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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irnessite (7Å manganate, δ-MnO2) which is a manganese oxide and comprises manganese nodules, is a
major manganese mineral on the earth surface and a precursor in the synthesis of todorokite. In this study birnessite
was synthesized by three different methods: Feng et al. (2004) and Luo et al. (1998) based on redox reaction and
Ma et al. (1999) based on reduction reaction. 12 birnessite samples were synthesized by different combinations of
Na+ and K+ cations based on the base (OH-) and permanganate (MnO4

-) reagents in the synthesis. The mineral
compositions of synthesized birnessite were identified by XRD, and the two cation ratio in the mineral was
measured by ICP. The products obtained after hydrothermal treatment of Mg-buserite, by the precursor of birnessite,
was examined by XRD, and then phase transition to todorokite and their characteristics were compared. Our results
show that the byproducts and the characteristics of phase transition by each synthetic method have different trends.
Hausmannite (γ-Mn3O4) and feitknechtite (β-MnOOH) were formed by both methods in the redox reaction
mechanism. By Feng et al. (2004)’s method, manganite (γ-MnOOH) phase only appeared when cation was
predominantly Na+. Two birnessite samples synthesized by redox reaction mechanism showed phase transition to
todorokite (10Å manganate, OMS-1) when both NaOH and KMnO4 were used together. However, single-phase
birnessite was formed by Ma et al. (1999)’s method, and phase transition was confirmed only for the sample when
the cation was only composed of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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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간단괴를 주로 이루고 있는 망간산화물 버네사이트(7Å manganate, δ-MnO2)는 지표의 주요한 망간 광물로서 다
양한 합성법이 연구되어 있으며 또한 토도로카이트 합성의 전구물질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연구된 합성
방법들 가운데 산화-환원반응을 합성기작으로 하는 Feng et al.(2004)와 Luo et al.(1998)의 방법, 환원반응을 합성기
작으로 하는 Ma et al.(1999)의 방법 총 3 가지 방법을 참고하여 버네사이트 합성 조건 중 합성에 사용되는 염기
(OH-)와 과망간산(MnO4

-) 시약의 양이온 종류에 따른 합성 결과물의 특성을 연구하였다. 합성 시약의 양이온을 Na+

와 K+ 두 이온으로 조합하여 총 12 가지 버네사이트를 합성하였다. 합성한 버네사이트의 구성 광물종은 XRD를 통
해 동정하고 ICP를 통해 광물내의 두 이온 조성비를 측정하였다. 버네사이트를 전구물질로 한 부저라이트(buserite)
를 열수처리한 생성물에 대한 XRD 분석 후 토도로카이트로의 상변이 유무 및 양상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합성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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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마다 부산물 및 상전이 특성이 다른 경향성으로 나타났으며, 산화-환원반응기작 합성 방법에서 두 방법 모두 허스
마나이트(hausmannite, γ-Mn3O4)와 페이크네타이트(feitknechtite, β-MnOOH)가 부산물로 생성되었다. Feng et

al.(2004)의 방법에서는 망가나이트(manganite, γ-MnOOH) 상이 Na+가 지배적으로 존재하는 조건에서만 나타났다. 산
화-환원반응 기작으로 합성한 두 가지 버네사이트는 공통적으로 NaOH, KMnO4를 사용하여 합성한 시료에서 토도로
카이트(todorokite, 10Å manganate, OMS-1)로의 상전이가 나타났다. Ma et al.(1999)의 방법에서는 단일 상의 버네
사이트가 합성되었고, 양이온을 Na+으로만 합성한 시료에서만 상전이를 확인하였다. 

주요어 : 망간산화물, 버네사이트, 토도로카이트, 상전이, 광물합성

1. 서 론

망간은 지각을 이루는 원소 중 10번째로 그 양이

많으며, 지표암석의 평균 0.1 %를 차지하고 철 다음으

로 가장 흔한 중금속으로 알려져 있다(Turekian and

Wedepohl, 1961). 지표근처에서 망간이온은 30 가지

이상의 망간 산화물 또는 수산화물로 쉽게 산화되어

나타나고(Post, 1999), 스피넬(spinel)구조, 층상(layered)

구조, 일차원 터널(tunnel)구조 등 다양한 구조를 형성

하기도 한다. 해양환경에서 망간산화물은 망간단괴

(nodule), 미소 응결체(micro-concretions) 또는 코팅

(coating)의 형태로 나타난다(Crerar and Barnes, 1974).

Burns and Burns(1977)에 따르면 해양 망간단괴를

이루고 있는 주된 망간 산화물은 버네사이트(birnessite,

7Å manganate, δ-MnO2), 토도로카이트(todorokite,

10Å manganate, OMS(octahedral molecular sieve)-1)

그리고 버나다이트(vernadite)로 보고된 바 있다. 해양

단괴는 구성원소인 망간이온이 Cu, Ni, Co와 기타 전

략금속들을 최대 1 %(W/W)까지 함유할 수 있기 때문

에 경제적으로 상당히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Post, 1999).

