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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친환경 고체산화제 GDN (guanidine dinitramide, NH2C(NH2)NH2N(NO2)2)을 ADN (ammonium dinitramide, NH4N(NO2)2)과 
구아니딘 카보네이트(guanidine carbonate, NH2C(=NH)NH2⋅1/2H2CO3)를 이용하여 부산물을 최소화시킨 고순도, 고수
율로 합성하였으며, 이때 결정화 용매와 합성 과정에 따라 α-form과 β-form을 각각 얻었다. 이들의 화학적 조성과 
함량은 동일하지만, 구조적인 형태가 다르다는 것을 Raman-IR과 TGA-DSC 분석을 통해 관찰하였다. 특히 열특성
(TGA-DSC)에 있어서 α-form과 β-form 결정은 매우 큰 차이를 보였다. 흡열온도는 100 ℃ 부근으로 유사한데 비하여, 
발열최고온도에서는 α-form은 155.7 ℃이었으며, β-form은 191.6 ℃로 나타났다. 또한 발열량도 α-form은 536.4 J/g이
었으나, β-form은 1310 J/g으로 2.5배 가까이 증가하는 형태를 나타냈다. 특히 열분해되는 패턴이 α-form은 1단계 
분해과정을 거치면서 급격히 질량이 감소하는 반면, β-form은 2단계 분해과정을 보이며 서서히 질량이 감소하는 특
성이 관찰되었다. 

Abstract
An environmentally favorable solid oxidizer, guanidine dinitramide (H2C(NH2)NH2N(NO2)2), with high purity and synthesis 
yield was prepared using guanidine carbonate (NH2C(=NH)NH2⋅1/2H2CO3). Two different crystalline forms (α-form and
β-form) were obtained depending on the solvent used and synthesis process. Despite of the same chemical composition, 
Raman-IR and TGA-DSC revealed that different structures existed between them. In particular, the thermal analysis showed 
the exothermic temperature of α-form at 155.7 ℃ while 191.6 ℃ for β-form. The caloric value of α-form was 536.4 
J/g which was 2.5 times larger than that of β-form, 1310 J/g. In addition, α-form was steeply decomposed with one-step 
variation, but β-form followed a two-step thermal decomposition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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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  론

유용한 에너지 물질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디나이트라아마이

드(dinitramide salts, (-(NO2)2) 화합물은 친환경 고체 산화제로서 독성

과 환경 오염물질로 규제가 되는 AP (ammonium perchloride, NH4ClO4)

와 하이드라진(hydrazine, N2H4)을 대체하여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1]. 실제로 AP와 ADN (ammonium dinitramide, NH4
+N(NO2)2

-), HAN 

(hydroxylammonium nitrate, NH3OH+NO3
-), HNF (hydrazinium nitro-

formate, N2H5
+C(NO2)3

-), HN (hydrazinium nitrate, N2H5
+C(NO2)3

-)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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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실제로 로켓추진제로서 우주산업과 가스발생제로서 자동차의 에

어백 등에 성공적으로 이용되고 있다[2-4]. 이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물질이 ADN이다. 그러나 양이온의 형태로 구성된 형태인 ADN은 높은 

흡습성으로 인하여 보관성과 안정성이 낮기 때문에 암모늄염을 유기염으

로 치환한 Gu-DN (guanylurea dinitramide, ((NH2)2CNHCONH2)N(NO2)2)

과 GDN (guanidine dinitramide, NH2C(NH2)NH2N(NO2)2) 등이 새롭게 

제시되고 있다[5]. 이 두 물질은 흡습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보관성, 

안정성이 매우 우수하고, 분해반응에 따른 화합물의 순도저하 등의 

문제점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유기염의 일종인 GDN은 친환경적인 

에너지물질로 미래 지향적 물질이며, ADN에 비해 민감성이 낮고 동

시에 열안정성과 에너지 발생량이 높은 물질로 사용가능성이 높다[6]. 

