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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상이 중수산화물(layered double hydroxides; 

LDH)은 층 사이에 무기물 음이온이 있는 2차원 층상 

구조 물질이다. LDH의 이온 층상 구조 물질은 천연 

광물질 인 하이 드로탈사이 트(hydrotalcite, [MggAL 

(OHWICQjIMHQ)와 구조적으로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하이드로탈사이트류 화합물이라고도 불리우 

며, 또한 aluminosilicates 층과 같이 음전하를 가지 며 

층사이에 양이온을 포함하는 양이온성점토(cationic 

clays)와 거울상 이미지라 하여 음이온성점토(anionic 

clays)라고도 불리운다. LDH는 다음과 같은 일반식 

을 가진다.

[M"「rM3L(OH)2丁+[(A”C財 H20?

여기서 MM 은 Mg2*, Co2', Ni?+와 같은 2가 양이 

온이고, NF+ 는 Al3+, Cr3+와 같은 3가 양이온이다. 

A”「는 층사이에 있는 ”가의 음이온으로 주로 CO广, 

C1 등이다. 그리고 x= LM3+]/(LM2+] + LM3+])°] 

며, 0.2&S0.33이다. 이 물질의 결정구조는 Cdl2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정팔면체층을 형성하고 있는 

M2+의 수산화물에서 일부가 M3+ 양이온으로 치환 

되면서 과량의 양이온으로 하전된 층을 이루며, 이들 

층 사이의 공간에 이동 가능한 수화된 음이온의 존 

재로 전하 균형을 이룬다. 층 사이의 음이온은 교환이 

가능하며, 나머지의 공간은 물분자로 채워져 있다.

LDH는 촉매, 음이온 교환저】, 흡착제로 널리 응 

용되고 있으므로 LDH의 합성 및 물리화학적 성 질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다.侦 촉매로서의 응 

용은 메탄올 제조과정의 촉매,3 thiol의 산화반응에 

대한 촉매 등이 있고,4 가교물질(pillared material)의 

촉매로서의 활용에 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5 이온 

교환제로의 응용은 폐수에 존재하는 불필요한 음이 

온이나 방사성 물질들을 잡을 수 있는 음이온 교환 

제와 흡수제로 사용된다. 점토광물의 의학적인 응용 

은 제산제(antacids)나 의학물질의 합성의 촉매나 

선행자로 활용되고 있다.s’ LDH의 또 다른 응용으로 

변형된 전극(modified electrodes)과용액에서와는 

다른 환경의 메트릭스 효과에 의한 광학적 성질의 

변화에 관한 연구도 수행되었다.이'1 국내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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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 등이 LDH의 기억효과를 이용한 재수화반응 

등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Mg-Al-CO3 체계의 

LDH의 ■물리, 화학적 및 분광학적 특성을 규명하였 

다卢 LDH의 유기 음이온의 층간 삽입에 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어 왔으나 주로 음이온 교환반응에 의 

해서 이루어져 왔고, 또한 염료의 층간 삽입은 양 

이온성 점토에 집중되어 왔다."~皓 현재까지 음이온 

성 염료가 LDH에 층간 삽입된 화합물의 합성은 new 

coccine, indigo carmine, 그리고 naphtol yellow S 

음이온성 염료에 대해서만 연구가 되어왔다.攻卩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LDH에 음이온성 염료인 메틸 

오렌지를 공침전에 의한 직접 합성법(direct synthe- 

sis)에 의해성 층간삽입 화합물을 합성하였고, 그 

화합물의 구垦 및 화학적 특성을 규명하였다. 이러한 

염료와 LDH 사이의 층간 화합물은 LDH와 염료 

사이의 고유한 상호작용을 가질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LDH와 염료의 층간화합물의 합성은 층간화 

합물의 성질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리라 

생각된다.

실 험

Zn-Al-Cl 증상이중수산화물(이하, Zn-Al-Cl 

LDH)은 공침전법으로 합성하였다. 시약은 Aldrich 

98% ZnCb와 Fluka 98% AlC%를 사용하였다. 전체 

양이온의 농도는 0.5 M로 맞추고, 알루미늄의 몰분율 

(x=[A13+]/([A13+] + [况。)은 각각 0.2, 0.25, 0.33 

이 되도록 ZnCL와 AlC%의 적절한 양을 2구 둥근 

바닥 플라스크를 사용하여 3차 증류수 200 mL에 

완전히 녹인다. 합성단계에서 물에 녹아 있는 이산 

화탄소나 공기중의 이산화탄소를 잡아 안정한 층상 

이중수산화물(Zn-Al-CQ, LDH)을 이루므로 이러한 

이산화탄소를 배제시키기 위해 용기내부에 있는 공 

기를 질소가스로 치환시킨다. 외부와 완전히 차단시 

킨 후 자기교반하면서 금속 혼합 수용액에 1N 

NaOH를 적가한다. NaOH의 적가시간은 1시간 정 

도로 하여 pH=7.5±0.2로 맞춘다. 얻어진 흰색 고 

체의 결정성을 좋게 해주기 위해 601로 가열하며 

24시간 이상 자기교반을 한다. 횐색 고체를 탈이온 

수로 충분히 씻어주면서 거르게로 거른 후 80t：에서 

18시간 동안 건조시킨다. 마지막으로 고체를 막자 

사발로 곱게 갈아준다.