버네사이트는 Mn+3, +4 산화수를 가지는 망간 이온

을 중심으로 6 개 산소원자가 결합한 MnO6 팔면체가

층을 이루며, MnO6 팔면체 층 사이에 수화된 1가 양

이온(Na, K)이 결합한 형태로 존재한다(Fig. 1). 버네

사이트는 훌륭한 이온교환제이며, 터널형 망간산화물인

토도로카이트의 전구물질이다.

버네사이트는 강한 염기성 환경에서 세 가지 반응 기

작을 통해 합성될 수 있는데, Mn2+의 산화(oxidation),

MnO4
-의 환원(reduction) 그리고 Mn2+와 MnO4

-의

산화와 환원반응이 동시에 작용(redox)하는 기작이 일

반적이다(Luo et al., 2000). 이러한 기작을 바탕으로

하여 산화법에서는 산화제의 종류(산소기체, 과산화수

소)(Golden et al., 1987; Giovanoli et al., 1970;

Bricker, 1965; Feng et al., 1995), 환원법에서는 환

원제의 종류(HCl, 알코올, 글루코오스, 글리콜, 말레산

등)(Bricker, 1965; Ching et al., 1995; Ching et

al., 1997; Ma et al., 1999), 염기성환경을 조성할 때

의 염기의 종류(NaOH, KOH, RbOH, CsOH, NH3

등)(Chen et al., 1996; Luo et al., 1996)와 염기의

농도, 최적의 합성 온도(Luo et al., 1997; Luo et

al., 1998)등 다양한 합성조건에 따른 버네사이트의 물

리적인 성질들이 연구되었다. 이 밖에도 Pereira-

Ramos et al.(1992), Kanoh et al.(1997), Le Goff

et al.(1993), Bach et al.(1990)에서 연구된 바와 같이

졸겔(sol-gel)법으로도 합성이 가능하며 이 밖에도 다양

한 방법들이 보고되어 있다. 하지만 망간산화물은 산

화수가 다양하고 화학양론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화학

조성을 가지기 때문에 단일상을 수득하기에는 어려움

이 존재한다(Feng et al., 2007).

버네사이트의 층간에 수화된 물들은 단일층으로 존

재하며 층간간격이 약 7 Å인 버네사이트에 Mg2+ 이

온교환반응을 통해 수화된 Mg2+이 층간에 존재하면서

물 이중층(double layer)구조가 형성된다(Fig. 1). 이처

럼 층간간격이 10 Å으로 넓어진 층상 망간산화물을

부저라이트(buserite)라고 통칭하며 부저라이트를 저온

열수 처리하여 터널형 망간산화물 토도로카이트를 얻을

수 있다. 토도로카이트는 터널형 망간산화물로 +2, +3,

+4 산화수를 가지는 망간이온이 혼합된 MnO6 팔면체

들이 모서리를 공유하면서 3 × 3(6.9 Å × 6.9 Å) 일

차원 터널구조를 이룬다(Fig. 1). 비교적 크기가 큰 터널

구조 때문에 제올라이트(zeolite)와 이온교환특성이 유
Fig. 1. Scheme of mineral structures of Na-birnessite, Mg-

buserite and Mg-todorok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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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게 나타나며, 팔면체 분자체(Octahedral Molecular

Sieve,(OMS)) 성질을 가진다(Post and Bish, 1988;

Shen et al., 1993).

버네사이트는 합성방법에 따라 비교적 폭넓은 물리

화학적 성질을 보이며 이를 열수처리하는 방법에 따라

서 열수변성생성물인 토도로카이트의 성질을 좌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에 연구된 합성방법들을 수정하여 사용 시약의 양이온

조합에 따른 생성물의 차이를 확인하고 그로 인하여

열수처리에 대한 상전이 특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

아보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2.1. 시료 합성

기존에 연구된 방법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산

화환원법인 Feng et al.(2004)과 Luo et al.(1998) 방

법 그리고 환원법인 Ma et al.(1999) 방법을 수정하여

버네사이트를 합성실험을 수행하였다.

2.1.1. Feng et al.(2004) 방법

44 g NaOH(Duksan, 93.0 %) 125 mL 수용액을

9.516 g MnCl2(Sigma-Aldrich, beads, 98%) 125 mL

수용액에 마그네틱 바로 저어주면서 부어준 후 Mn(OH)2

(pyrochroite)가 연분홍색 겔 형태로 침전이 되었다. 이렇

게 생성된 혼합액에 3.982 g KMnO4(Sigma-Aldrich,

≥99.0%)를 250 mL 증류수에 녹인 수용액을 천천히

첨가하여 생성되는 암회색 침전물을 30 분 더 교반해

준 뒤, 60 oC에서 12 시간동안 두었다.