현재 GDN은 단독 또는 다른 에너지물질과 혼합하여 가스발생제를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GDN에 대한 합성공정이나 

이들의 물성 및 순도에 대한 연구결과는 많이 보고되고 있지 않다. 보

편적으로 가능한 합성법으로는 구아니딘 양이온을 함유한 질산염,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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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염, 염산 등의 화합물들과 ADN의 이온교환반응을 통해 GDN이 합

성될 수 있다[7]. 

본 연구에서는 탄산구아니딘(guanidine carbonate, NH2C(=NH)NH2

⋅1/2H2CO3)과 ADN을 이온 교환시킴으로써 부산물을 생성시키지 않

고, 고순도의 GDN을 합성하는 새로운 공정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결정화 과정에서 적용하는 용매의 용해도와 극성도가 서로 다른 결정

의 형태와 물리적 성질을 나타낼 수 있음을 고찰하였다.

2. 실    험

2.1. 실험재료 및 시약 

순도 99%인 술팜산칼륨(KNH2SO3)은 TCI (Japan, Tokyo)사의 수산

화칼륨과 술팜산(NH2SO3H)의 중화반응으로부터 합성하였다. GDN 

합성을 위한 ADN은 합성한 술팜산 칼륨과 발연질산(fuming nitric 

acid, HNO3 98%), 농축황산(H2SO4 98%)으로부터 직접합성법을 통하

여 준비하였다. 탄산구아니딘은 Sigma-aldrich 제품을 사용하였으며, 

기타 용매류인 이소프로필알콜(C3H8O), 아세톤(C3H6O), 아세트산에틸

(C4H8O2)은 DAEJUNG CHEMICALS & METALS (Korea) 제품을 구

입하여 사용하였다.  

2.2. 합성반응

본 연구팀이 보유하고 있는 직접합성 기술을 적용하여 ADN을 우

선 제조한 후, 탄산구아니딘염과 함께 증류수에 녹임으로써 합성반응

을 시작하였다[8]. 반응물의 온도는 40 ℃로 유지하였고, 1~2 h 동안 

교반하면서 이온교환반응을 진행시켰다. 이때, 반응식 (1)~(3)에서와 

같이 암모늄카보네이트로부터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가 분해되면서 

기체상태로 소멸됨으로써 반응 수용액의 pH 변화가 안정화되면 반응

이 완료된 것으로 판단하고, 진공회전농축기를 이용하여 수분을 감압 

증발시킨다. 이러한 농축과정은 백색의 고형물질만 남을 때까지 계속 

진행하였다. 이후, 다양한 결정화 방법에 따라 농축물로부터 GDN의 

결정을 최종적으로 추출하였다. 

2.3. 결정화공정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유효 결정화 공정을 도출하는 것으로서 적

용하는 용매와 반응조건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의 GDN 결정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결정화 방법 1. α-form의 GDN을 얻는 과정으로서 상기 합성법을 

거쳐 농축시킨 중간 생성물 고체 화합물에 dropping funnel을 이용하

여 이소프로필알콜을 서서히 가하여 고체를 석출시키고, 상온에서 30 

min간 더 교반하였다. 고체 화합물을 여과하고 이소프로필알콜과 아

세트산에틸를 1 : 1로 혼합한 용액으로 세척한 후, 50 ℃의 오븐에서 

10 h 이상 충분히 건조하였다. 

결정화 방법 2. β-form의 GDN을 합성하는 과정으로서 합성, 농축

한 중간 생성물 고체 화합물에 증류수를 가하고, 온도를 40 ℃ 정도로 

올림으로써 고체화합물을 모두 녹인다. 연노란색을 띄는 액체 수용액

을 여과지(Advantec, 5A)를 이용하여 1차 여과한 후, 수용액을 서서히 

교반하면서, 상온에서 5-10 ℃로 냉각하여 고체상 생성물을 추출한다. 

다시 고체생성물을 약 1 h 더 냉각상태에서 교반시킨 후, 여과하여 얻

어진 고체를 50 ℃의 오븐에서 10 h 동안 건조하였다. 생성된 고체 

화합물은 결정화법 1, 2에 따라 α, β-form의 GDN을 얻었으며, 수율

은 모두 각각 99% 이상을 보였다. 

