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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thesis of AlO(OH) Nano Colloids from γ-Al2O3 via Reversible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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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latelet AlO(OH) nano colloids were prepared by hydrothermal reaction of the γ-Al2O3 obtained with dehydration of γ-AlO(OH)
and dilute CH3COOH solution. In hydrothermal reaction process, reversible reaction was accompanied between γ-Al2O3 and AlO(OH),
and hydrothermal reaction temperature, hydrothermal reaction time and CH3COOH concentration had an effect on the crystal structure,
surface chemical property, surface area, pore characteristics and crystal morphology of the AlO(OH) nano colloid particles. In this
study, it was investigated to the hydrothermal reaction condition of the AlO(OH) nano colloid for using catalyst support, heat resisting
agent, adsorbents, binder, polishing agent and coating agent. The crystal structure, surface area, pore volume and pore size of the
platelet AlO(OH) nano colloids were investigated by XRD, TEM, TG/DTA, FT-IR and N2 BET method in liquid nitrogen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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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Al2O3는 융점이 2,040
o
C 정도로 매우 높고, 모스 경도가

9로써 다이아몬드 다음으로 높은 경도를 가지고 있다. 또

한 화학적 및 열적으로 매우 안정하여 산업 전반에 광범

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1950년도부터 화학산업의 흡수제,

흡착제 그리고 촉매 등으로 이용되기 시작하였고, 1960년

대부터는 세라믹엔진 등 구조용 세라믹스로 이용되었으

며 정밀화학 및 전자산업이 발전하면서 그 용도가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난 대표적인 세라믹스 재료이다. 알루미

나는 κ, χ, ρ, η, γ, δ 등과 같은 저온형 천이알루미나와

θ, α, β 등과 같은 고온형 천이알루미나가 있으며, 원료

및 제조방법에 따라 알루미나의 순도에 많은 영향을 미

치게 된다.
1,5,11)

 Farkas, Gado 등에 따르면 boehmite

(AlO(OH))는 체인으로 구성된 (AlO(OH))2층 사이에 Al2O3

1몰 당 1.0~1.8몰의 물 분자를 포함하고 있다.
2-4,7)

나노 크기의 입자는 질량 대 표면적의 비가 매우 크고,

표면원자의 증가로 인해 상전이 온도 및 융점 등 열역학

적 특성에 많은 변화를 야기한다. 특히 무기계 나노 콜로

이드는 극 미세 입자로 동일 질량비에 대비 높은 부피비

를 가지며, 인력이나 중력의 작용이 무시될 정도로 작아

서 반데르발스 인력이나 표면전하가 작용하여 침전이 발

생하지 않기 때문에 분산안정성 및 기계적 물성이 향상

되어 세라믹 재료의 전구물질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AlO(OH)는 제조방법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입자로

제조되며, 비표면적과 기공부피가 크고, 초산 및 질산 등

과 같은 음이온을 첨가하고 수열반응하면 콜로이드가 된

다.
6,9,10,12,13)

 AlO(OH)는 깁사이트나 베이어라이트를 수열

반응하여 제조하기도 하지만, 대개는 깁사이트의 급속열

분해를 통해 얻어진 비정질알루미나를 수화시켜 제조하

는 급속열분해법과 알루미늄염 수용액을 가수분해하고 여

과하여 제조하는 중화침전법, 그리고 알루미늄 유기금속

을 가수분해 시켜 제조하는 알콕사이드법 등 주로 3가지

방법으로 제조된다.
8,14-16)