2.1.2. Luo et al.(1998) 방법

13.5 g MnSO4·H2O(Sinyo Pure Chemicals, 98.0%)과

1.926 g MgSO4 (Sigma-Aldrich, ≥99.5%)를 160 mL

증류수에 가하여 제조한 수용액을 180 mL 40 g

NaOH(Duksan, 93.0 %)에 빠르게 교반하면서 천천히

부어준 후 Mn(OH)2 연분홍색 겔 침전물이 형성되었다.

겔 형태의 혼합액에 5.1 g KMnO4를 160 mL에 녹인

수용액을 빠른 교반조건 하에서 천천히 가하여 생성된

MnO 검은 현탁액을 65 oC에서 100 시간 두었다.

2.1.3. Ma et al.(1999) 방법

300 mL 0.316 M KMnO4 수용액을 300 mL 0.3 M

KOH와 100 mL 에탄올(C2H5OH, Samchun, 99.9 %),

100 mL 증류수와 혼합한다. 적갈색 혼합액을 30 분

동안 추가로 교반해주고 60 oC에서 20 일간 두었다.

위의 과정으로 합성된 혼합물들은 각 온도에서 에이

징을 마친 후 상등액과 침전물을 0.2 μm membrane

filter (Advantec, Mixed Cellulose filter)를 이용하여

진공여과를 통해 분리한 후, 1차 증류수로 세척하여 약

pH 7로 안정화하여 다시 진공 여과한 케이크 상태 시

료를 동결건조하여 버네사이트를 합성하였다.

기존 방법을 수정한 시약조합은 Table 1에 나타내었

고, 각 방법에서 시약의 양이온 종을 제외하고는 모두

동일한 조건으로 설정하여 합성실험을 수행하였다. 

 

2.2. 부저라이트 상태 조성

위의 방법으로 합성한 시료를 1 M MgCl2·6H2O

(Sigma-Aldrich, ≥99.0 %) 수용액 1 L에 풀어 24 시

간 300 rpm으로 교반하여 버네사이트 층간에 존재하

Table 1. The product phases synthesized by three different methods with different combinations of two cations in the base

and permanganate

Sample Base Permanganate Product

F-KK
KOH

KMnO4 K-BIR, Feit, Haus

Feng et al.(2004)
F-KN NaMnO4 K/Na-BIR, Feit, Haus

F-NK
NaOH

KMnO4 Na/K-BIR, Feit

F-NN NaMnO4 Na/K-BIR, Feit, Mang

L-KK
KOH

KMnO4 K-BIR, Feit

Luo et al.(1998)
L-KN NaMnO4 K/Na-BIR, Feit, Haus

L-NK
NaOH

KMnO4 Na/K-BIR, Feit

L-NN NaMnO4 Na-BIR, Feit, Haus

M-KK
KOH

KMnO4 K-BIR

Ma et al.(1999)
M-KN NaMnO4 Na/K-BIR

M-NK
NaOH

KMnO4 K/Na-BIR

M-NN NaMnO4 Na-BIR

*A/B-BIR indicates that the amount of A is larger than B in birnessite interlayer.

*BIR: birnessite, Feit: feitknechtite, Haus: hausmannite, Mang: mangan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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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가 양이온을 Mg2+으로 치환하여 물 분자가 이중

층으로 존재하는 Mg-부저라이트 상태로 유도하였다.

이온교환 과정을 마친 혼합물은 0.2 μm membrane

filter에 진공막 여과하여 상등액을 분리하였다.

2.3. 열수 처리 및 상변화 유도

열수처리방법에는 대표적으로 고압증기처리(auto-

clave), 마이크로웨이브(micro-wave)와 환류냉각법

(reflux)이 있고 가장 저온상태에서 수행되는 열수처리

방법인 환류냉각법은 실제 열수과정을 통해 생성된 토

도로카이트 시료와 상당히 유사한 특성들을 가지는 것

으로 보고되어있다(Feng et al., 2004). 이를 참고하여

환류냉각방법을 사용하여 대기압조건에서의 상변화를

유도하였다. 이온교환을 마친 시료들은 3차 증류수 1 L

에 다시 풀어 진공막 여과하는 과정을 3 번 시행하여

불필요하게 잔류하는 Mg2+ 이온을 제거하였다. 진공막

여과를 마친 Mg-부저라이트는 증류수 300 mL에 풀어

환류냉각용 500 mL 플라스크에 옮겨 담은 후, 가열플

레이트를 사용하여 마그네틱 바로 교반하면서 100 oC

에서 24 시간 가열하였다. 열수처리를 마친 망간산화

물은 상온에서 식혀준 뒤 0.2 μm membrane filter에

진공막 여과 후 3 일 이상 동결 건조하여 완전히 수

분을 제거하였다. 건조된 시료는 아게이트 막자사발

(agate mortar)로 분말화하고 표준체(standard sieve)

No.45(355 μm)를 사용하여 입자크기를 균일하게 하여

본 연구의 재료로 사용하였다.

