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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언

 페리하이드라이트는 철성분이 풍부한 환경에서 흔히 찰되는 물로 처크로 로 부터 

처음 명명된 뒤(Chukhrov et al, 1974), 그 동안 많은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어져 왔다.  이 

페리하이드라이트는 부분의 지표환경에서 보다 안정한 침철석으로 이하는데, 그동안 많

은 학자들이 합성 실험을 통해 페리하이드라이트의 침철석으로의 이요소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그 동안의 연구에 의해 밝 진 침철석으로의 이에 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용액의 pH, 온도, Fe 농도, Si 함량, 여러 가지 속이온과 음이온의 함량 등 이라고 밝 졌

다.(Cornell and Schwertmann, 1979; Schwertmann and Murad, 1983; Cornell, 1985; 

Cornell and Giovanoli, 1987; Cornell, 1988; Vempati and Loepert, 1989; Jambor and 

Dutrizac, 1998)

그 동안 수행된 페리하이드라이트로부터 침철석으로의 이에 한 연구 , 이속도에 

한 연구는 상 으로 많지 않다. 이는 페리하이드라이트으로부터 침철석으로 이된 양

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이다. 

이 논문의 목 은 컴퓨터 로그램 뉴모드(NEWMOD)를 이용하여 페리하이드라이트-침

철석의 이양을 정하게 평가하고 이로부터 그 이속도를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는지 알

아보는 것이다.

NEWMOD 로그램은 이놀즈(Reynolds and Walker, 1993)에 의해 개발된 것으로 혼합

층상 토 물의 회  패턴을 계산, 정량분석을 해 개발된 로그램이다. 이 로그램은 

주로 토 물의 혼합층상 계를 시뮬 이션하는데 이용되는 것으로, 이번 연구에서는 토

물 신 순수한 페리하이드라이트와 침철석의 혼합물을 시뮬 이션하는데 이용하 다. 실

험 상으로는 여러가지 페리하이드라이트  침철석으로의 이를 쉽게 찰할 수 있는 합

성 2회  페리하이드라이트를 사용하 다.

2.  시료  채 취   실 험  방 법

  2.1. 물합성과 X-선 회 분석

순수한 2-회 선 페리하이드라이트와 침철석을 얻기 하여 합성 실험을 하 다. 페리하

이드라이트 합성은 Eggleton 과 Fitzpatrick의 합성법을 수정하여 수행하 다(Eggleton and 

Fitzpatrick, 1988). 합성 침 물의 물상 감정을 하여 강원 학교 지질학과의 리가쿠 

Dmax 2200V X-선 회  분석기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이때 구리 타겟을 사용하 으며, 

주사속도는 분당 1°, 2θ 주사범 는 10°에서 70° 다.

  2.2. 2-회 선 페리하이드라이트와 침철석 혼합물의 X-선 회  분석

합성 실험으로 얻은 순수한 2-회 선 페리하이드라이트와 침철석을 90(F):1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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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F):30(G), 50(F):50(G), 30(F):70(G)의 무게 비율로 섞은 뒤에 X-선 회  분석을 하 다

(F: 2-line ferrihydrite, G: goethite).  X-선 회  분석의 조건은 실험 방법 2.1의 조건과 같

다.

    2.3. NEWMOD 로그램을 이용한 X-선 회  피크 합성.

  뉴모드 로그램의 기본 데이터 자료에는 순수한 페리하이드라이트와 침철석의 X-선 

회  강도 값이 없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순수한 페리하이드라이트와 침철석의 

X-선 회  강도 값을 뉴모드 로그램에 입력하고, 이로부터 원하는 비율로 두 물을 

로그램 상에서 혼합하 다. 뉴모드 로그램으로 얻은 X-선 회  분석 자료를 검증하기 

하여 실험 방법 2.2로 얻은 자료와 비교하 다.

  2.4. 합성 2-회 선 페리하이드라이트의 침철석으로의 이 찰을 한 실험

  2-회 선 페리하이드라이트를 실험 방법 2.1을 이용하여 합성한 후 28일간 25℃ 워터베

스에 보 하 다. 이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에 일정 간격으로(2일, 4일, 7일, 12일, 20일, 28

일) 용액과 침천물 시료를 채취하 다. 침 물은 원심분리하여 건조시킨 뒤, X-선 회  분

석을 하여 물상을 감정하 다.

3 .  결 과   고찰

  3.1. 실제 혼합물과 NEWMOD 로그램을 이용한 혼합물의 X-선 회 분석결과 비교

  합성된 2-회 선 페리하이드라이트와 침철석의 X-선 회  분석 결과와 일정한 무게 비

율로 섞은 혼합물의 X-선 회 분석 결과를 그림 1에 나타내었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2-회 선 페리하이드라이트의 자취를 혼합물 섞임 비율이 70(F):30(G) 정도까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침철석의 함량이 50% 이상되는 경우에는 페리하이드라이트의 자취를 독하기가 

어려웠다.

F i g  1.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the mixtures of 2-line 

ferrihydrite-goethite(F=ferrihydrite, G=goeth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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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뉴모드 로그램을 이용하여 2-회 선 페리하이드라이트와 침철석의 X-선 회  

강도를 일정한 비율로 합성하여 시뮬 이션한 결과를 그림 2에 나타내었다. 그림 2를 살펴

보면 X선 회  패턴의 양상이 그림 1의 경우와 비슷함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일정한 비

율로 섞여 있는 페리하이드라이트와 침철석 혼합물에서 각각의 함량 비율을 측정하는데 있

어 뉴모드 로그램을 이용하는 방법이 충분히 가능성 있음을 시사한다. 

F i g  2. Simulated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the mixtures of 2-line 

ferrihydrite-goethite. Simulations are performed with the NEWMOD computer 

program(F=ferrihydrite, G=goethite)

   3.2. 2-line 페리하이드라이트의 침철석으로의 이량  이속도 계산

혼합물에 해 실내실험  뉴모드 로그램을 이용하여 획득한 X-선 회  분석결과로부

터 이량을 정량 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함수를 도출하 다. 이 함수는 2θ 20∼22° 구간의 

침철석 회  피크의 면 을 35-40° 구간의 페리하이드라이트 주 회  피크 면 으로 나  

값과 침철석의 함량 간의 계를 나타내는 식이다. 

그림 3은 2-회 선 페리하이드라이트를 합성한 뒤 일정한 시간이 지났을 때, 침철석으로 

이한 양상을 보여주는 X-선 회  분석결과이다. 이양 계산 함수를 용하면, 이된 양

은 28일의 실험기간동안 10%정도임을 알 수 있다.



Proceedings of the Annual Joint Conference,                                                      
Mineralogical Society of Korea and Petrological Society of Korea 
May 28~29, 2009, Chuncheon, Korea

한국광물학회․한국암석학회

2009년 공동학술발표회 논문집- 39 -

F i g  3 .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2-line ferrihydrite synthesized from the solution at 

pH 5.0(F=ferrihydrite, G=goethite)

이 연구에서와 같이 페리하이드라이트로부터 침철석으로 이하는 양을 평가하고 이로부터 

이속도를 계산할 수 있다면, 이로부터 페리하이드라이트-침철석 간의 반응을 보다 자세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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