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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 約 示差熱曲線으로 二酸化망간의 各變態를 分析化學的인 面에서 檢討하였다.

各變態의 轉移溫度는 a, 0-MnO2 인 경 우 580°C〜650°C 였 :% Z-MnQ 인 경 우 405°C〜605°C, 8- 
MnC)2 인 경 우 860°C〜875°C 였으며 吸熱 peak 를 나타냈다.

轉移가 完結되는 회복點의 溫度는 試料의 量에 따라서 달랐으나 4林點의 溫度는 거의 一定하였 

匸+. peak의 모양은 a, /S-MnO2 및 5-MnO2 작고 완만하였으며 7-Mn()2 는 크고 예민하였다.

Abstract Various modifications of manganese dioxide have been discussed in terms of the 
chemical analysis by differential heating curve. The transformation temperatures of the modifications 
were observed as follows; a- and ^-MnOg are both 580〜650°C, 7-MnC)2 is 405°C〜605°C and B-MnO? 
is 860〜875°C, respectively. Endothermic peaks appeared at the transformation temperatures mentioned 
above. The restoration temperatures of transformation is completed depending on the amounts of the 
given samples, but the temperatures of the top of endothermic peaks are nearly constant.

The curves of a-, /3-MnO2 and o-Mn02 show small peaks while that of /-MnO2 shows a sharp 
and broad peak.

序 論

二酸化망간의 變態와 構造 및 性質에 對해서 

는 中島一郞氏1가 解說한 것이 있고 變態別 示差 

熱曲線을 그려보거 나2 X線廻折線圖3에 對해 서 

앞서 硏究한 學者가 많다. 그러나 궁극的으로는 

構造 및 性質의 把握에 그 目的이 있었고 分析 

化學的인 立場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다. 二酸 

化망간은 大體로 結晶度가 나빠서 化學量論的으 

로 一定한 組成을 갖지 않으며 따라서 極히 複 

雜한 相的關係가 있기 때문에 報吿된 變態만도 

a, 0, 7, 初 e, p 및 Ramstelite 等 7 種에 이 르 

고 있다.

그러 나 一般的으로 알려진 것은 a, 御 T, 6 맟 

Ramstelite 等 5 種이 고 이 中에 서 Ramstelite 는 

/3-MnO2 의 僞安定相으로 天然에서 만이 產出되 

고 合成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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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 하여 本實驗에 서 는 a, 8, 7 및 3-MnC)2 를 

合成하고 分析化學的 再現性을 目的으로 示差熱 

曲線 卽 試料의 加熱에 依한 構造의 轉移過程을 

究明하여 보았다.

一次的으로 示差熱曲線에서 轉移溫度를 把握 

하면 그 温度에서 一定時間동안 試料를 熱處理 

하고 다시 그 試料를 X線廻折線圖로서 構造를 

確認하여 結論을 얻었는데 實際 示差熱曲線의 

peak 는 昇溫中 一순간에 일어 난 熱變化量으로 

서 一定時間 同一溫度에서 熱處理한것과 完全히 

一致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轉移過程과 轉移反應의 樣相把握을 爲 

해서는 無妨할것으로 생각된다.

實 驗

試 料 a-MnO2; MnSO4 溶液을 끓이면서 

KCIQ, 로서 酸化處理하여 調製하고4 X線廻折 

루 a-type (A. S. T. M. Index card 5—673)5 임 

을 확인하였 고 薩酸分解法& 으로 MnQj 의 純度 

82. 66% 임 을 定量한 뒤에 試料로 하였다.

/3-MnO2; Mn(NO3)2-6H2O 를 150°C〜 160°C 에 

서 熱分解시 거 調製하고4 X線廻折法으로(3-type 
(A. S. T. M. Index card 12〜716)5임 을 확인하였 

고 彳漆酸分解法6으로 MnC>2 의 純度가 78. 83% 임 

을 定量하이서 試料로 하였다.