2.4. X-선 회절 분석(XRD)

광물학적 동정 및 결정구조를 감정하기 위해 각 단

계에서 합성된 시료를 동결건조하고 분말화하여 경북

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에 있는 X-선 회절분석기(X-ray

diffractometer, XRD, D/Max-2500, Rigaku)를 이용하

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조건은 Cu-Kα 18 kW,

2θ 5-90 °, 측각 간격(step size) 0.02 °이다.

2.5. 광물형태 및 표면관찰(SEM)

합성방법에 따른 버네사이트 및 토도로카이트의 광

물형태학적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경북대학교 공동실

험실습관의 전계방사형 주사전자현미경(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SU8220, Hitachi)

을 이용하였다. 시료를 관찰하기 위해 분말화 된 시료

를 전용 홀더에 탄소 테이프를 붙여 탄소 테이프 위에

분말화한 시료를 고정시킨 후, 백금 코팅하였으며 가

속전류 5.0 kV, 기부전류는 10.1 μA로 분석하였다.

2.6. 광물 구성 이온 비 측정

합성한 망간산화물 분말시료 50 mg을 20 mL 3차

증류수와 1 mL 농질산, 2 mL 30 % H2O2를 넣고

2-5 분 가열하여 잔류하는 H2O2를 증산시킨 후, 이 혼

합액에 증류수를 추가하여 용액 부피를 총 100 mL로

희석하였다. 이 희석액을 경북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에

있는 유도결합플라즈마 분광기(Inductively Coupled

Plasma Spectrometer, ICP, Optima 7300DV, Perkin-

Elmer)를 이용하여 Na, Mg, K, Mn의 농도를 측정하

여 망간산화광물의 구성 이온 비를 계산하였다. 

3. 결과 및 토의

3.1. X-선 회절 분석(XRD)

각 방법으로 합성한 총 4 가지 조합의 버네사이트와

이를 전구물질로 하여 열수변성 처리 후의 시료를 각

각 X-선 회절 분석하여 결과를 나타내었다.

Cui et al.(2009)에 따르면, 버네사이트 층간에 존재

하는 K+ 이온은 Mg2+과의 이온교환이 활성화되기 어렵

기 때문에 버네사이트에서 토도로카이트로의 상변화를

저해하는 것으로 보고되어있다. 따라서 이 성질을 응용

하여 반응시약으로 사용하는 염기와 과망간산 시약의

양이온을 Na, K로 하여 Mg2+ 이온 치환 후, 토도로

카이트로 열수변성과정을 거친 시료와 열변성 전의 시료

의 XRD 패턴과 비교하여 상변화 여부를 확인하고 각

합성법과 이온조합에 따른 상변화 특성을 확인하였다.

3.1.1. Feng et al.(2004) 방법

양이온 조건을 다양하게 하여 합성한 버네사이트의

XRD 패턴을 Fig. 2에 나타내었다. Fig. 2(a) 시료에서

버네사이트와 페이크네타이트, 허스마나이트 총 3 가

지 광물상을 나타내는 피크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환

류냉각 열수 처리한 Fig. 2(b)와 비교해 보면 두 패턴

이 차이가 거의 없이 동일하게 나타난다. 버네사이트

의 (002) 면 피크 강도(intensity)가 낮아지고 38 °부

근 피크의 폭이 넓어지는 정도로 변화가 미미한 것으

로 확인하였다. Fig. 2(c)는 (a)와 동일한 광물상을 확

인할 수 있지만, 피크의 패턴은 차이를 보였다. K+ 이

온이 지배적인 (a)에서는 12.3 °, F-KN인 (c)에서는

12.5 °에서 (001) 피크가 나타났고, (a)는 18 °에서 나

타나는 허스마나이트 피크가 19.4 °의 페이크네타이트

피크보다 낮은 강도로 나타났지만 (c)는 (a)와는 반대

양상을 보였다. 버네사이트 (002) 피크 위치도 (a)가

(c)보다 왼쪽에 나타났다. (c)를 열처리한 (d) 패턴은



버네사이트 합성 시 합성 방법 및 양이온 조건에 따른 생성 광물 및 열수처리 후 상전이 특성 513

버네사이트와 토도로카이트, 허스마나이트 상이 공존하

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c)에서와 (d)에서 나타나

는 버네사이트의 제 1 피크는 각각 12.6 °(7.0 Å),

12.3 °(7.2 Å)로 차이를 보이며 열수처리 이후 층간

간격이 넓어진 것을 인지할 수 있었으며 피크 너비 또한

넓어지고 강도도 낮아진 것을 확인하였다. Fig. 2(e)는

기존에 연구된 방법과 동일하게 합성한 버네사이트를

나타내었고, (f)는 이를 환류냉각 처리한 시료이다. (e)

