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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Alanate-based materials, which were known to have high hydrogen 
storage capacity, were synthesized by mechanochemically metathesis reaction of
metal chloride and sodium alanate without solvent. XRD patterns of synthesized 
materials showed that metathesis reaction of cations between metal  chloride 
and sodium alanate was progressed favorably without any solvent. Magnesium 
alanate showed that 3.2 wt.% of hydrogen was evolved by the thermal 
decomposition. The addition of a small amount of Ti to the magnesium alanate 
greatly reduced hydrogen evolution temperature. Also, Ti doped magnesium ala-
nate had a good regeneration property. Both the calcium and lithium-magnesium
alanate showed the lower starting temperature of the two step hydrogen evolution 
and fast kinetics for the hydrogen evolution.

Key words : Alanate-based materials(알라네이트 계 물질), Hydrogen evolution(수소
방출), Hydrogen storage(수소 저장),  Mechanochemically metathesis 
reaction(기계적 이온교환), Ti doping(Ti 도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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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9세기 및 20세기가 화석 연료를 기반으로 한 

탄소 경제 시대였다면 21세기는 수소 경제 시대가 

될 것이며, 석탄, 석유 및 전기에 이어 수소가 3차 

에너지 혁명을 가져다 줄 핵심 인자가 될 것이다. 

특히 21세기에 들어서면서 화석연료의 고갈로 인

한 심각한 에너지 위기를 겪으면서 수소 에너지에 

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에너지원으로써의 수

소는 다음과 같은 장점을 지니고 있는데1-6) 첫째, 

수소를 연료로 사용할 경우 발생되는 에너지는 같

은 질량의 가솔린에 비해 3배나 더 많으며 연소 

시 극소량의 NOx를 제외하고는 환경 오염 물질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직접연소 또는 연료전지 등의 

연료로 사용 가능하다. 둘째, 수소는 궁극적으로 

무한한 물을 원료로 하여 물 분해 반응에 의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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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가 가능하며 그 연소 생성물이 물이기 때문에 

지구 물질 순환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청

정에너지원이다. 셋째, 수소는 산업용의 기초 소

재에서부터 일반 연료, 수소 자동차, 연료전지 등 

현재의 에너지 시스템에 사용되는 거의 모든 분야

에 이용이 가능하다. 넷째, 수소가 가진 화학에너

지를 열, 전기, 기계적 에너지 등으로 변환이 가능

하므로 에너지 변환 매체로 사용 가능하다. 

수소 에너지 시스템에서 수소 저장 기술은 제조

된 수소를 이용 기술로 연결하는 중요한 요소 기

술로 수소의 효율적인 에너지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수소를 저장하는 방

법은 고압 기체 저장, 액화 저장 및 고체 수소 저

장 물질을 이용한 저장으로 나눌 수 있는데, 고체 

수소 저장 물질을 이용한 수소 저장은 같은 양의 

수소를 저장할 경우 고압 기체 저장법에 비해 수

소의 부피가 1/4로 감소하며 수소 leak가 쉽게 일

어나지 않기 때문에 안전성 면에서도 매우 유리한 

저장법이다7). 고체에 수소를 저장하는 방법은 금

속 수소화물에 의한 흡수, 탄소 또는 제올라이트 

등과 같은 다공성 물질에 의한 흡착 그리고 금속 

착 수소화물 및 화학적 수소화물에 의한 화학반응

으로 나눌 수 있는데 대표적인 고체 수소 저장 물

질인 금속 수소화물에 의한 수소 저장은 수소 저

장의 중량 밀도가 2 mass%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용량의 수소 저장 용량을 가진 ala-

nate 계 수소 저장 물질은 비교적 새롭게 알려진 

수소 저장 물질로 다른 고체 저장 물질에 비하여 

비교적 높은 수소 저장량을 가진다. 그러나 alanate 

계 수소 저장 물질은 열분해에 의하여 수소가 방

출되는 메커니즘을 가지기 때문에 수소 방출 온도

가 비교적 높으며 또한 수소 방출 후 재저장의 가

역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Li alanate를 전구체로 사

용하여 ball milling에 의한 기계적 양이온 치환법

으로 수소 저장량이 크고 수소 저장의 가역성 확

보가 유리한 Na 및 Mg alanate를 제조하고 이의 구

조 및 수소 방출량을 살펴보았다. 또한 제조된 Mg 

alanate에 Ti 등을 도핑 하여 열분해에 의한 수소 

방출 온도를 낮추고자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Ca 

및 Li-Mg alanate 등 다양한 금속으로 양이온 치환

된 alanate의 수소 저장 재료로의 가능성을 고찰하

였다.  