2.4. 시험분석 

시험합성한 GDN 결정의 구조와 물리적 특성을 다양한 분석기법을 

적용하여 확인하였다. 먼저, 합성한 GDN의 고유한 화학작용기들을 

확인하기 위하여 적외선분광법(FT-IR, Spectrum One System, Perkin- 

Elmer, USA)을 시도하였고, 합성한 GDN 결정들의 성분함량을 비교

하기 위하여 각각 같은 농도(1 × 10-6 mol)의 용액을 준비하여 가시광

선-자외선분광법(UV-Vis, CARY 300 Bio, Varian, USA)을 이용한 흡

광도를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또한 동일한 화학조성일지라도 분자간

의 배열과 주변 분자 환경에 따라 변하는 적외선 영역에서의 분자 진

동과 회전운동에너지를 측정하여 분자들의 전체적인 배열을 비교할 

수 있는 고분해능 라만 분광법(HR-Raman, inVia Raman microscopes, 

Renishaw, UK)을 이용한 고찰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GDN 결정들의 

입자형태와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 전계방출형 주사 전자현미경 

(FE-SEM, LEO SUPRA 55, GENESIS 2000, Carl Zeiss, Germany)을 

사용하였으며, 각각 이들은 DSC-TGA (TGA Q5000 IR / SDT Q600, 

TA, USA) 분석을 통해 온도에 따른 물질의 열변화량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X-선 회절분석기(XRD, D8 Advance, Bruker, UK)는 신규 

합성한 GDN 입자의 결정구조를 상대적으로 비교하기 위하여 사용하

였으며, 이러한 결과들을 근거로 용매 종류에 따른 고체산화제로서의 

GDN 결정들의 물리적 성질을 비교할 수 있었다. 

3. 결과 및 고찰

3.1. GDN 합성

GDN은 구아니딘 양이온과 디나이트라아마이드 음이온으로 구성되

어 있는 이온성 결정물질이다. GDN은 ADN과 구아니딘 고체염

(guanidine hydrochloride, guanidine nitrate, guanidine acetate, guani-

dine sulfate 등)과 이온교환반응을 통해 합성이 가능하다. 이전 연구

에서는 다양한 조건에서 GDN을 시험적으로 합성하면서, 합성수율과 

순도를 고찰하였다[9]. 이때 합성 과정에서 염화암모늄(NH4Cl), 질산

암모늄(NH4NO3), 아세트산암모늄(NH4CH3CO2), 황산암모늄

((NH4)2SO4) 등이 부산물로 생성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들 부생성 

염 물질들은 완벽하게 제거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결정화 과정

에서 합성수율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GDN을 합성하는 새로운 방법으로서 ADN과 탄산구아니딘염을 

초기 반응물질로 시작해보았다. 이 경우, 앞선 사례들과는 달리 최종 

목적물질인 GDN과 부산물인 탄산암모늄((NH4)2CO3)을 미량 형성하

였다. 그러나 탄산암모늄은 수용액에서 물질의 특성상 상온이상의 온

도에서는 빠르게 NH3, CO2 와 H2O의 가스상 물질로 쉽게 분해되어 

결국 순수한 GDN만 남김으로써 고순도 결정상의 GDN을 얻을 수 있

었다. 반응 과정에서 암모니아가 발생되는 것은 강한 자극성 냄새와 

반응용기의 가장자리에 젖은 pH paper의 변화로부터 관찰할 수 있었

다. 합성반응의 전체적인 mechanism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NH4N(NO2)2 + (NH2C(NH2)NH2)2CO3 ⟶ 
NH2C(NH2)NH2N(NO2)2 + (NH4)2CO3 (1)

(NH4)2CO3 ⟶ NH4HCO3 + NH3 (g) (2)

NH4HCO3 ⟶ NH3 (g) + CO2 (g) + H2O (3)

결론적으로 식 (1), (2), (3)을 통합하면 식 (4)와 같은 총괄 반응식

을 세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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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FE-SEM images of GDN (a) α-form (b) β-form.

Figure 2. IR spectra of synthesized GDN.