판상 AlO(OH) 나노 콜로이드는 침상의 AlO(OH)나 비

정질알루미나 또는 γ-Al2O3를 고온 고압으로 수열반응 하

면 얻어지는데, 주로 음이온 농도, 수열반응 온도 및 시

간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판상 AlO(OH) 나노 입자는 양

전하를 띠고 있어 음전하를 가진 물질을 매우 잘 흡착하

며, 내열특성이 아주 우수하고 표면접착강도가 매우 커

촉매담체, 내열재, 단열재, 난연재, 불연재, 바인더, 수지

및 인쇄용지 필러, 내화물 원료, 직물 및 섬유의 대전 방

†
Corresponding author : Byung Ki Park

 E-mail : bkpark@krict.re.kr

 Tel : +82-42-860-7022 Fax : +82-42-861-4245



289 조현란·김숙현·박병기

한국세라믹학회지

지제, 방적제(防敵劑), 방윤제, 화장품 및 응집제 등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2)

 

판상 AlO(OH) 나노입자는 음이온 농도, 수열반응 온도

및 시간 등과 같은 수열합성 조건에 따라 결정구조, 표면

화학특성, 비표면적, 기공크기 그리고 결정형태 및 크기

등과 같은 미세구조와 물리화학적 특성에 많은 변화를 초

래한다.
17-20)

 

2. 실험방법

2.1. 원료물질 및 실험장치

AlO(OH) 나노 콜로이드를 합성하기 위한 원료물질로

pseudoboehmite(γ-AlO(OH)) 분말(Sasol, North America

Inc.)과, 음이온으로 CH3COOH(Jin chemical pharmaceu-

tical Co. LTD. 99%)를 사용하였으며, 반응장치는 Muffle

Furnace(VULCAN
TM 3-550

)와 수열합성을 위해 테프론이 코

팅된 고압반응기를 사용하였다.

2.2. 실험방법

침상의 γ-AlO(OH) 분말을 전기로에서 500
o
C로 2시간

탈수하여 판상 AlO(OH) 나노 콜로이드의 전구체인 γ-

Al2O3를 제조하였다. CH3COOH 농도에 따른 판상

AlO(OH) 나노 콜로이드의 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γ-

Al2O3 분말 4 g과 순수 16 g을 고압반응기에 넣고

CH3COOH를 각각 0 g, 0.4 g, 0.8 g, 1.2 g, 그리고 1.6 g

첨가하여 200
o
C에서 3시간 수열반응 하였다. 수열반응시

간에 따른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γ-Al2O3 분말 4 g과 순수

16 g을 고압반응기에 넣고 CH3COOH 0.8 g을 첨가하여

200
o
C에서 각각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그리고 5시간

수열반응 하였다. 수열반응 온도가 200
o
C 이하일 경우는

peptization에 의한 콜로이드의 형성이 어렵고, 200
o
C 이상

에서는 과도한 압력 및 온도로 인해 고압반응기의 부식

이 발생하여 실험이 불가능하였다. CH3COOH의 첨가량

이 1.6 g 이상일 경우에는 판상 AlO(OH) 나노 콜로이드

에 더 이상의 물리화학적 변화가 수반되지 않았으며, 수

열반응 시간이 1시간 이하일 경우에는 콜로이드가 거의

형성되지 않았고, 5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입자형태와 기

공특성에 변화가 없었다. 

2.3. 분석 장치

AlO(OH) 나노 콜로이드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110
o
C에서 24시간 건조하였다. 결정구조를 확인하

기 위하여 X-선 회절분석기(XRD, Rigaku D/MAX-2200V

X-Ray Diffractometer)를 사용하여, interval 0.02, scan

speed 5
o
/min로 하여 5

o
2θ 80

o 
범위에서 분석하였다. 콜

로이드 침전물의 O-H, Al-O-Al, Al-OH 및 H-O-H 결합구

조를 조사하기 위해 적외선분광분석기(FT-IR, EQUINOX55)

를 이용하여 400~4,000 cm
-1
의 주파수범위대에서의 흡수

스펙트럼을 분석하였다. 또한 강열감량 및 상전이 온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공기분위기에서 승온속도를 5
o
C/min로

1,200
o
C까지 가열하면서 시차열분석(TG/DTA, TA Instru-

ments SDT 2960)을 실시하였고, 결정입자의 형태변화는 투

과현미경(TEM, TECNAI G
2
)으로 관찰하였다. 비표면적,

기공부피 및 기공크기 변화는 N2 BET법(TriStar 3000,

Micro. Inst. Corp.)으로 측정하였는데, 시료는 수열합성 한

AlO(OH) 콜로이드 용액을 110
o
C에서 24시간 건조시킨 후

agate mortar에서 잘 분쇄하여 액체질소 온도에서 분석하

였다.