2. 실 험

2.1 Alanate 계 수소 저장 물질의 제조

Alanate 계 수소 저장 물질로 수소 저장량이 크

고 열역학적 특성이 우수하여 상용화 가능성이 높

은 Na 및 Mg alanate는 Li alanate의 기계적 양이온 

치환 반응을 통하여 제조하였다8). Na alanate 제조

시 Li alanate (90%, Sigma-Aldrich)와 NaCl (99.9%, 

Sigma-Aldrich)을 1:1의 몰비로, Mg alanate 제조시 

제조된 Na alanate와 MgCl2 (99.9%, Sigma-Aldrich)

를 2:1의 몰비로 혼합한 후 텅스텐 카바이드 바이

알(dia.:5.7 cm, length:6.35 cm) 및 텅스텐 카바이드 

볼(10.53 g/ea) 4개를 사용하여 볼 대 시료의 중량

비를 41.5:1로 고정한 후 ball-miller (Spex 8000M 

Mixer/Mill, 1425 RPM)에서 9분, 15분, 30분 및 45

분 동안 ball milling하여 제조하였다. Ball milling 

intensity (BI)는 Huang 등이 제안한 다음 식에 의

하여 계산하였다9).

 

 
  (1) 

여기서 R은 바이알의 반경, f는 ball miller의 초

당 진동수, Mb는 ball의 중량, Mp는 시료의 중량을 

각각 나타낸다.

제조된 alanate에 Ti 등의 전이금속을 담지하여 

수소 방출의 특성 변화를 살펴보았다. 전이금속이 

도핑된 alanate는 alanate에 전이금속 염화물 전구

체를 2 mol% 혼합한 후 ball-miller로 45분 동안 

ball milling하여 제조하였다.

용매가 없는 상태에서 기계적인 양이온 치환 반



정헌도    363

Vol. 28, No. 4, August 2017 Transactions of the Korean Hydrogen and New Energy Society  <<

응에 의하여 제조된 alanate는 부산물인 NaCl 등 

염화물과 혼합물의 형태로 존재하므로 정제 과정

을 거쳐 고순도의 alanate를 제조하였다. 속시렛

(soxhlet) 추출 장치를 사용하여 THF (99.9%, anhy-

drous, Sigma-Aldrich)를 제조된 alanate와 염화물의 

혼합물에 주입하는 용매 추출법에 의하여 alanate

를 추출하였으며, 용매 추출 후 alanate에 결합된 

THF를 제거하기 위하여 90℃의 온도에서 24시간 

진공 처리하였다.

2.2 Alanate 특성 분석 및 수소 방출 실험

제조된 alanate의 구조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

여 XRD (D/Max 2000-Ultra Plus, Rigaku) 분석을 

수행하였다. CuKα를 X-Ray source로 사용하고 

X-Ray generator 40 kV/20 mA 및 0-80°의 범위에서 

0.02°/min의 속도로 scanning하여 alanate의 XRD 

pattern을 얻었다. 

또한 alanate의 정제 과정에서 사용된 THF 용매

와 alanate와의 결합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FT-IR 

(IFS 66/S, Bruker)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해

능 10 cm-1, 100회 scanning하여 alanate와 결합된 

용매 adduct의 존재 유무를 살펴보았다.

제조된 alanate의 수소 방출량은 온도에 따른 

P-C isotherm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P-C isotherm 측정 

장치는 4개의 공기 유압 밸브와 수소를 일시 저장 

할 수 있는 buffer tank, 반응기, 압력계 등으로 구

성되어 있다. 반응기는 SUS 재질로 제작하였으며 

부피는 10.2 mL이다. Buffer tank와 connect line이 

포함된 수소 저장 용기의 부피는 152.9 mL이고 압

력계는 최대 1500 psi까지 측정할 수 있도록 설계

하였다. 또한 열분해 반응기 내에 0.5 μm의 SUS 

sintered  필터를 설치하여 진공으로 감압할 때 시

료의 비산을 막아 측정 시스템의 다른 부분이 합

성된 시료로 오염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399℃까

지 가열할 수 있는 맨틀을 장착하였다.