메틸오렌지 층간 삽입 화합물(이하, Zn-Al-MO 

LDH)의 합성은 공침전에 의한 직접 합성법으로 

진행하였다. 직접 합성법에서 전체 양이온의 농도 

는 0.1 M로 맞추고, 알루미늄의 몰분율化=口頌+]/ 

([AFP + [Znf))은 각각 0.2, 0.25, 0.33이 되도록 

ZnCb와 AlC%의 양을 3차 증류수 200 mL에 완전히 

녹인다. 메틸오렌지의 농도는 알루미늄 농도의 2배 

정도로 가하여 금속 혼합 수용액에 흔합한다. 용기 

내부를 질소가스로 치환시킨 후 자기교반하면서 메 

틸오렌지와 금속 혼합 수용액에 IN NaOH를 적가 

하여 pH = 7.5±0.2로 맞춘다. 반응을 충분히 유도 

하기 위해 701로 가열하면서 1주일 정도 자기교 

반을 한다. 고체를 탈이온수로 충분히 씻어주면서 

거르게로 거른 후 80P에서 18시간 동안 건조시킨다. 

고체를 막자사발로 곱게 갈아준다. X-선 회절분석은 

LiF 단색화장치가 달린 SIMENS Diffraktometer D 

5000 분광기를 이용하여 얻었다. 사용된 조사광은 

Cu Ka선이고, 40kV-30mA로 측정하였다. Zn-Al- 

Cl LDH의 측정 조사속도는 20=2.4minT이고, 측정 

범위는 2。=5~70°이고, 메틸오렌지 삽입 층상이중 

수산화물의 측정 조사속도는 20=1.2minT이고, 측 

정 범위는(0 0/)선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20=2- 

30°로 하였다. 합성된 층상이중수산화물과 염료 삽입 

층상이중수산화물의 원소분석을 위하여 시료 0.1g을 

IN HC1 100mL에 녹인 후 100배 희석하여 Zn2+, 

AF+의 농도를 ARIA Model 3410 ICP-AES를 이 

용하여 결정하였으며, 메틸오렌지의 조성비는 Ele- 

mentar Analysensysteme GmbH CHN-원소분석기 

를 이용하여 결정하였다. 순수한 메틸오렌지와 층 

사이에 삽입된 메틸오렌지의 흡수 스펙트럼의 변화 

를 관찰하기 위하여 Midac Prospect FT-IR를 사 

용하였다.

결과 및 고찰

Zn-Al-Cl LDH와 메틸오렌지가 층간 삽입된 Zn- 

A1-MOLDH의 분말 X-선 회절분석의 결과를 FzZl 

에 나타내었다. Zn-Al-Cl LDH의 결정구조는 공간군 

(space group) R3m 을 가지는 hexagonal 형이다. 

LDH 의 각 층이 A, B, C라고 하면 LDH는 AB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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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X-ray power diffraction patterns for (A) Zn- 

Al-Cl LDH(r=0.200) and (B) Zn-Al-MO LDH(r= 

0.224).

BCA…의 rhombohedral 형태로 채워진다.F讶.1(A) 

의 분말 X-선 회절분석의 결과를 hexagonal 형태에 

의해서 계산된 격자상수는 〃 = 3.10A, c=23.58A이 

다. Fig. 1(A)의 (003)회절 봉우리에 의하면 Zn-Al-Cl 

LDH는 한 층의 거리가 7.86A인 충상구조 화합물 

이다. 또한 수산화아연의 층높이는 4.80 A이므로 Zn- 

Al-Cl LDH(# = 0.200)의 층간거리는 3.06 A가 된다.诅 

이때, Fzg.l(A)의 LDH에서의 원자의 조성비 x= 

0.200를 맞추기 위해서 AICI3과 ZnCL의 농도를 수 

용액에서 1： 4로 정확히 조절하였다. 합성된 Zn-Al- 

C1 LDH를 ICP로 원소분석한 결과 x=0.200의 결 

과를 얻었다. 따라서, 초기에 예상했던 원자의 조성 

비를 유지하면서 Zn-Al-Cl LDH이 합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원자의 조성비가 Zn-Al-Cl LDH의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x=0.250과x=0.333 

