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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synthesis of terephthalate intercalated Zn-Al: Layered double hydroxides (LDHs) was studied. We

designed freestanding Zn-Al: carbonate LDH nanosheets for a facile exchange technique. The as-prepared Zn-Al carbonate

LDHs were converted to terephthalate intercalated Zn-Al:LDHs by ion exchange method. Initially, Al-doped ZnO (AZO) thin

films were deposited on p-Si (001) by facing target sputtering. For synthesis of free standing carbonate Zn-Al:LDH, we dipped

the AZO thin film in naturally carbonated water for 3 hours. Further, Zn-Al: carbonate LDH nanosheets were immersed in

terepthalic acid (TA) solution. The ion exchange phenomena in the terephthalate assisted Zn-Al:LDH were confirmed using FT-

IR analysis. The crystal structure of terephthalate intercalated Zn-Al:LDH was investigated by XRD pattern analysis with

different mole concentrations of TA solution and reaction times. The optimal conditions for intercalation of terephthalate from

carbonated Zn-Al LDH were established using 0.3 M aqueous solution of TA for 24 hours.

Key words layered double hydroxides, anion exchange, AZO, terephthalate.

1. 서  론

2차원 구조의 층상 물질은 XY 평면에서는 강한 결합

을 이루고 Z축 방향으로는 상당히 약한 결합을 이루고

있다. 그 예로 흑연, 하이드로탈사이트, 알루미노 실리케

이트, 층상 이중 수산화물(LDH, Layered Double Hy-

droxide) 등이 있다.1) 이러한 물질들은 비교적 약한 층

간 결합력 때문에 층간에 다른 물질이 삽입 또는 교환

될 수 있으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많은 연구자의 관

심을 받아왔다. 그 중 층상 이중 수산화물은 M2+수산화

물의 일부가 M3+로 치환되며 양이온으로 하전된 금속 수

산화물 층과 수화된 음이온층이 전하균형을 이루고 있

는 평면구조의 음이온성 점토의 한 종류로서 다음과 같

은 기본식으로 나타내어진다.2-3)

[M1-x
2+Mx

3+(OH)2]
x+[(Am-)x/m · nH2O]x− (1)

M은 이온반경이 비슷한 2종의 금속 양이온, An−는 층

간에 위치 할 수 있는 n가 음이온을 나타낸다. M2+는

Ca2+, Mg2+, Zn2+, Ni2+, Co2+, Fe2+ 등이 가능하며 M3+

는 Al3+, Cr3+, Co3+, Fe3+등 여러 금속이온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음이온인 Am−는 Cl−, NO3
−, CO3

2−,

SO4
2− 등 여러 가지 음이온이 포함되며 이 외에 다른

유，무기 이온으로도 층간 삽입, 교환 이 가능하다.4-6)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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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여러 종류의 금속 도입 가능성과 음이온 교환능으

로 인하여 층상 이중 수산화물은 음이온 교환제 및 흡

착제, 에너지저장, 약물 전달 시스템, 촉매 및 단일층 금

속 산화물의 전구체 등 응용분야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

다.7-8) 특히 층상 이중 수산화물의 음이온 교환에 관한

연구는 원하는 조성과 특성을 지닌 층상 이중 수산화물

을 얻기 위해 중요하고 이러한 연구 중 Terephthalate

(TA2−)가 삽입된 층상 이중 수산화물은 면간 거리가 넓

어 다른 이온으로의 교환을 위한 매개체로써 주목 받고

있다.9)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에서 층상 이중 수산화물은 공침

법 또는 고온고압의 오토클레이브 반응기를 사용하는 이

온 교환법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전구체용액의 짝이온으

로 인한 다량의 폐액이 발생하고 고온고압의 조건이 필

요하다. 또한 생성물이 기판에 수평방향으로 배열된 분

말형태로 얻어지므로 기판에 수직형태이며 비표면적이 큰

Free standing 형태의 층상 이중 수산화물에 비해 2차원

층상 구조의 장점을 완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10)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음이온이 조절된 Free standing

형태의 층상 이중 수산화물을 오토클레이브를 사용하지

않고 간단히 제조하기 위해 스퍼터로 증착된 Al doped

ZnO 박막을 사용하여 D.I water와 반응시켜 기판에 수

직으로 배열된 Free standing Zn-Al carbonate 층상 이중

수산화물을 만든 후 상온, 대기하에서 Terepthalic acid

(TA) 수용액과 반응시켜 음이온 교환의 가능성과 시간,

농도 조건이 음이온 교환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연구

하고자 한다.