반응기에 시료를 넣은 후 5°/min의 승온 속도로 

상온에서 290℃까지 승온하면서 이때 반응기 내

의 압력 변화로부터 방출된 수소의 양을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을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Ball milling 시간 및 부산물 정제에 따른 

alanate 제조 영향

Fig. 1에 BI = 5.03 m2/s의 ball milling 조건에서 

기계적 양이온 치환 방법에 의해 제조된 Mg ala-

nate의 ball milling 시간에 따른 XRD patterns을 나

타내었다. 기계적 양이온 치환 방법에 의하여 제

조된 Mg alanate는 ball milling 시간이 증가함에 따

라 Na alanate의 Na 이온과 MgCl2의 Mg 이온 간의 

양이온 치환 반응이 점차 진행되어 반응물인 Na 

alanate의 특성 피크(2 theta=29°)의 intensity가 점차 

감소하고 생성물인 Mg alanate의 특성 피크(2 the-

ta=25°)의 intensity가 점차 증가함을 볼 수 있다. 이

는 기계적 ball milling에 의한 양이온 치환 반응이 

원활히 진행됨을 의미한다. Ball milling 시간이 증

가함에 따라 NaCl의 특성 피크 (2 theta=32°, 45°) 

intensity 역시 함께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는데 

이는 양이온 치환 반응 결과 생성된 부산물인 

NaCl의 생성량 역시 증가하기 때문이다. Ball mill-

ing 시간 30분 전 후로 양이온 치환 반응이 대부분 

완료되는 것으로 생각되며 ball milling 시간이 30

분 이상일 경우 ball milling의 기계적 에너지가 생

성된 Mg alanate를 소량 분해시켜 수소 방출량의 

저하를 가져 올 수 있다. 

Fig. 2에 속시렛(soxhlet) 장치를 이용하여 THF

로 정제한 후 90℃의 온도에서 24시간 동안 진공 

처리하여 부산물 추출 용매인 THF를 제거한 Mg 

alanate의 XRD pattern을 나타내었다. 일반적으로 

THF는 Mg alanate와 결합하여 Mg (AlH4)2·4THF의 

형태로 존재한다. 즉 Mg alanate의 Mg 원자는 4개

의 THF molecule과 2개의 수소 원자로 octahedrally 

coordinate 되어 있다. 4개의 THF moleclue이 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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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XRD patterns of Mg alanate prepared by mecha-
nochemical cation metathesis method with different milling 
time (BI = 5.03 m2/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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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XRD patterns of Mg alanate in the presence of NaCl 
and in the absence of NaCl by purification of THF ext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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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FT-IR spectroscopy of Mg alanate purified by THF ex-
traction

alanate와 결합하고 있으나 용매상 양이온 치환 반

응에서 용매로 주로 사용되는 diethyl ether가 ala-

nate와 ploymeric ribbon structure를 형성하는 것과

는 달리 THF moleclue는 이러한 구조를 형성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7). 따라서 alanate에 포함

된 THF adduct를 제거하는 것이 용이할 것으로 판

단되며 XRD pattern으로는 alanate와 THF와 결합한 

용매 adduct를 확인할 수 없었다. NaCl의 특성 피크 

(2 theta=32°, 45°)는 THF 추출로 크게 감소하여 Mg 

alanate의 정제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FT-IR 분석을 통하여 alanate에 결합된 THF ad-

duct 존재 유무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 3에 나타내었다. XRD pattern으로는 alanate에 

포함된 THF adduct의 존재를 파악하기 어려웠으

나 FT-IR spectra의 3000 cm-1 및 1000 cm-1 부근에

서 Mg(AlH4)2·4THF를 나타내는 약한 흡수단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Mg alanate의 정제시 소량의 THF 

adduct가 alanate 내에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고순도의 alanate 제조를 위한 정제 과정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고진공의 조건 

또는 높은 탈착 온도의 조건 하에서 THF의 탈착

을 진행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높은 

탈착 온도는 alanate의 열분해를 유도하여 이에 따

라 수소가 방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런 

접근이 필요하다.

3.2 열분해 반응에 의한 alanate의 수소 방출 특성

Mg alanate는 이론적 수소 저장량이 9.3 wt.%로 

열분해 반응에 의한 수소 방출은 아래에 제시한 

2단계 반응을 통해 일어난다10-14). 첫 번째 단계는 

약 120℃에서 일어나는데 이 때 약 6.6 wt.%의 수

소를 방출하며 두 번째 단계는 약 280℃ 부근에서 

일어나며 약 2.7 wt.%의 수소를 방출한다10,15).