Figure 3. UV-Vis absorbance of synthesized GDN.

NH4N(NO2)2 + (NH2C(NH2)NH2)2CO3 ⟶ 
NH2C(NH2)NH2N(NO2)2 (4)

GDN은 특정한 유기용매뿐만 아니라, 차가운 물에서도 용해도가 매

우 낮다. 따라서 합성 과정을 통하여 추출한 GDN은 적절한 유기용매

를 이용하여 효율적이고, 선택적인 결정화가 가능하다. 또한 합성 수

용액을 낮은 온도로 유지하면 순수한 결정상의 GDN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별도의 정제과정이 필요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

한 과정들을 통하여 시험 합성한 GDN의 수율과 순도는 각각 99% 이

상을 보장할 수 있었다. 이때 본 연구에서는 결정화 용매를 차별화하

여 다른 형태의 결정상을 얻을 수 있음을 다양한 분석을 통하여 확인

하였다. 

본 연구에서 시도한 ‘결정화 방법 1’의 경우는 이소프로필알콜 용

매를 이용하여 결정화 시킨 것으로서 본 연구에서 처음으로 ｢α- 

form｣이라고 명명하였고, ‘결정화 방법 2’의 ｢β-form｣은 특정 유기

용매가 아닌 증류수를 이용하여 냉각결정을 시도한 것이다. 

주사형 전자현미경으로 imaging을 통해, 결정화 방법 1과 2를 이용

하여 얻은 GDN의 입자형태와 크기를 살펴보았다. 200배와 700배 크

기로 확대하여 Figure 1의 화면결과를 얻었다. ｢α-form｣ GDN의 경우

는 사진에서와 같이 전체적으로 결정이 엉김형태를 띠며, 개별입자의 

외형을 고찰한 700배 확대사진에서 부분적으로 입자모양이 정, 직사각

형들의 모양을 가짐을 알 수 있다(Figure 1(a)). 각 입자들은 100 mm보

다는 조금 작은 크기로 분포하고 있었다. 한편, ｢β-form｣은 ｢α-form｣
보다 선명한 결정구조를 보이며, 각 입자들이 길쭉하고, 모서리가 직

각에서 벗어난 형태로 ｢α-form｣보다 약간 가는 모양이 관찰되었다. 

이들 입자들은 상대적으로 덜 엉겨있는 상태이며, 개별입자들의 크기 

또한 ｢α-form｣보다는 다소 작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입자의 결정을 생성시키거나 성장시킬 때는 용매의 종류와 극성도

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결정의 형상과 크기를 얻을 수 있다

[10]. 특히 본 결정화 방법에서처럼 수용액을 사용할 경우, 물 분자는 

결정성장 시 결정화에 참여할 수 도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무수결

정이나 수화결정이 생성될 수 있고, 궁극적으로 합성된 입자의 물리

적 성질이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11]. 그러나 합성한 GDN의 두 가

지 결정에 대한 열분석을 실시한 결과(Figure 7), 물 분자의 이탈에 따

른 질량손실현상을 찾아볼 수 없었다. 

3.2. 합성 GDN의 화학구조 분석

3.2.1. 적외선 분광광도계(FT-IR) 분석

결정화 방법 1과 2를 거쳐 합성한 GDN 결정들을 ATR-diamond 

window를 이용하여 400-4000 cm-1 범위에서 적외선 분광 분석을 하

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로부터 합성한 GDN 입자의 화학적 작용기를 

확인하고, 화합물의 구조분석을 위한 스팩트럼을 얻었다. 특징적인 

peak는 Figure 2와 같이 암모늄기를 나타내는 3452, 3402, 3354, 3278, 

3203 cm-1와 NO를 비롯한 질산화물의 존재를 보여주는 1642, 1491, 

1416, 1337, 1179, 1000, 824, 731 cm-1 등으로서 GDN의 결합구조를 

규명한 결과와 유사하였다[7]. 이를 통해, GDN의 분자 결합구조에 대

한 화학적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각의 α, β-form 화합물을 동

일한 조건에서 고찰하였을 때, 서로 다른 형태의 기능기를 나타내주

는 peak를 찾지 못했다. 이는 합성한 물질이 동일한 화학구조로 구성

되어 있고, 화합물을 구성하는 기능기가 완벽하게 동일하기 때문에 

α, β-form에 대한 IR 분석의 차이점이 전혀 관찰되지 않았을 것으

로 예측된다. 