2. 실험 방법

본 실험에서는 음이온 교환 반응을 통해 Free standing

Zn-Al terephthalate 층상 이중 수산화물을 제조하기 위해

먼저 기판 위에 수직으로 배열된 Free standing Zn-Al

carbonate 층상 이중 수산화물을 제조하였다. 이는 Si 기

판에 10 at% Al doped ZnO (AZO) 박막을 Facing target

스퍼터링법으로 증착한 후 AZO박막을 CO3
2−가 자연적

으로 포함된 D.I water에 담가 층상 이중 수산화물이 충

분히 생성 되도록 실온의 대기 중에서 3시간 동안 반응

시켜 제조하였다. CO3
2−는 공기중의 CO2에서 유래하였고

수용액내 탄산염들의 평형식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CO2 (g) F CO2 (aq) (2)

CO2 (aq) + H2O F H2CO3 (3)

H2CO3 + H2O F H3O
+ + HCO3

− (4)

HCO3
− + H2O F H3O

+ + CO3
2− (5)

기판은 증착하기 전 메탄올과 아세톤을 이용해 10분

씩 초음파세척을 한 후 N2 가스로 건조하였고 AZO 박

막은 60 nm의 두께로 증착 하였다. Free standing Zn-Al

carbonate 층상 이중 수산화물이 생성된 Si 기판은 건조

를 위해 Rapid thermal annealing (RTA)에서 150 oC로

1시간동안 열처리 하였다.

층간에 삽입되어있는 CO3
2−를 Terephthalate로 치환하

기 위하여 Zn-Al carbonate 층상 이중 수산화물을 0.15M

농도의 Terepthalic acid 용액에 24, 48, 72시간동안 담

갔다. 또한 농도에 따른 영향을 보기 위해 0.15M, 0.3M,

0.6M 농도의 Terepthalic acid 용액에 24시간 동안 담갔

다. 이때 pH7.5 이하에서는 Terephthalate가 금속 수산화

물 양이온층과 직접 에스테르 결합을 할 수 있고11) pH9

이상에서는 수용액 내 CO2, HCO3
−, CO3

2−의 평형이

CO3
2−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CO3

2−와 재

이온 교환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 Terepthalic acid 용액

의 pH는 KOH 5M 수용액을 이용하여 9.5로 조절해 주

었다.12) 음이온 교환이 끝난 후 시료는 D.I water로 세

척 후 건조해 주었다.

음이온 교환이 끝난 시료의 특성은 FT-IR, XRD, SEM

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음이온 교환은 AZO 박막과 D.I water를 3시간 동안

반응시켜 Zn-Al carbonate층상 이중 수산화물이 충분히

생성 된 후 진행하였다. Fig. 1에 AZO 박막과 D.I water

의 반응시간에 따른 AZO박막 표면의 변화를 나타내었

다. 음이온 교환 후 시료에 Terephthalate가 존재하는지

를 확인하기 위하여 FT-IR로 분석하였다. Fig. 2는 Zn-

Al carbonate 층상 이중 수산화물을 0.15M 농도의 TA

용액에 상온에서 24시간 담근 샘플과 이를 150 oC에서

1시간동안 열처리한 샘플의 FT-IR 스펙트럼이다. 3200

cm−1 부근의 넓은 Peak은 금속 수산화물 층의 OH− Peak

이다. 그리고 1580 cm−1과 1380 cm−1의 Peak은 각각

COO−의 비대칭 신축운동과 대칭 신축운동에 대한 Peak

이다. 이를 통해 층간에 삽입된 물질이 Terepthalic acid

가 아닌 Terephthalate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13) 하지

만 이 두 Peak은 각각 H2O, CO3
2−의 Peak과 비슷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Carbonate 층상 이중 수산화물 에

서도 비슷한 위치에 Peak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샘

플을 150 oC에서 1시간동안 열처리한 후 1580 cm−1의

Peak이 줄어드는지 측정하였으나 Peak이 줄어들지 않았

고 1580 cm−1의 Peak이 H2O Peak이 아닌 COO−의 비

대칭 신축운동에 의한 Peak임을 간접적으로 확인하였

다. FT-IR로 Terephthalate의 존재는 확인하였지만 Tere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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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late가 시료의 표면에서 석출된 것이 아니라 층상 이

중 수산화물의 음이온층에 잘 삽입되었는지 확인하기 위

해서는 XRD의 분석이 필요하다.

음이온 교환반응을 거쳐 생성된 층상 이중 수산화물의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XRD를 측정하였다. D.I water와

AZO박막을 반응시켜 제조한 Zn-Al carbonate 층상 이

중 수산화물의 경우 (003) Peak은 11.64o에서 관찰되고

d값이 0.76 nm이다. Terephthalate가 층간에 삽입되었을

경우 Terephthalate의 길이는 0.95 nm 이고 Zn-Al 수산

화물 층의 두께는 0.48 nm 이므로 층간 거리는 약 1.43

nm로 증가하게 되고 (003) Peak은 6.11o부근에서 관측

될 것이다.14) Fig. 3에 음이온 교환으로 인한 층상 이중

수산화물의 층간 거리 변화에 대한 모식도를 나타내었다. 