에서는 버네사이트, 페이크네타이트 피크를 확인 할 수

있고, 이를 열처리한 (f)에서는 토도로카이트와 버네사

이트 상이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와 (h)

는 Na+ 이온으로만 합성환경을 조성한 시료들이고 다

른 합성 조합에서의 불순물과는 다르게 망가나이트

(manganite, γ-MnOOH)상을 보였다. 두 시약의 양이

온을 모두 Na+로 설정해 주었기 때문에 Na-버네사이

트가 합성되어 상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하였지

만, 열처리 후 토도로카이트 피크는 나타나지 않았으

며, 페이크네타이트 피크가 사라진 버네사이트와 망가

나이트 상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버네사이트 층

을 이루는 망간이온의 평균 산화수(AOS, Average

Oxidation States)와 관련하여 설명할 수 있다. Cui et

al.(2009)에 의하면 Na-버네사이트라 하더라도 AOS 값

이 3.87 이상인 경우에는 토도로카이트로의 상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며, 3.51-3.80 범위의 평균산화수를 가질

때 상변화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염기 시약

의 양이온과 과망간산 시약의 양이온이 다른 경우인

Fig. 2(c)와 (e)를 전구물질로 한 경우에서만 토도로카

이트 상전이를 보였고 KOH로 합성한 버네사이트에서

만 허스마나이트 피크가 나타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Feng et al.(2004) 방법으로 합성한 버네사이트는 모

두 페이크네타이트와 함께 공존하여 나타나지만, 열수

처리 후에는 페이크네타이트 피크를 확인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와 달리 허스마나이트와 망가나이트의 경우

는 가열처리 이후에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저온 가

열에 대한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인다.

3.1.2. Luo et al.(1998) 방법

Fig. 3는 Mg2+-doping 버네사이트의 양이온 조합에

따른 광물상 XRD 패턴을 나타내었다. Fig. 3(a)와 (b)

는 버네사이트와 페이크네타이트 상을 확인 할 수 있

으며, 상변화는 일어나지 않았고 열수처리 전과 후의

차이가 없었다. Fig. 3(c)와 (d)에서는 버네사이트와 페

이크네타이트, 허스마나이트 상을 보였으며, L-KK와

마찬가지로 열수처리에 대한 상변화는 나타나지 않았

다. Fig. 3(a)와 (c)는 두 패턴 모두 K+ 이온이 염기

시약을 통해 존재하는 경우로 반응용액에 존재하는 비

율이 높기 때문에 버네사이트 층 사이에 주로 분포하

여 Mg2+ 이온과의 이온교환 반응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토도로카이트의 상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 Fig. 3(e)는 기존에 연구된 방법과 동일하게

합성한 시료이며 열변성 생성물 (f)에서 토도로카이트

와 버네사이트 피크가 공존하고 있다. 열변성 처리전

시료 (e)에서 버네사이트 제 1 피크(12.3 °(7.2 Å))

앞에서 폭이 넓게 나타나는 피크는 Mg2+ 이온

doping이 다른 이온조합의 경우보다 활성화되면서 나

타나는 부저라이트 구조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

라서 토도로카이트의 상변이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었고, Fig. 3(f)패턴에서 피크 강도가 높게 반영되

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Na+ 이온이 지배적인 조건에

서 합성한 결과 버네사이트, 페이크네타이트, 허스마나

이트 피크를 보였고 열변성 결과 강도가 낮고 폭이 넓

은 피크로 토도로카이트 상을 확인하였다. Fig. 3(f)와

(h) 패턴을 비교하였을 때 버네사이트와 토도로카이트

Fig. 2. Powder XRD patterns of birnessite and its reflux

products by Feng et al.(2004) method with the combinations

of two cations suggested in Table 1. (a) F-KK, (b) F-

KK(H.T.), (c) F-KN, (d) F-KN(H.T.), (e) F-NK, (f) F-

NK(H.T.), (g) F-NN, (h) F-NN(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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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크 강도가 확연하게 차이 나타나는데 이는 층간에

Na+ 이온이 지배적인 버네사이트보다 다른 양이온과

함께 존재하는 경우에 Mg2+ 이온교환 반응이 활성화

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KOH로 합성된 (a)와 (c)는 열변성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이고 NaOH로 합성된 (e), (g)는 토도로카이트로