7-MnO2; 電解二酸化망간을 X線廻拆法으로 T- 

type(A. S. T. M. 二 Index card 14—644)5임 을 確 

認흐卜고 '修酸分解法&으로 MnG 의 純度가 91. 47 
%임을 定最히-여서 試料로 하였다.

o-MnO2; 끓인 KMnQ, 溶液을 염 산으로 환원 합 

성4하고 X線廻折法으로 다른 變態와 對比하여 

그 peak 位匱의 特異性을 확인하고 o-type(A. S. 
T.M. Index card 없음)임을 推定하였으며 薩酸 

分解法6으로 MnC>2 를 定量하여 92.3%의 것을 

試料로 하였다.

a-Al2O3; D. T. A. 昇溫曲線의 標準物質이 며 

D. T. A. Standard Simadzu 의 것을 사용하였 다.

機 뭄号 Thermal analyzer, DT-2B, Simadzu. 
X-Ray diffractometer; Rigaku geiger flex. 
Goniometer; wide angle, Model SG-7.
Target; Cop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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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ter; Nickel

條件檢討 1. 加熱速度; Spe* 에 依하면

M- AH = ATdt/gK

= QdH/dt)max • Mg/K

M; 反應物質의 量, JW; 反應熱, g; 機器의 

形狀因子, K; 試料의 熱傳導率, AT-, 示差溫度 

加熱速度가 크면 같은 時間內의 反應하는 量 

이 增加하는 것으로 彼 가 크면 4爲“ 가 커 

진다.

故로 peak 의 크기 에 기 준하면 dHIdt 를 크게 

함이 확실성 이 있지만 Tg* 도 上昇하게 되어서 

轉移溫度의 上昇이 豫想된다. 그리하여 本實驗 

에서 는 dTIdt 를 사용빈도가 많은 10°C/min 으 

로 하였다.

2. 試料粒子의 크기 ； Norton9 과 Grimshaw8 
에 의해서 各各 44micron 以下를 粒徑과 T**와 

의 醐係를 硏究한 結果 7" 에 는 無關係함이밝 

혀 졌다.

本實！殮에 서 는 A. S. T. M. 325mesh (44micron 
에 해 당) shieve 를 通過한것을 試料로 하였다.

3. Cell ；材質 白金，Cylindrical type,直徑 

6mm, 높이 18mm, 熱電對揷入高 9mm, 熱電對 

揷人孔의 直徑 1mm
4. 熱電對；Pt-Rh.
5. Cell 內의 試料의 充塡位置 ； 試料 cell 內의 

試料位置에 따른 感度와 匚”에 미치는 영향에 

對해서 Katsuya Sato, Susumu Yamazaki, Kozo 
Senju 에 의해서 硏究w한바 있다.

그 結果에 依하면 底部分에서 5mm 以下에 充 

塡한 試料는 10mm 程度에 充塡한 경 우보다 peak 
面積이 2倍以上이 였다. 故로 本實驗에서 는 

試料를 cell 의 最下部로부터 充塡하고 實驗하 

였다.

6. 試料가 Mn6 에 限定되 기 때 문에 熱傳導 

率, 熱容量, 팽창, 수축等은 거의 類似할것으로 

假定하여서 條件檢討를 省略하였다. 其他 장치 

및 試料에 따르는 여러가지 영향因子가 있으나 

本實驗自體가 定性的 傾向을 把握함에 있기때문 

에 省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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操作 및 實驗 試料 一定量을 cell 에 自然스럽 

게(人爲的으로 壓縮하지 않고)取하고 標準物質 

a-A&Qj 를 別途의 cell 에 取하여 熠內에 닣 고熱 

電對와의 完全접촉을 確認한다.

昇溫速度 10°C/min, chart speed 2.5mm〜 
5mm/min,感度(range) ±50mA〜土 100mA,初 

期電壓 42~45V (Thermal Analyzer DT-2B 의 

10°C/min 일때의 初期電壓임)로 調擊後 加熱을 

始作한다.

이 렇 게하여 얻어진 示差熱曲線의 peak 의 始點 

變曲點, Tg 點, 회 복點의 溫度를 把握하고 別 

途試料를 電氣爐를 使用해서 各點의 溫度에서 

1 時間동안 熱處理한뒤 X線廻折로서 各試料의 

結品轉移의 形狀을 調査한다.

全試料는 各變態에 가장 뚜럿한 結品面의 廻 

折 peak 를 使用하여 서 D.T.A 曲線과 對比하였 

다.