Fig. 4에 Carbonate 층상 이중 수산화물의 XRD 패턴

과 0.15M 농도의 TA 용액에 시간별로 담근 샘플들의

XRD 패턴을 나타내었다. 0.15M 24시간 담근 샘플의

경우 Carbonate 층상 이중 수산화물 Peak이 사라지고

(003), (006)방향의 Zn-Al terephthalate 층상 이중 수산

화물 peak을 관찰할 수 있다. 이러한 층간 거리 변화는

terephthalate가 층상 이중 수산화물의 층간에 삽입되었음

을 보여준다. 그러나 48시간, 72시간 동안 담근 샘플의

경우에는 오히려 Terephthalate 층상 이중 수산화물 Peak

이 사라지고 다시 Carbonate 층상 이중 수산화물의 Peak

을 관찰할 수 있다. 이는 공기 중에서 음이온 교환을 진

행하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공기중의 CO2가 용

Fig. 2. FT-IR spectrum of terephthalate-LDH and Annealed ter-

ephthalate-LDH.

Fig. 1. SEM images of the AZO thin films with various dipping

time in D.I water. a) 30min, b) 60min, c) 120min, d)180min, e)

cross-sectional image of 180min. 

Fig. 3. The layer structure of LDHs with different intercalated an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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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되어 탄산이온이 다시 층간에 삽입되기 때문이라고 생

각된다.

Fig. 5에 농도가 다른 TA 용액에 담근 샘플들의 XRD

패턴을 나타내었다. 0.15M농도의 용액에 담근 샘플도

Zn-Al terephthalate 층상 이중 수산화물 Peak은 나타났

으나 0.3M농도의 용액에 담근 샘플의 Peak intensity가

가장 컸으며 0.6M에 담근 샘플은 오히려 Peak intensity

가 낮아지고 carbonate 층상 이중 수산화물 Peak이 증

가하였다. 이는 음이온 교환이 확산에 의존한 현상이므

로 Terepthalic acid의 농도가 너무 낮으면 carbonate LDH

층간에 본래 존재하는 CO3
2−의 높은 선택성으로 인해 층

간에 삽입되기가 힘들고 반면에 Terepthalic acid의 농도

가 너무 높으면 주변의 높은 이온 농도 때문에 CO3
2−

가 오히려 층 밖으로 나오지 못해 교환이 잘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Zn-Al carbonate LDH의 층간에 Terephthalate가 삽입

되어 층간거리가 넓어지게 되면 기판에 수직하게 성장

한 층상 이중 수산화물의 형상이 붕괴될 수도 있다. 하

지만 SEM분석 결과 층간에 Terephthalate가 삽입되어도

구조가 무너지지 않고 SEM iamge상으로 큰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

Fig. 6에 농도별 Terepthalic acid 용액과 음이온 치환

을 한 후의 SEM image를 나타내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상온의 대기중에서 pH가 조절된 Ter-

epthalic acid 수용액을 이용하여 기판으로 수직으로 배

열된 Zn-Al carbonate 층상 이중 수산화물의 층간에

CO3
2−에 비해 비교적 긴 Terephthalate를 삽입하는 실험

을 수행하였다. 선택성이 높은 CO3
2−가 삽입되어 있는 층

상 이중 수산화물을 비표면적이 넓은 구조적 이점을 이

용하여 상온의 대기 중에서 유기용매를 이용하지 않고

수용액을 이용하여 층간 음이온을 교환하였다.

FT-IR 분석결과 OH− Peak과 1580 cm−1, 1380 cm−1에

서 Terephthalate의 COO−의 비대칭 신축운동과 대칭 신

축운동에 대한 Peak을 확인하였다.

0.15M, 0.3M, 0.6M에 담근 Zn-Al carbonate 층상 이

중 수산화물은 24시간 음이온 교환 후에도 표면형상이

거의 변하지 않았고 XRD 분석결과 0.3M 농도가 Ter-

ephthalate의 층간 삽입에 가장 효과적인 농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너무 낮은 농도에서는 Terephthalate가 층

간까지 충분히 확산되기 어렵고 너무 높은 농도에서는

높은 이온농도 때문에 내부의 CO3
2−가 제거되고 Tereph-

Fig. 4.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LDH with various dipping

time.

Fig. 6. SEM images of the LDH dipped in various terephthalic acid concentration a) 0.15M 24Hr, b) 0.3M 24Hr, c) 0.6M 24Hr. 

Fig. 5.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LDH dipped in various ter-

epthalic acid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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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late 삽입되기 어렵기 때문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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