상변화가 진행된 경향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과망간산

시약의 양이온이 Na+일 때 허스마나이트 상이 불순물로

존재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성은 같은 산

화-환원 반응을 기작으로 버네사이트를 합성한 Fig. 2

의 Feng et al.(2004)에서와는 상이하며 Mg2+ 이온의

층간 doping 여부에 따른 버네사이트 고유 특성과 그

를 전구물질로 활성화된 상변화 및 부산물 출현 특성

에 다르게 작용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3.1.3. Ma et al.(1999) 방법

Fig. 4은 환원반응을 합성 기작으로 한 버네사이트

합성실험 결과를 나타내었다. 산화-환원반응을 기작으

로 합성한 경우와는 달리 모든 이온 조합에서 부산물

없는 순도 높은 버네사이트 단일 상을 얻을 수 있었다.

Fig. 4(a), (b), (c), (d), (e), (f)는 거의 동일한 패턴으

로 나타났지만 열수처리 전과 후를 비교해보면, 상변

화는 활성화되지는 않았지만 35-60 ° 사이에서의 미소

한 피크 차이를 보였다. 유일하게 양이온 조건이 Na+

로 지배적인 Fig. 4(g)를 전구물질로 한 경우에서만 열

수처리 이후 토도로카이트로의 상변화가 나타났다. Na+

이온이 지배적인 조건에서는 상변화가 없었거나 활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던 산화-환원반응 메커니즘의

경우에서와는 다르게 환원반응의 경우에는 유일하게 토

도로카이트 상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볼 때 양이온 조합을 다

양하게 하여 수행한 버네사이트 합성 실험결과를 통해

각 합성법 마다 부산물로 나타나는 망간산화물의 종류

와 열수변성과정을 거친 생성물의 출현 양상이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Feng et al.(2004)를 참고하여

합성한 4 가지 버네사이트(Fig. 2(a), (c), (e), (g)) 가

운데 양이온을 Na로만 설정하여 합성한 경우에서만 망

가나이트가 확인되었으며 이는 합성조건에서 어떤 이

온이 층 사이에 결합하는지에 따라서 생성되는 부산물

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산화-환원

반응을 기작으로 합성한 버네사이트의 경우에서는 공

통적으로 페이크네타이트 상이 나타났다. Luo et

al.(1998)에 의하면 페이크네타이트는 버네사이트가 형

성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간생성물이며 버네사이트

Fig. 3. Powder XRD patterns of birnessite and its reflux

products by Luo et al.(1998) method with the combinations

of two cations suggested in Table 1. (a) L-KK, (b) L-

KK(H.T.), (c) L-KN, (d) L-KN(H.T.), (e) L-NK, (f) L-

NK(H.T.), (g) L-NN, (h) L-NN(H.T.).

Fig. 4. Powder XRD patterns of birnessite and its reflux

products by Ma et al.(1999) method with the combinations

of two cations suggested in Table 1. (a) M-KK, (b) M-

KK(H.T.), (c) M-KN, (d) M-KN(H.T.), (e) M-NK, (f) M-

NK(H.T.), (g) M-NN, (h) M-NN(H.T.).



버네사이트 합성 시 합성 방법 및 양이온 조건에 따른 생성 광물 및 열수처리 후 상전이 특성 515

는 합성 조건에서 안정적(stable)인 상이지만, 페이크네

타이트는 준안정성(meta-stable) 상으로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서 열수처리 이후에는 페이크네타이트 상을 확

인할 수 없었던 것으로 미루어보아, 가열처리로 인해

준안정인 페이크네타이트 상이 제거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버네사이트 합성 시 다른 양이온(Mg, K)이 존재하

지 않고 Na+ 이온으로만 지배적으로 존재할 때 망가

나이트 상이 생성되려는 양상이 가속화되는 것으로 판

단되고 이렇게 발생한 부산물은 열처리로서 제거는 불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연구에 따라서 Na-버네

사이트가 토도로카이트의 전구물질이 되는 것으로 예

상했지만 다른 양이온 없이 Na+로만 이루어진 혼합액

을 반응시켜 수득한 Na-버네사이트(F-NN)는 Na+ 이온

이 지배적으로 층간에 결합하려하는 경향이 층의 질서

도를 높였기 때문에 되려 Mg2+ 이온이 층간에 결합할

수 없어져 부저라이트 구조가 형성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L-NN에서는 F-NN과는 다르게

버네사이트 합성 시 Mg2+ 이온의 doping으로 망간팔

면체 층에서 이온 반경차이로 비교적 낮을 질서도로

인하여 상변화가 활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M-NN

에서는 F-NN에서와는 다른 합성기작으로 인해서 상변

화 여부에 대한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Luo et al.(1998)에 따라 합성한 시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Fig. 3(f), (g)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합성