3. 결과 및 고찰

Fig. 1은 판상 AlO(OH) 나노 콜로이드의 전구체인 γ-

Al2O3를 제조하기 위해 γ-AlO(OH)를 500
o
C에서 2시간 탈

수한 XRD 패턴이고, Fig. 2는 탈수온도에 따른 열시차를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에서 보는바와 같이 400
o
C 이상에

서 γ-Al2O3로 상전이 하는 것을 수 있다. 이것은 γ-

AlO(OH)의 topotactic transformation으로 [AlO(OH)]2층 사

이에 존재하는 OH 이온이 수분으로 이탈되어 Al
3+

 이온

이 점진적으로 확산됨으로써 γ-Al2O3 구조로 상전이 된

것이다.
4)

 γ-AlO(OH) 입자형태는 Fig. 3에서 보는바와 같

이 가늘고 긴 침상모양을 나타낸다.

3.1. 결정구조 및 표면특성의 변화

Fig. 4의 XRD는 AlO(OH) 나노 콜로이드의 합성에서

CH3COOH의 농도가 결정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그림이다. 그림에서 보는바와 같이 모든 시료가 AlO(OH)

결정구조를 나타내었으며, 수열과정에서 AlO(OH) 결정의

생성은 CH3COOH의 농도에 대해 무관함을 알 수 있다.

=
<

=
<

Fig. 1. XRD patterns of  (a) γ-Al2O3  as precursor and (b) γ-

AlO(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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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의 FT-IR에서 1,060~1,080cm
−1
의 피크는 Al-OH기,

1,650cm
−1
은 H-O-H기 이고, 3,200~3,400cm

−1
은 Al-OH기

의 신축진동인데, 모두 AlO(OH)의 화학적 결합구조를 나

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CH3COOH의 첨가량에

관계없이 AlO(OH) 결정이 생성되고 그 구조도 유사하였

다. 이것은 결정구조와 화학적 결합구조는 수열합성에 따

라 변할 뿐 CH3COOH의 첨가량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는 것을 의미한다. Fig. 6의 DTA에서 알 수 있듯이 450
o
C

부근의 온도에서 동일한 흡열피크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AlO(OH) 결정 내부의 OH 이온이 응축되어 물로 이탈됨

으로써 γ-Al2O3로 상전이 한 것이다.
14,19)

 

Fig. 5의 XRD에서 보는바와 같이 1시간 수열합성 하였

을 경우에는 수열합성하기 전과 비교하여 상변화가 발생

Fig. 2. TGA/DTA curves of γ-AlO(OH)  used as precursor.   

Fig. 3. TEM micrograph of γ-AlO(OH) used  as precursor. 

Fig. 4. XRD patterns of the colloid as a function of the

CH3COOH concentration: (a) 0 g, (b) 0.4 g, (c) 0.8 g,

(d) 1.2 g, and (e) 1.6 g.

Fig. 5. XRD patterns of the colloid as a function of the

hydrothermal reaction time: (a) 1 h, (b) 2 h, (c) 3 h, (d)

4 h, and (e) 5 h.

