, Jin-Tae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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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1990)

요 약. 천연 규산 알루미늄 광인 할로이사이트 광물로부터 고순도 a-ALQi을 합성하기 위해 a-Abd의 

전구물질인 수산화 알루미늄과 암모니움 명반을 합성하였다. 이들에 대한 열분해 반응기구는 열분석, XRD 
및 IR 측정으로부터 규명되었고, 열분해로부터 얻어진 a-AlQ의 미세구조 및 비표면적은 SEM 및 BET 
측정에 의해 수행되었다. 이때 a-Al2O3 입자의 크기는 모두 <}>=0.1~0.5um이었으나, 비표면적의 크기는 

암모니움 명반으로부터 얻어진 경우(89.0m2/g)가 수산화 알루미늄으로부터 얻어진 경우(7.3m2/g)보다 매우 

높은 결과를 얻었다.

ABSTRACT. In order to synthesize high-purity alpha alumina fine powder, the aluminum hydroxide 
and ammonium aluminum sulfate(alum) precursor were prepared from natural alumino-silicate(halloysite). 
The thermal decomposition mechenism for both precursors was elucidated by DTA/TG, XRD and IR 
analysis. The microstructure, specific surface area and purity of a-Al2O3 were characterized by SEM, 
and BET analysis. The particle size of a-Al2O3 was determined to be 0 = O.1~O.5 gm. However, the 
specific surface area for the alum derived a-Al2O3(89.0 m2/g) was extremely higher than that for the 
aluminum hydroxide derived one(7.3 m2/g).

서 론

할로이사이트 광물의 화학조성은 Table 1에서 보 

는 바와 같다.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AI2O3가 주 

성분으로 그 밖에 매우 다양한 불순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AI2O3만을 선택적으로 

추출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며 

화학적인 방법만이 가능하다.' 화학적인 방법에는 

주로 할로이사이트 원광을 • 산처리하는 방법'~3과 

알칼리 처리하는 방법4으로 나눌 수 있다. 산처리 

하는 방법 은 할로이사이 트 원 광을 산 용액 과 반응 

시켜 알루미늄 이온 용액을 용출시키는 방법으로써 

여기에 암모니아수로 중화시켜 불용성 수산화 알루 

미늄염을 침전시키는 방법이다. 그러나 전보5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침전영역(pH=6~8)에서는 

불순성분인 Si(IV)와 Fe(III)이온이 수화물 형태로 

공침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지적한 바 있다. 알 

칼리 처리법은 할로이사이트 원광을 NaOH와 반응 

시켜 수용성 알루민산 나트륨의 용액으로 추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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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알칼리의 농도，pH 및 온도를 조절함으로써 

수산화 알루미늄을 석출시키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 

방법 또한 이 영역에서 Fe(0H)3, Ca(0H)2, KOH 
및 NaOH 등이 침전함으로 이러한 불순물의 혼입을 

방지하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극 

복하고 재현성 있는 실험조건을 확립하기 위해 전보5 
에서 제시한 pH 변화에 따른 용해도 곡선을 이용 

하였다. 이 때 불순물의 혼입를 방지하기 위한 방 

법으로 두 가지의 합성법을 택하였다. 첫번째는 Fez 

O3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강알칼리 영역에서 Fe 
(II or III) 이온은 Fe(OH)2 혹은 Fe(OH)3의 형 

태로 침전시키고, Al(III) 이온을 A1(OH)4 이온의 

형태로 용해시켜 Fe(OH)2와 Fe(OH)3의 침전물을 

여과해서 제거한 후, pH = 6~8로 조절하여 수산화 

알루미늄으로 침전시키는 방법과, 두번째는 알칼리 

이온 특히 나트륨 이온의 혼입을 방지하기 위해 

pH=L5~2.5에서 암모니움 명반을 합성하여 열분해 

시키는 방법을 택하였다. 이 때 수산화 알루미늄과 

암모니움 명반의 열분해 과정에서 일어나는 물리 및 

화학적 현상은 TG/DTA, XRD, IR 및 SEM 측정 

으로부터 비교 검토 하였다.