의 Zn-Al-Cl LDH도 합성을 시도하였다. Zn-Al-Cl 

LDH의 Zn와 Al 원소를 ICP로 분석한 결과 각각 

*=0.248, *=0.341으로 합성됨을 확인하였다. (003) 

회절 봉우리로부터 Zn-Al-Cl LDH는 x=0.248과，= 

0.341 일 때 한 층의 거리가 각각 7.81 A, 7.75 A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값이 0.200에서 0.341 로 증가할 

수록 층간의 거리가 7.86 A에서 7.75 A으로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값이 증가할 수록 Zn-Al-Cl 

LDH 의 층에서 양이온의 빈도가 증가하고 따라서 

음이온인 C「와의 상호작용이 증가하여 층간의 거 

리가 감소하리라 예측된다. 또한, FZg.l(A)의 (110) 

회절 봉우리로부터 구한 결정격자 상수 a는 X값이 

각각 0.200, 0.248, 0.341 일 때 각각 3.098 A, 3.084 A, 

3.078A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결정격자 상수 a 

값이，값이 증가할 수록 작아진다. 그러나 작아지는 

정도는 결정상수 c값에 비해서는 매우작다.

FZg.l(B)는 Zn-Al-MO LDH(x=0.224)의 X-선 

회절 스펙트럼이다. 원자의 조성비 *=0.200를 맞추 

기 위해서 AlCh과 ZnCL의 농도를 수용액에서 1: 4 

로 정확히 조절한 후 메틸오렌지를 첨가하여 공침 

전법에 의해서 합성했다. 그러나 ICP의 원소분석결 

과 *=0.224 임을 확인하였다. Fig. 1(B)의 Zn-Al- 

MO LDH의 X-선 회절 스펙트럼을 메틸오렌지가 

삽입이 안된 Zn-Al-Cl LDH의 X-선 회절 스펙트 

럼과 비교해 보면 (003)회절 봉우리 뿐만 아니라 

나머지 봉우리도 2。값이 작은 방향으로 이동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회절 봉우리를 분석한 결과 

(003)부터 (0,0,21)까지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Fig. 1 

(B)의 (003)회절 봉우리로부터 Zn-Al-MO LDH의 

한 층의 높이는 24.07A임을 확인되었다. 따라서 

LDH의 CP 이온과 HQ가 메틸오렌지로 치환되면서 

층간거리는 3.06A에서 19.27A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원자의 조성비가 Zn-Al-MO LDH의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X=0.25040.333 

의 Zn-Al-MO LDH도 합성을 시도하였다. Zn-Al- 

MO LDH의 Zn와 Al 원소를 ICP로 분석한 결과 각각 

x=0.258, *=0.347으로 합성됨을 확인하였다. (003) 

회절 봉우리로부터 Zn-Al-MO LDH는 *=0.258과 

x = 0.347일 때 한 층의 거리가 각각 24.08 A, 24.07 

A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값이 0.224에서 0.347로 

증가하여도 층간의 거리는 24.07 A 정도로 거의 변 

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값이 증가할 수록 

LDH의 층에서 양이온의 빈도가 증가하나, 메틸오 

렌지의 SO3- 치환기가 모두 LDH의 양이온과 결합

1996, Vol. 40, No.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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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FT-IR spectra of (A) Zn-Al-Cl LDH(r=0.200), 

(B) Methyl Orange, and (C) Zn-Al-MO LDH(*= 

0.224).

하고 메틸오렌지의 크기가 크므로 층간의 거리가 

거의 변화가 없으리라 생각된다.

Fig.2는 순수한 메틸오렌지와 Zn-Al-Cl LDH와 

LDH 층사이에 삽입된 메틸오렌지의 FT-IR 스펙트 

럼이다. 1700cm1 이하의 영역을 분석한 결과 순 

수한 메틸오렌지와 LDH 층사이에 삽입된 메틸오렌 

지의 스펙트럼이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LDH 

층사이에 메틸오렌지가 삽입되었거나 LDH 층에 메 

틸오렌지가 흡착되었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X-선 

회절 분석 결과를 보면 메틸오렌지가 LDH 층 사 

이에는 삽입이 되었음을 정확히 알 수 있다. 본 실 

험에서는 Zn-Al-MO LDH를 ICP를 사용하여 Zn와 

A1 원소 분석을 했을 뿐만 아니라 CHN 원소분석 

기를 사용하여 메틸오렌지의 C, H, N, S 원소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0.22, x= 

0.26, *=0.35에서의 화학조성식은 각각 [Zn0.78Al0.22 

(OH)21 C(Ci4H14N303S)o.3i ■ m 足0], CZn()74A1o 26(OH)2] 

[(CuHjiNsOsSJo.ja • mH2O], EZno.65Alo.35(OH)23 [(C14- 

HMNQaSXuml&O]이 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양 

이온과 음이온의 총 당량비가 1.0에서 많이 벗어남을 

알 수 있다. 양이온과 음이온의 당량비를 1.0에 맞 

추면 x=0.26에서의 화학조성비는 EZno.74Al0 26(OH)2] 