3.2.2. 자외선-가시광선 분광광도계(UV-Vis 분석)

결정화 방법 1과 2를 이용하여 합성한 GDN 결정들을 각각 동일한 

농도(1⋅10-6mol)로 준비한 후, 자외선-가시광선 분광광도계를 이용하

여, 자외선 흡광도를 확인하였다. Figure 3에서 볼 수 있듯이 GDN의 

화합물 구조에 존재하는 디나이트라마이드 작용기[N(NO2)2
-]의 흡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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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Raman-IR peaks of synthesized GDN.

Figure 5. XRD peaks of synthesized GDN.

도는 284 nm (n → π*)의 파장에서 관찰되는 것으로 보고되는 바, 

[N(NO2)2
-]의 구조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12]. 각각의 화합물

에서 관찰된 peak의 흡광도 값이 동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α-form｣ 
과 ｢β-form｣의 화학적 조성은 동일한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3.2.3. 고 분해능 라만 분광(Raman-IR)분석

라만-적외선 분광법을 이용하여 GDN의 구조와 결정형태를 살펴보

았다. Figure 4에 도시한 두 개의 diffractogram을 살펴보면, 적외선 영

역에서 흡광되어 나타나는 peak들의 위치는 동일하게 관찰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441, 1014, 828, 124 cm-1의 위치에서 α, β-form의 

peak 패턴이 서로 다름을 알 수 있다. 이는 FT-IR에서 동일한 형태를 

얻어 화합물의 구성성분이 동일하게 나타난 것에 대한 결과와는 다르

게 라만-적외선 분광 그래프에서는 동일한 성분의 물질이더라도, 결

정들의 배열에 따라 이웃하고 있는 분자들의 위치와 거리가 다르면, 

원자들간의 interaction energy가 다르게 되기에 서로 다른 peak들이 

나타난다. 특히, 라만-적외선 그래프에서 1000 cm-1 이하 영역은 분자

들의 진동에너지에 해당하는 영역으로서 분자들의 배열형태가 달라

지면 분자간의 dipole moment가 달라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합성한 

두 GDN 시료는 서로 다른 형태의 라만 분광스팩트럼을 보여주는 것

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결정화 방법 1과 2를 통해 얻은 화합물은 결

정형태가 유사하지만, 물리적 성질이 서로 다른 두 가지 형태(α, β

-form)로 존재할 수 있음이 입증되었다. 이들의 열적 특성은 TGA와 

DSC 분석을 통하여 비교해보았다. 

3.2.4. 화학구조분석

Figure 5는 X-선 회절분석기를 통하여 두 가지 방법으로 추출한 

GDN 결정에 대한 화학적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두 화합물 모두 비

교적 단순한 결정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주 peak는 2-Theta 값이 27°

인 부근에서 매우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peak의 모양이 단일 성분의 구조가 아니고, α-form의 2-Theta 값은 

27.25° (d = 3.26)이며, β-form은 27.12° (d = 3.28)에서 특징적으로 

강하고, 부분적으로 다른 peak들(24.6, 25.6, 28.9, 29.7, 29.9°)이 존재

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합성한 신규 에너지물질인 GDN을 추

출해내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수용액 상의 용매에 포함된 수분이 내부

의 분자 사이에 존재하는 결정형태로 생성되었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일부 단결정이 팽창되어 또다른 물질의 결정구조로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나 화학적으로 GDN 분자구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물리적인 