실 험

황산 알루미늄 용액의 제조. 경남 산청지역의 

규산 알루미늄 계열의 백색 할로이사이트 원광을 

사용하였으며, 이에 대한 화학분석과 X-선 회절분석 

결과는 Table 1과 Fig. 1에 나타내었다. 저급의 할 

로이사이트 원광은 FzR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 
M-HzSQ의 용액으로 처리하였을 경우 AF+ 이온이 

ICP 원소분석 결과 가장 많이 용출되었다. 따라서 

이 조건에서 할로이사이트 원광을 2M-H2SO4 용액 

에 대해 40 wt% 첨가하고, 100◎에서 1시간 반응시 

키고, 이를 냉각시켜 여과한 후, 그 여액을 취하여 

제조하였다.

수산화 알루미늄 합성. 위와 같이 제조된 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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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O2 A12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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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루미늄 용액을 NaOH를 사용하여 pH =14로 조 

절한다. 이 때 침전된 Fe(OH)2 혹은 Fe(OH)3< 

완전히 제거하고 hno3 수용액을 사용하여 다시 

pH=6~8로 초절한다. 이 영역에서 형성된 불용성 

ai(oh)3 침전물을 여과하고 수세를 반복한 후 건 

조시 킨다.

암모니움 명반(alum)의 합성. 황산 알루미늄 

용액으로부터 암모니 아수를 사용하여 pH=1.5~2.5 

로 조절한 후 48시간 실온에 방치한다. 이 때 생성된 

alum 결정을 60◎에서 건조시켜 수분을 완전히 제 

거시킨다.

전구물질의 열처리. 위와 같이 합성한 전구물질 

의 수산화 알루미늄과 alunr을 SiC 발열체를 이용한 

고온용 전기로 내에서 온도단계별로 2시간 반응시켜 

하소를 행하였다.

합성된 시료의 물성분석. 합성된 수산화 알루미 

늄과 암모니움 명반의 열분해과정 및 a-Al2O3 합성 

과정을 확립하기 위해 RIGAKU TAS-100 system을

28
Fig. 1. XRD patterns of halloysite mineral (a) and 
acid leached residu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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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여 lOt/min의 승온속도로 900t 까지 TG- 

DTA분석을 수행하였다. 수산화 알루미늄과 암모니 

움 명반의 합성, 열처리 조건에 따른 상전이 특성 

및 a-ALQi의 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X-선 회절분석 

(JEOL JDX-4R)과 적외선 분광분석(PERKIN-EL- 

MER 283)를 하였으며, 합성된 a-ALQj의 미세구조 

관찰과 비표면적을 측정하기 위해 SEM(JEOL JSM- 
840A)과 BET(QUANTA CHROME) 측정을 하였 

다.

결과 및 고찰

황산 알루미늄 용액의 제조. 할로이사이트 원광 

의 황산 처리 전과 후의 X-선 회절분석과 성분 분석 

결과는 Fig. 1과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할로 

이 사이트 상은 거의 사라지고 quartz 상이 매우 크게 

나타났으며, 함량 또한 증대하였다. 이것은 전보5에 

서 언급한 ALSiQjOH)，계와 Si(OH),계의 pH에 

따른 용해도 곡선의 계산으로부터, PH<2 영역에서 

는 AF+ 이온종이 전체의 용해도를 지배하면서 용 

해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나, Si(OH)4의 이온종은 

이 영역에서 매우 안정하고 용해되지 않은 형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온도단계별 분해반응 및 상전이 변화. 온도단계 