Fig. 6. DTA curves of the colloid as a function of the

CH3COOH concentration: (a) 0 g, (b) 0.4 g, (c) 0.8 g,

(d) 1.2 g, and (e) 1.6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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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아 γ-Al2O3 결정구조를 그대로 유지하였으며, 2시

간 후에는 무정형의 겔이 형성되고 AlO(OH) 결정을 석출

시키기 시작하여 시간이 경과와 함께 결정이 성장하여 회

절강도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7의 DTA 곡선

에서도 알 수 있듯이 2시간 이후부터 450
o
C 부근에서 흡

열피크가 나타나는데, 수열합성시간이 증가할수록 γ-Al2O3

로의 상전이 온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Fig. 9에

서는 수열합성 시간이 증가할수록 3,500cm
-1
은 부근의 Al-

O-Al기 표면에 OH기의 농도가 증가되어 3,200~3,400cm
−1

의 Al-OH기와 OH기의 흡수스펙트럼을 나타내고
8)

, 스펙

트럼의 세기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Al
3+

 양이온과 OH

그룹의 신축진동영역으로 AlO(OH)의 표면화학적 결합구

조가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3.2. 비표면적 및 세공구조의 변화

Fig. 10은 CH3COOH 농도에 따른 질소흡탈착등온선을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에서 CH3COOH를 첨가하지 않은

시료의 경우 비표면적과 기공부피가 매우 낮고, CH3COOH

의 첨가량이 0.8 g이 될 때까지 비표면적과 기공부피가 증

가하다 이후부터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CH3COOH

를 첨가하지 않았을 경우는 수열반응 과정에서 Al
3+

 이온

과 CH3COO
−

 이온과의 착체인 무정형의 겔을 형성하지

않고 곧바로 [Al(H2O)OH]
2+ 
형태의 aquohydroxo complex

gel을 생성하여 이후부터는 겔 내부로 물의 확산속도에 지

배를 받으면서 AlO(OH) 결정은 빠르게 성장하게 된다.
8)

이는 입자표면의 pH가 높아 OH
−

 이온의 농도가 증가되

면 AlO(OH)로 상전이 하기 위한 활성화에너지가 커져 수

Fig. 7. DTA curves of the colloid as a function of the

hydrothermal reaction time: (a) 1 h, (b) 2 h, (c) 3 h, (d)

4 h, and (e) 5 h.

Fig. 8. FT-IR spectra of the colloid as a function of the

CH3COOH concentration: (a) 0 g, (b) 0.4 g, (c) 0.8 g,

(d) 1.2 g, and (e) 1.6 g.

Fig. 9. FT-IR spectra of the colloid as a function of the

hydrothermal reaction time: (a)  1 h, (b) 2 h, (c) 3 h, (d)

4 h, and (e) 5 h.

Fig. 10. N2 ads./des. isotherm of the colloid as a function of the

CH3COOH concentration: (a) 0 g, (b) 0.4 g, (c) 0.8 g,

(d) 1.2 g, and (e) 1.6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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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반응 속도를 크게 촉진시키기 때문인데, Fig. 12의 기

공크기분포에서 보는바와 같이 100~200Å 범위의 기공

이 소멸되고 200~400Å 범위의 거대기공으로 발달한 것

으로 부터도 알 수 있다. 그러나 AlO(OH) 입자표면에 음

이온인 CH3COO
−

 이온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는 용액 내

에서 입자표면의 반발력에 의한 분산상이 형성되지 않아

콜로이드를 얻을 수가 없다. 또한 CH3COOH의 첨가량이

많아질수록 100~200Å 범위의 기공이 발달하지 않는데,

이것은 입자표면의 pH가 낮아 OH
-
 이온의 농도가 감소

되면서 γ−Al2O3로부터 AlO(OH)로의 상전이 와 결정성장

을 위한 활성화에너지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Fig. 11은 수열합성시간의 증가에 따른 질소흡탈착등온

선의 변화를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에서 보는바와 같이

모든 시간에서 BDDT가 분류한 5가지의 흡착등온선 중에

서 mesopore의 특성을 나타내는 S자형의 흡착등온선이 나

타났다. hysteresis 형태는 de Boer가 분류한 5가지 중

1~2시간 수열합성 한 시료는 공간이나 타원체의 곡면에

의해서 생성되는 잉크병 모양의 기공을 나타내는 Type E

의 형태이고,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열린 실린더 모양의

기공을 나타내는 Type A에 가깝다.
14)