Mg(AlH4)2 → MgH2 + 2 Al + 3 H2 (2)

MgH2 + 2 Al → 1/2 Al3Mg2 + 1/2 Al + H2 (3)

Fig. 4에 기계적 양이온 치환 방법에 의하여 제

조된 Mg alanate의 ball milling 시간에 따른 수소 

방출 결과를 나타내었다. 기계적 양이온 치환 반

응에 의하여 제조된 Mg alanate의 열분해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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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Hydrogen evolution profiles of Mg alanate prepared by 
a mechanochemical cation metathesis method with differ mill-
ing time (BI = 5.03 m2/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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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Hydrogen evolution profiles of Mg alanate in the pres-
ence of NaCl and in the absence of NaCl by purification of 
THF extract

수소 방출의 온도는 ball milling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낮은 온도에서 수소 방출이 시작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열분해 온도가 Mg alanate에 비하여 

높은 Na alanate의 양이온이 Mg로 치환되면서 Mg 

alanate가 생성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ball milling 

시간이 30분 이상일 때에는 30분간 ball milling한 

Mg alanate와 비교하여 수소 방출량 및 방출 온도

가 크게 차이나지 않았다. Ball milling 시간이 증

가함에 따라 수소 방출량도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는데 30분간 ball milling한 Mg alanate의 

최종 수소 방출은 약 3.2 wt.%로 측정되었다. Na 

alanate의 양이온이 Mg로 치환되어 1몰의 Mg ala-

nate가 생성될 때 부산물로 함께 생성되는 2몰의 

NaCl이 포함된 이론적 수소 방출량이 약 3.9 wt.%

이므로 기계적 양이온 치환 방법에 의한 Mg ala-

nate의 제조시 최적 ball milling 시간을 예측할 수 

있었다. 또한 Mg alanate의 제조시 같이 생성되는 

NaCl를 제거하면 수소 방출량이 보다 증가할 것

으로 예상된다.

Fig. 5에 속시렛(soxhlet) 장치를 이용하여 THF

로 NaCl을 제거한 Mg alanate와 NaCl을 제거하지 

않은 Mg alanate의 수소 방출량을 나타내었다. 속

시렛(soxhlet) 장치를 이용하여 THF로 정제된 Mg 

alanate의 수소 방출량은 약 6.6 wt.%로 정제되지 

않은 Mg alanate의 수소 방출량 3.2 wt.%에 비하여 

2배 이상의 수소 방출량을 나타내었다. 이는 미국 

DOE 기준인 시료 중량 당 수소 저장량인 6.5 wt.%

를 상회하는 수소 방출량이며 Mg alanate의 1차 열

분해에 의한 수소 방출 반응의 이론적 수소 방출

량과 일치한다. 

THF로 정제된 Mg alante의 수소 방출 온도는 약 

140℃로 THF로 정제하지 않은 Mg alanate의 수소 

방출 온도인 120℃보다 높은 온도에서 수소 방출

이 시작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Fig. 3의 

FT-IR 결과에서 보듯이 정제 용매인 THF adduct가 

Mg alanate에 결합되어 Mg alanate의 열분해 ki-

netics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전이 금속의 첨가로 alanate에 수소를 가역적으

로 방출 및 저장할 수 있으며 수소 방출의 시작 온

도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발견은 경량 고체 

수소 저장이라는 새로운 기대를 창출하였다16). 본 

연구에서는 고체 전구체를 이용한 직접 합성 기술

에 의한 도핑법을 사용하여 전이 금속이 도핑된 

alanate를 제조하고 이의 수소 방출 특성을 고찰하

였다. Ti, Fe, Zr, Ni 등 전이 금속을 Mg alanate에 

2 mol% 도핑한 시료를 제조하고 이의 수소 방출 

시작 온도를 측정한 결과를 Fig. 6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Ti를 도핑하였을 때 수

소 방출의 시작 온도가 약 80℃로 가장 낮은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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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Hydrogen evolution profile of 2 mol% Ti-doped Mg ala-
nate regenerated at 600℃

로 나타났으며 다른 금속을 도핑한 경우에도 도핑

되지 않은 Mg alanate의 수소 방출 시작 온도에 비

하여 낮은 온도에서 수소 방출이 시작되었다. 일

반적으로 Ti 염화물은 Ti의 valence에 관계없이 

alanate의 열분해 반응 kinetics를 향상시키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17). 또한 염화물의 전이 금속이 ala-

nate의 격자에 치환되거나 또는 다른 전이 금속 화

합물을 형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현재까지 

보고된 바로는 3가 Ti가 alanate의 격자에 치환되

는 능력이 가장 우수하여 TiAl3와 같은 전이 금속 

화합물을 이루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7). 따라서 전

이 금속의 도입으로 alanate 열분해 반응의 kinetics

가 향상되어 보다 낮은 온도에서 수소 방출이 시

작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Ti가 도핑된 Mg alanate와 도핑되지 않은 Mg ala-

nate의 수소 방출 결과를 Fig. 7에 나타내었다. Ti를 

도핑함에 따라 alanate의 열분해 반응 kinetics가 향

상되어 수소 방출의 시작 온도가 120℃에서 80℃로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같은 heating rate

에서 수소 방출되기까지의 시간 역시 Ti를 도핑한 

Mg alanate가 약 10분 정도 단축되었다.