결정수에 의한 구조변화는 미미하여 XRD 상의 피크에서 복합물처럼 

보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3.3. 합성 GDN의 열특성 분석

TGA와 DSC 분석은 온도프로그램을 설정하여 시료의 질량변화를 

시간이나 온도의 함수로서 분석하는 것으로서, 시료의 온도에 따른 

흡열량과 발열량을 측정할 수 있다. 따라서 외부 가열에 의해 분해되

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물질의 질량손실은 증발이나, 가스상 산물을 

생성하는 화학반응이 수반되기 때문에 물질의 분해 메카니즘을 추정

할 수 있다. 두 개의 질산이온으로 구성된 디나이트라아마이드 화합

물인 GDN은 고에너지 물질로서 연소분해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면서 

많은 양의 열이 발생한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잘 알려진 ADN이나 

Gu-DN에 비하여 비교적 신물질인 GDN은 정확한 열특성이 알려져 

있지 않으며, 에너지물질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많은 에너지를 

발생할수록 유리하다고 판단된다. 동시에 흡열반응점이나 분해온도는 

낮을수록 민감성이 높기 때문에 취급이 용이하지 않고, 안전성이 떨

어지는 바, 일정한 온도 이상의 반응시작점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험합성한 GDN 결정들에 대하여 300 ℃까지 온도

를 상승시켜가며 변화되는 열특성을 살펴보았다. 이때 분석기기 내부 

시료는 질소분위기를 유지하였으며, 온도는 5 ℃/min 속도로 상승시

켰다. Figure 6에 정리한 DSC 변화량을 보면 α, β-form 결정에서 모

두 흡열온도가 100 ℃ 부근으로 유사한데 비해, 발열최고온도에서는 

α-form은 155.7 ℃인 반면 β-form은 191.6 ℃로 나타났다. 또한 발

열에너지 양도 α-form의 536.4 J/g에 비해 β-form은 1310 J/g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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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DSC curves of synthesized GDN. Figure 7. TGA curves of synthesized GDN.

2.5배 가까이 증가하는 형태를 보였다. β-form의 GDN은 142.9 ℃에

서 융해되면서 주변의 열을 많이 흡수하는 특이한 현상이 발생하였다. 

결국 합성된 GDN 시료의 미세한 물리화학적 차이가 열적특성 변화

를 유발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Figure 7의 TGA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열분해되는 패

턴이 α-form은 1단계 분해과정을 거치면서 급격히 질량소멸과정이 

나타나는 반면, β-form은 2단계 분해과정을 보이며 서서히 질량이 

감소하는 특성이 관찰되었다. 

즉, DSC 결과 비교하여보면, β-form의 GDN 입자는 100 ℃ 부근

에서 흡열반응이 일어나고, 넓은 범위의 온도에서 많은 양의 열이 발

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α-form은 100 ℃ 부근에서 흡열과

정이 거의 없이 좁은 온도범위에서 폭발적으로 짧게 발열현상이 나타

나고, 잔존물이 전혀 남지 않는 질량감소효과가 발생하였다. 상대적으

로 에너지(heat flow)량도 β-form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고에너지 신물질인 구아니딘디나이트라마이드(GDN)

를 암모늄 디나이트라마이드(ADN)와 탄산구아니딘을 이용하여 부산

물이 존재하지 않는 고순도의 결정을 고수율로 합성하였으며, 이때 

결정화 과정과 사용하는 용매에 따라 α-form과 β-form의 서로 다른 

고체상 결정을 얻었다. 이소프로필알콜을 이용하여 결정을 추출하였

을 때는 α-form을 형성하였고, 증류수를 용매로 사용한 수용액에서 

서서히 결정화시켰을 때는 다소 가느다란 형태의 β-form을 이루었

다. Raman-IR과 TGA-DSC 분석으로부터 이들의 화학적 조성과 함량

은 동일하지만, 구조적인 형태가 다른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열분해 

과정에서 발열에너지 양이 α-form은 536.4 J/g인 것에 비해 β-form

은 1310 J/g으로 2.5배 가까이 증가하는 형태를 보였다. 분해과정에 

있어서도 α-form은 1단계의 단순한 분해과정을 거치면서 급격히 질

량이 감소하는 반면, β-form은 2단계 분해과정을 보이며 서서히 질

량이 감소하는 특징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차별화된 결정구조와 열분

해 메커니즘은 GDN을 연료로 사용하는 고에너지 혼합물을 제조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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