별 수산화 알루미늄과 암모니움 명반의 분해반응 및 

상전이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열분석과 XRD 측정을 

수행하였다. 수산화 알루미늄의 열분석 결과는F讶. 3 
에서 보는 바와 같다. 44t 에서 약한 흡열 피이크는 

부착수분의 탈수반응에 기인한 것이고, 2601에서의 

강한 흡열 피이크는 수산화 알루미늄의 분해반응에 

기인한 것이다 XRD 측정결과 (_&?.5)는 열분석 

결과와는 달리 온도단계별 여러 상이 나타나고 있 

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로부터 수산화 알루 

미늄의 온도단계별 분해 및 상전이 특성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60笔 
2A1(OH)3---------> A12O3+3H2O T 600°C 

--------->
..c 1000t1200t 

Y-A12O3 > 0-Al2O3---------> a-Al2O3

암모니움 명반의 열분석 결과는 尸谊.4에 나타내 

었다. 88◎에서의 흡열 피이크는 암모니움 명반이 

용융되는 온도이며, 이때 16 mole의 결정수가 증발 

하고 1501에서는 4 mole의 결정수가, 208笔에서는 

마지막 4 mole이 각각 증발함으로써 전체 48%의 

부피수축을 가져오게 된다. 이어 496紀에서의 흡열 

피이크는 황산 암모니움의 분해에 기인된 것으로써 

이때 다시 28%의 부피 수축이 일어나고 또한 750 
t에서 황산 알루미늄이 분해되어 SQj가 방출됨으로 

결국 전체 89%의 부피 수축을 가져오게 된다. 이 

것에 대한 XRD 측정결과는 尸谚 5에 나타내었다. 

500t에서는 암모니움 명반으로부터 황산 암모니움 

의 분해로 황산 알루미늄이 형성되었고, 800P에서는 

Y-AI2O3로 예상되는 무정질의 특성 피이크가 보여 

지고 있다. 이것은 아마도 열분석 결과에서 볼 수 

있었듯이 황산 알루미늄 중의 SQ가 분해되는 과 

정에서 결정구조가 파괴되어 무정질의 Y-AI2O3가 

형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로부터 수산화 알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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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XRD patterns of Al(OH)：i precursor calcined 
at various temperature for 2 hrs(a: 25t, b: 60此, 

c: 1000°C, and d: 1200°C).

Fig. 6. XRD patterns of ammonium aluminum sulfate 
precursor calcined at various temperature for 2 hrs(a: 
25t, b: 500t, c: 80g and d: 1150°C).

미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온도변화에 따른 분해 및 

상전이 특성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08t?
(NH4)2SO4 • A12(SO4)3 ・ 24H2O--------- >

496t
(NH4)2SO4 - A12(SO4)3+24H2O t--------->

750M 
A12(SO4)3 + 2NH31 +SO3t +H2O ?---------->

1000t
Y-AI2O3+3SO3 t 枱-句2。3

위의 반응에서 알 수 있듯이 a-AbQ상이 형성되는 

온도는 수산화 알루미늄의 경우보다 암모니움 명반 

의 경우가 약 100M가 낮다. 이것은 수산화 알루미 

늄의 경우 온도 변화에 따라 여러 단계(YT0Ta형) 

의 상이 존재하는 반면, 암모니움 명반의 경우는 

복잡한 열분해 과정을 통해 입자의 미세화가 형성 

되면서 O-ALQ상을 거치지 않고 바로 Y-ALQ에서

Fig. 7. IR-spectra of A1(OH)：｛ precursor calcined at 
various temperature for 2 hrs(a: 25匸 b: 60此，c: 
1000°C, and d: 1200°C, and e: 1300t).