그러나 Ti가 도핑된 Mg alanate의 수소 방출량

은 약 2.7 wt.%를 나타내어 도핑되지 않은 Mg ala-

nate에 비하여 낮았는데 이는 알콕사이드 등 탄소

화합물의 오염이나 또는 Ti를 도핑하기 위한 ball 

milling의 기계적 에너지가 Mg alanate의 분해를 

일으켜 이때 발생된 수소가 Ti를 환원시키기 때문

인 것으로 판단된다. 

1단계 열분해 반응을 통하여 수소를 방출한 Mg 

alanate의 수소 압력 조건을 바꾸어 수소의 재 저

장 실험을 수행하여 가역적 수소 저장 재료로의 

적용 가능성을 고찰하였다. THF 추출로 NaCl을 

제거한 후 Ti가 도핑된 Mg alanate를 290℃까지 승

온 하여 1단계 열분해 반응에 의한 수소 방출을 

실시하였다. 그 후 1단계 수소 방출이 완료된 시료

를 회수하여 600℃의 온도에서 수소 압력 30 atm 

및 80 atm으로 48시간 동안 재생 실험을 실시하고 

재생된 시료의 수소 방출 특성을 살펴보았다. 

Fig. 8에 Mg alanate 및 재생된 Mg alanate의 수

소 방출 특성을 나타내었다. 수소 압력 30 atm 조

건 하에서 재생한 Mg alanate의 수소 방출량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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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wt.%, 80 atm에서 재생한 Mg alanate의 수소 방

출량은 약 2.9 wt.%를 나타내어 80 atm에서 재생

한 시료가 30 atm에서 재생한 시료에 비하여 수소 

방출량이 크게 증가함을 알 수 있었으며 fresh 시

료 대비 80 atm 재생시 53%, 30 atm 재생시 26%의 

수소 방출량을 나타내었다. 재생 온도가 300℃일 

때의 재생 효율은 80 atm 재생시 45%, 30 atm 재생

시 10%로 나타나 높은 온도와 압력 조건이 Mg 

alanate의 수소 재저장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생된 Mg alanate의 수소 방출의 시작 온도는 

약 130-140℃로서 fresh 시료의 수소 방출 온도인 

80℃에 비하여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시료 변화

에 따른 kinetics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4. 결  론

새로운 수소 저장 재료인 alanate 수소 저장 재

료를 기계적인 ball milling에 의한 양이온 치환 방

법으로 제조하고 그 물리 화학적 특성과 수소 방

출 특성을 살펴보았다.

기계적인 ball milling에 의한 양이온 치환 방법

으로 Mg alanate의 제조가 원활이 이루어졌다. 

Ball milling의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수소 방출의 

시작 온도가 낮아졌으며 수소 방출량이 증가하였

다. Ball milling 시간이 30분 이상일 때에는 수소 

방출의 시작 온도가 더 이상 낮아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수소 방출량이 약간 감소하였다. THF 추

출로 제조 과정 중 함께 생성되는 NaCl을 제거한 

Mg alanate는 1단계 열분해 반응에 의하여 방출되

는 이론적인 수소의 양과 거의 일치하였다. 그러

나 수소 방출의 시작 온도가 정제 전 Mg alanate에 

비하여 증가하였으며 FT-IR 분석을 통하여 alanate

와 결합한 THF adduct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제조된 Mg alanate에 다양한 전이 금속을 도핑하

여 수소 방출 실험을 수행한 결과 열분해 kinetics

가 향상되어 수소 방출의 시작 온도가 낮아졌다. 

Ti를 도핑하였을 때 수소 방출의 시작온도가 80℃
로 가장 낮은 온도에서 수소 방출을 시작하였다. 

1단계 수소 방출이 끝난 Ti가 도핑된 Mg alanate는 

600℃의 온도에서 수소압력 30 atm 및 80 atm으로 

48시간 동안 재생하였을 때 fresh한 Mg alanate의 

수소 방출량 대비 26% 및 53%의 수소 방출량을 

각각 나타내어 재생 효율이 크게 향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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