[(財旧涸从爭赫(CuHuNQSNaBmWzHQ]로 표 

현하는 것이 정확한 화학조성비로 생각된다. 미반응 

메틸오렌지의 양을 분석하기 위해서 ICP를 사용하여 

Na 원소분석도 했다. 원소분석 결과 * = 0.22, x= 

0.26, *=0.35에서 각각 미반응 메틸오렌지의 양이 

화학조성비로 0.03, 0.05, 0.()1 이 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x=0.26과 *=0.35에서는 미반응 메틸오렌지 

의 양이 양이온과 음이온의 당량비를 L0에 맞추어 

화학조성식으로 표현할' 때의 예 상되는 미반응 메틸 

오렌지의 양과 실험오차 범위안에서 거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x=0.22에서는 미반응 메틸오렌 

지의 양이 예측치보다 적게 측정되었다. 아마도 이 

것은 ICP의 Zn, Al, Na의 원소 분석과 CHN의 원소 

분석을 각각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긴 실험오차로 

생각된다. LDH 층의 미반응 메틸오렌지의 양은 실 

험과정에서 Zn-Al-MO LDH를 합성한 후 재결정과 

정에서 미반응된 메틸오렌지를 얼만큼 잘 제거하였 

는가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ICP와 CHN 원소분석 결과 메틸오렌지의 많은 양은 

LDH 층사이에 삽입되고 일부는 LDH 층에 미반응 

으로 남아있다고 추측된다.

이와 같은 결과를 메틸오렌지의 구조로부터 예측 

해보면 메틸오렌지의 SO3- 치환기가 LDH의 층의 

여분의 양이온과 결합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메틸오 

렌지의 정확한 크기 및 길이를 알 수는 없지만 Al

chemy 프로그램을 통해서 메틸오렌지의 SO3 치 

환기의 산소원자에서 디메틸아민의 치환기의 끝인 

수소원자 사이의 길이는 14.22 A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산소원자의 반데르발스 반경 L4 竇와 수소 

원자의 반데르발스. 반경 1.2 A을 더하면 16.82 A가 

된다.均 비록 Alchemy 프로그램을 통해서 구한 메 

틸오렌지의 길이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Zn-Al-MO 

LDH의 층 사이의 높이 19.27 A보다 약 2.45 A보다 

작음을 알 수 있다.2° 따라서 메틸오렌지는 LDH의 

층사이에 수직으로 결합되어 있으리라 생각된다. 또 

한 LDH층은 위와 아래층에 양이온이 있고 양이온의 

간격은 결정상수의 a값에 의해서 알 수 있다. LDH 

化=0.224)인 경우 각 층에서의 양이온 사이의 거리는 

약 15.5 A이다. 아래층의 양이온은 위층의 두개의 

양이온의 대략적으로 1/3의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LDH의 위와 아래의 양층에 여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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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chematic illustration of the orientation of Zn- 

A1-M0 LDHCc=0.224).

양이온이 존재하고 메틸오렌지는 음이온이 아조벤 

젠의 한쪽 페닐기에만 있으므로 메틸오렌지의 SQ「 

치환기가 LDH의 양쪽 층의 양이온과 번갈아 가면서 

결합을 하고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메틸오렌지 

는 LDH의 양쪽 층에 수직되게 배열하고 있을 것 

이다. 뿐만 아니라, 층사이의 높이가 메틸오렌지의 

길이보다 약 2.45 A 정도 크므로 메틸오렌지의 SOL 

치환기가 LDH의 한쪽 층에 거의 수직으로 붙어 

있어도 다른 층과 메틸오렌지의 디메틸아민 사이의 

거리는 약 2.45A 만큼 떨어져 있게 되며, 이 공간 

에는 여분의 H2O 분자가 존재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같은 결과를 추측하면 메틸오렌지가 층간 삽 

입된 Zn-Al-MO LDH의 구조는 Fig. 3과 같으리라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음이온성 염 

료인 메틸오렌지를 촉매, 음이온 교환제 및 흡착제로 

널리 응용되는 층상화합물 LDH에 삽입한 Zn-Al- 

MO LDH를 처음 합성하였다. 합성된 화합물의 FT- 

IR 및 X-선 회절 스펙트럼의 분석결과로부터 메틸 

오렌지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배열하면서 LDH층에 

수직되게 결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층간 

거리는 LDH의 C「이온이 메틸오렌지로 치환되면서 

3.06 A에서 19.27 A으로 증가함도 확인하였다.

본 논문은 교육부 기초과학연구소 학술조성 연구비 

(BSRI-95-3404)에 의하여 연구되었으며 이에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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