 1~2시간 수열합성

한 시료에서 흡탈착곡선의 이력이 큰 것은 Fig. 13에서

보는바와 같이 30~50Å의 미세기공을 많이 포함하고 있

기 때문이다. Fig. 13에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 30~50Å의

미세기공은 점차적으로 100~200Å 범위의 기공으로 발

달하는 경향을 나타내는데, 수열합성 시간이 3시간일 때

기공부피는 최대로 증가하고 이후부터는 기공크기는 증

가하지만 기공부피와 비표면적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3.3. 결정형태의 변화

Fig. 14는 CH3COOH 농도에 따른 결정형태의 변화를

나타낸 TEM 사진이다. 탈수되어 OH 그룹과 양성자를 포

함하지 않는 γ-Al2O3의 Al
3+
는 루이스 산점을 생성하여 비

공유 전자쌍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를 나타내게

된다. CH3COOH를 첨가하지 않아 물만 존재할 경우 Al
3+

은 1개의 OH
−

 이온을 받아들여 [Al(H2O)OH]
2+ 
겔을 형성

하고, 가역반응 과정에서 a축과 c축 방향으로 결정이 성

장하여 Fig. 14와 같은 형태의 판상입자를 생성한다. 그

러나 CH3COOH을 포함하는 수열반응에서는 CH3COO
− 
이

온은 γ-Al2O3의 Al
3+

 2개와 착체를 형성하고 가역반응 과

정에서 epitaxial 성장을 하여 폭이 작고 길이가 긴 판상

입자를 생성시킨다.
3)

 그러나 CH3COOH를 넣지 않았을 경

우와 CH3COOH를 0.4 g 이하로 넣었을 경우에는 콜로이

드가 생성되지 않아 침전물을 형성하였고, 0.8 g 이상일

Fig. 11. N2 ads./des. isotherm of the colloid as a function of the

hydrothermal reaction time: (a) 1 h, (b) 2 h, (c) 3 h, (d)

4 h, and (e) 5 h.

Fig. 12. Pore size distributions of the colloid as a function of

the CH3COOH concentration: (a) 0 g, (b) 0.4 g, (c)

0.8 g, (d) 1.2 g, and (e) 1.6 g.

Fig. 13. Pore size distributions of the colloid as a function of

the hydrothermal reaction time: (a) 1 h, (b) 2 h, (c) 3 h,

(d) 4 h, and (e) 5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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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부터 콜로이드가 형성되었지만 CH3COOH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콜로이드 용액의 점도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Fig. 15의 TEM 사진에서 보는바와 같이 수열반응시간

이 증가함에 따라 CH3COOH 용액에서 침상입자는 용해

되어 판상형태로 재결정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5의

XRD 및 Fig. 15의 TEM 사진을 통해 2시간 까지는 침상

의 γ-Al2O3가 서서히 용해하여 대부분 무정형의 겔과 소

량의 AlO(OH) 결정을 석출하기 시작하여 3시간 이후부

터 판상 AlO(OH)로 재결정된다. 4시간까지는 결정이 성

장하여 입자의 크기가 증가하며, 5시간부터는 판상입자의

두께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4. 결 론

침상의 γ-AlO(OH)를 소성하여 얻은 γ-Al2O3를 CH3COOH

의 첨가량과 시간을 조절하여 수열반응 하였을 때, 가역반

응이 수반되면서 판상 AlO(OH) 나노 콜로이드가 합성되었

다. 그리고 CH3COOH을 0.8 g 첨가하고 3시간 수열반응 하

였을 때 기공부피가 가장 높았으며, CH3COOH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길이가 긴 판상입자가 합성되었고, 수열반응시

간이 증가할수록 판상입자의 두께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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