시 K+ 이온이 함께 존재할 때 토도로카이트 피크 강

도가 버네사이트 피크보다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경

향성은 아마도 버네사이트가 합성될 때 층간에 양이온

이 intercalation되는데 수화된 양이온의 크기는 Na+와

K+가 다르며 두 이온이 공존할 때, 크기가 같은 단일

종의 이온이 결합한 버네사이트에 비해 층상 구조의

질서도를 낮출 것이다. 이 불규칙성이 Mg2+ 이온의

교환반응을 보다 수월하게 하여 상변화가 일어난 것으

로 사료된다. 하지만 Ma et al.(1999) 방법으로 합성

한 시료의 경우, K+ 이온의 존재가 상변화를 저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Cui et al.(2009)에 의하면, 망간팔면체 층 사이에

K+ 이온이 많이 존재할수록 버네사이트의 AOS는 값

은 높아지며, AOS 값이 낮더라도 토도로카이트의 전

구물질이 될 수는 없다. 또한 본 연구에서 선택한 열

수처리방법은 비교적 낮은 온도와 대기압 조건에서 유

도되었고, 이로 인한 토도로카이트로의 상변화 여부는

버네사이트의 망간이온 AOS 값과 층간 K+ 이온에 대

한 영향이 큰 것으로 설명하였다.

3.2. 광물형태 및 표면관찰(SEM)

참고문헌에 따라 합성한 버네사이트와 열수상변화한

토도로카이트 표면관찰 결과를 Fig. 5에 나타내었다.

Feng et al.(2004) 방법과 Luo et al.(1998) 방법은

기존에 제시된 방법과 동일하게 합성한 시료를, Ma et

al.(1999) 방법은 상변화가 진행된 M-NN시료를 촬영한

사진이다. Fig. 5(a)와 (c)는 거의 유사한 판상형태를 보

이지만, 표면은 (a)에서 비교적 깨끗하게 나타나는 반면,

(c)는 표면에 얇은 선들이 관찰된다. 또한 (c)에서 약

0.2 μm 이하의 크기로 육각형에 가까운 작은 입자들이

결정성장면을 보였다. (e)에서는 위의 두 버네사이트 보

다 확실하게 결정면이 나타난 판상 입자와 굽어지고 결

정면을 보이지 않는 형태의 판상 입자가 혼재하며 나타

났다. 이들을 열수처리한 시료들은 같은 방향으로 평행

하게 침상입자들이 나타나며, 길이는 약 0.5-5 μm 정도

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각 방법으로 합성한 토도로카이

트는 전구물질 판상입자에서 그대로 결정면에 평행하게

침상으로 연장되며 발달한 경우가 많았고, Atkins et

al.(2014)의 표면 특성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3.3. 광물 구성 이온 비 측정

망간산화물의 구성 이온을 정량한 결과를 Table 2에

Fig. 5. SEM images of powdered manganese oxide minerals

synthesized by Feng et al.(2004), Luo et al.(1998) and Ma

et al.(1999) methods. (a) F-NK (×50,000), (b) F-NK(H.T.)

(×50,000), (c) L-NK (×50,000), (d) L-NK(H.T.) (×50,000),

(e) M-NN (×30,000), (f) M-NN(H.T.) (×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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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하였다. 먼저 Feng et al.(2004)를 참고하여 합성

한 생성물들의 결과를 보면 열수처리 후 상변화가 일

어난 F-KN과 F-NK의 경우, 상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F-KK와 F-NN에 비해 Mg/Mn와 Mg/Na의 비가 높은

값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Feng et al.(2004) 방법을 참

고하여 합성한 버네사이트의 상변화는 Mg2+ 이온의

함량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사료된다.

Luo et al.(1998)은 K/Mn 값이 작은 경우인 L-NK와

L-NN에서 상변화를 보였으므로 버네사이트의 망간 팔

면체 층 구조가 형성될 때 층간이온으로 K+의 함량이

적을 경우에 토도로카이트로의 상변화가 더 잘 나타나

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Mg/Mn 값이 다른 방법으로

합성한 경우와 비교했을 때 월등히 크지만, K+ 이온이

다량 존재할 때는 망간이온 AOS 값이 높아져 상변화가

활성화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Ma et

al.(1999)에서는 Mg/Mn의 비가 가장 큰 경우에 상변

화가 일어났지만, Mg/Na의 값은 특별히 최대값이나 최

소값을 보이지 않았으므로 Feng et al.(2004)의 경우와

는 다르게 Na+ 이온과의 상관성은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두 이온 비율을 나타낸 자료를 통해서도 합

성 기작에 따라 다른 경향성이 나타나며, 전구물질의

합성방법에 따라 토도로카이트의 상변화 활성 조건이

다양해질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버네사이트를 합성하기 위하여 기존에 연구되었던

합성방법 중 총 3 가지를 참고하여 합성에 사용하는

시약의 양이온을 Na와 K를 다양한 조합으로 설계하여

합성실험을 수행하였다. 총 12 가지 버네사이트를 합

성하여 환류냉각 방법으로 열수변성 처리 결과 합성

방법과 이온 조합에 따라서 부산물과 상변화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것을 확인하였다.