Fig. 8. IR-spectra of ammonium aluminum s니fate 
precursor calcined at various temperature for 2 hrs(a: 
25t, b: 500t, c: 800t, d: 1000t, and e: 1150°C).

a-AlQ：,의 상으로 전이하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온도단계별 IR 분석. 온도 변화에 따른 수산화 

알루미늄과 암모니움 명반의 분해반응의 특성을 확 

인하기 위해 온도단계별 IR 분석을 행하였다.F谚 6 
과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3100-3700 cm 1625 
cm '의 흡수밴드는 O-H의 신죽진동과 H-O-H 굽 

힘진동 모드에 기인된 것이고, 3080〜3060 cmT와 

3160cm 1 및 1400cmT에서의 흡수밴드는 NH；이 

온에 의한 것이다. 1100cmT의 흡수 피이크는 S = O 
신축진동 모드이고, 750cmf 에서의 작은 흡수밴드 

는 A1-0 신축진동과 결정수의 Al-OH rocking 진동 

모드의 결과이다. 그리고 500〜 600 cmT에서는 사 

면처｝(Al。/에 의한 모드가 보이고 450cmT에서는 

A1O6 팔면체의 A1-0 진동모드가 보이고 있다眠 수 

산화 알루미늄의 온도단계별 IR 분석 결과는 Fig. 6에 

나타내었다. 25°C의 경우 NHJ 이온에 기인된 1400 

cm，에서의 홉수밴드는 초기 황산 알루미늄 용액을 

중화하기 위해 사용한 암모니아수의 영향으로 생각 

되고, 3100~ 3700cmT에서 온도 증가에 따라 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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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X 50.000)

(b: X 30.000)
Fig. 9. SEM images of a-Al2O3 calcined from Al(0H)3 
(a) and ammonium aluminum sulfate (b).

밴드가 보다 좁고 감소하는 것은 탈수에 기인된 

현상이라 생각된다. 또한 1200W로 열처리 했을 경우 

1625 cm1 흡수밴드가 완전히 소실되었고 1300t?의 

경우는 450cm-1 영역에서 A1O6 팔면체의 A1-0 진 

동모드가 나타났다. 암모니움 명반의 온도단계별 IR 

분석 결과는 尸议. 7에서 보는 바와 같다. 상온에서 

명반이 합성 되었음을 알 수 있었고, 500W로 열처리 

했을 경우 NH： 이온의 흡수밴드는 없어지고 황산 

알루미늄의 S=O의 흡수밴드가 나타나고 있다. 그 

러나 80価2로 열처리 했을 경우에는 S = O 흡수밴 

드가 사라졌음을 알 수 있다. 이것으로 미루어 열 

분석 결과로부터 얻어진 암모니움 명반의 온도단계 

별 분해반응 기구를 확실히 이해할 수 있다. 즉, 500 
°C 부근에서 황산 암모니움의 분해로 NHi 이온이 

완전히 제거되어 순수한 황산 알루미늄만이 존재한 

다는 사실과 800M 부근에서 SQj의 완전한 분해로 

무정질의 Y-AI2O3상이 형성됨과, 최종 1100°C에서 

A1O6 팔면체의 A1-0 진동 모드의 관찰로부터 a-Al2 
O3상이 얻어짐을 알 수 있는 것 등이다. 모든 IR 
분석 결과는 온도를 변화 시켜가며 측정한 열분석 

및 XRD 측정결과와 매우 잘 일치하였다.

미세구조 및 비표면적 측정. 수산화 알루미늄과 

암모니움 명반을 열분해하여 얻은 a-Al2O3 분말에 

대한 SEM 관찰의 결과를 聲g. 8에 나타내었다. 사 

진은 a-Al2O3 입자를 50,000배와 30,000배로 확대한 

것으로써 모두 균일한 크기(<|>=0.1〜0.5|im) 의 입 

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나, 특히 Fz；g.9-b의 경우 부분 

적으로 매우 미세한 입자들로 뭉쳐있는 모습을 발 

견할 수가 있다. 이것은 앞서 언급했듯이 매우 복 

잡한 열분해과정을 통해 입자들의 미세화가 일어난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BET의 측정결과, 수산화 

알루미늄으로부터 합성된 경우 a-Al2O3 분말의 비 

표면적이 7.3m2/g인데 비해 암모니움 명반으로부터 

합성된 경우 89.0m2/g의 매우 높은 값을 나타난 

것으로부터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최종의 

소결밀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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