환원반응기작을 통해 합성한 버네사이트는 XRD 분

석결과를 통해 단일 상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산화-환

원 반응기작으로 합성한 시료에서는 버네사이트 합성

과정에서 중간생성물로 발생하는 페이크네타이트 상이

공존할 수 있으며 에이징 시간을 늘려 제거할 수 있었

다. 합성 방법과 이온 조합에 따라서 망가나이트와 허

스마나이트가 나타나는 조건이 다르게 나타났고, 열수

처리 후에도 존재하며 페이크네타이트와는 달리 열수

환경에 대해 안정성을 보였다.

Feng et al.(2004) 방법에서는 Mg/Mn와 Mg/Na의

비가 최소값으로 나타나는 F-NN의 경우에서만 유일하

게 망가나이트 상이 확인되었다. 이때 다른 양이온보

다 Na의 함량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측정되었고 타

양이온과 공존하지 않는 상태가 망가나이트 상의 생성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경우 주로 층간이온으로 Na+가 다량 포함된 버네사이

트 임에도 불구하고 되려 망간팔면체 층의 질서도를

높여 Mg2+ 이온이 층간에 교환되는 것을 저해한 것을

이온 함량을 정량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었다. 산화-환

원반응 기작을 통해 합성한 버네사이트의 경우, 단독

양이온이 지배적인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 보다 Na+

와 K+ 이온이 함께 존재하는 조건에서 층 사이에

intercalation되는 양이온의 함량이 높고 Mg2+ 이온이

교환되는 비율도 대체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같은 산화-환원반응을 기작으로 합성한 버

네사이트라 하더라도 Mg2+ 이온 doping 여부에 따라

서 토도로카이트 상변화되는 이온 조합 조건이 달랐으

며, doping 버네사이트에서 상변화 활성도가 높은 것

Table 2. Ion ratios in the synthesized birnessite and

hydrothermal treatment products

Sample Mg/Mn Na/Mn K/Mn Mg/Na X/Mn

F-KK - 0.017 0.083 - 0.100

F-KK(H.T.) 0.014 0.014 0.026 0.998 0.053

F-KN - 0.019 0.142 - 0.161

F-KN(H.T.) 0.032 0.016 0.014 1.993 0.062

F-NK - 0.066 0.003 - 0.069

F-NK(H.T.) 0.038 0.014 0.005 2.662 0.058

F-NN - 0.042 0.002 - 0.044

F-NN(H.T.) 0.003 0.019 0.003 0.173 0.025

L-KK 0.101 0.019 0.070 5.402 0.190

L-KK(H.T.) 0.070 0.014 0.019 4.992 0.103

L-KN 0.098 0.026 0.056 3.834 0.179

L-KN(H.T.) 0.103 0.017 0.024 6.011 0.144

L-NK 0.173 0.064 0.009 2.716 0.246

L-NK(H.T.) 0.122 0.018 0.007 6.758 0.147

L-NN 0.102 0.043 0.001 2.378 0.146

L-NN(H.T.) 0.088 0.017 0.002 5.200 0.107

M-KK - 0.014 0.114 - 0.128

M-KK(H.T.) 0.019 0.018 0.055 1.051 0.093

M-KN - 0.096 0.053 - 0.149

M-KN(H.T.) 0.028 0.018 0.029 1.497 0.075

M-NK - 0.037 0.160 - 0.197

M-NK(H.T.) 0.032 0.019 0.035 1.708 0.085

M-NN - 0.050 N/D - 0.050

M-NN(H.T.) 0.103 0.065 N/D 1.578 0.168

*X/Mn: X represents the sum of mM per liter of Na+K+Mg.

*H.T.: hydrothermal treatment.

*-: Mg has not been measured.

*N/D: not de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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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인하였다. 환원반응을 기작으로 한 Ma et

al.(1999) 방법의 경우, 층 사이에 Na+ 이온이 지배적

으로 존재할 때 Mg2+로의 이온교환이 활성화되었고

이로 인해 토도로카이트로의 상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

다. 산화-환원반응을 기작으로 하는 두 방법과는 다른

경향으로 합성 메커니즘에 의한 영향으로 사료된다.

결과적으로 버네사이트 합성 시 본 연구에서 확인한

조건들 즉, 층간양이온, 층간 Mg2+ 이온의 도핑여부,

합성반응 기작 등이 복합적인 관계를 가지며 부산물과

상변화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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