結果 및 考察

a-MnO? 의 示差熱曲線은 Fz'g. 1—(1)과 같았 

다. 吸熱 peak 의 始點과 丄 및 회 복點을 測定

600 68 680

Fig. 1. The curves of D. T. A. and the intensity of 
X-Ray differaction vs Temp, from ct-MnO2 
to a-Mn3O3.
(1) D. T. A. curve of a-MnO2 Sample weight； 

200mg Heating rate； 10°C/min
(2) The intensity (wave height) of a-Mn2O3 

(miller index (222)〕

(、3) The intensity (wave height) of a-MnO2 
and /3-MnO2 (millei' index (003) and (101)) 

한 結果 584°C, 615°C, 635°C, 642°C, 652°C 의

2 단계 peak 가 나타났다. 그리 하여 別途의 試 

料를 各別히 위 의 5 個點에 가까운 溫度인 580°C 
620°C, 635°C, 645°C, 660°C, 700°C 에서 各各 

1시간씩 定溫熱處理 하여서 a-MnOa OMnCb, 
«-Mn2O3 의 溫度에 따른 變化率을 沌定하기 爲 

헤서 X線廻折線圖를 그렸다.

相對莅、•分强度가 가장 强한 面인 a-MnC)2 에서 

는 Miller Index (003), ,8-MnC)2 에서 는 (101), 

a-Mn：Q3 에서 는 (222)의 酒折强度를 浒定헤서 

a-MnO?—>,，S-Mn()2—>a-Mn：Q3 의 變化』을 圖示 

하있다 顷顽 1一(2), (3)〕.

正方"';系의 a-MnOz 의 (003) (2. 39?、)오卜 立方 

忌系의 MMn()2 의 (101) (2. 4LK)은 --- peak 가 

極히 接近되어 있어서 區分廊定이 不可能하였다. 

그리하이 結局은 FZg.L—(3)은 a-MnO2+i5- 
M11O2 의 綜合測定에 不過하였고 Fig. 1. 一(2)의 

a-Mn2O3 生成傾向(slope)은 현지 흔比헤서 

Fig-1—(3)은 a-MnC* 의 감소와 #-MnO? 의 增 

加가 加重된 結杲로 極히 완만하였으미 徐徐히 

감소하면서 a-Mng 가 增加하였 다.

缶MnC)2 의 示差熱曲線과 위 와같은 方法으로 

測定한 X線廻折線의 强度의 對比는 F怂.2 와 같 

았다.

580 °C 에 서 p-MnO2 轉移가 始作하여 600 °C, 
625°C에서 孔“點이 완만하게 나타났으미 645°C 
에서 a-Mn?。；) 에의 轉移가 完結되었다. 그리 하 

여 570°C, 600°C, 630°C, 650°C 에 서 試料를各 

別히 1시간씩 定溫熱處理한뒤 X線廻折線을 그 

려 서 0-MnO2 의 (101)와 0小如。3 의 (222)面의 

强度를 測定해서 /S-MnO?-\x-Mn2O3 의 轉移率을 

圖示한 結果 Fig. 2—(2), (3)과 같았다. 昇溫에 

따른 /3-MnC)2 의 감소율은 a-Mng 의 曆加率과 

大體로 一致하였으며 645°C 에서 a-MnO? 는 完 

全히 a-Mn2C)3 로 轉移하였다.

7-MnC)2 는 7 -Mn02—*a-M11O2―> /S-MnO? —, ct— 

M112O3 로 轉移될 것이 며 他變態보다도 훨씰 복 

잡할것으로 豫想되였다.

a, 0-MnO2 의 경 우와 같은 方法으로 爲先은轉 

移點을 測定하고 그溫度에서 另U途로 試料를 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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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 600 640 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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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curves of D. T. A. and the intensity of 
x-ray differaction vs Temp, from p-MnO2 
to a-Mn2O3.
(1) D. T. A. curve of ,6-MnO2 Sample weight； 

200mg Temp, rate； 10°C/min.
(2) The intensity (wave height) of
(3) The intensity(wave height) of p-MnO2 

(miller index (110)]

處理하였으며 熱處理된 試料를 使用헤서 X線廻 

折線圖를 그려서 各黯의 轉移率을 岡示하여 보 

았다(压歩 3).

Fig. 3, The curves of D. T. A. and the intensity of 
x-ray differaction vs remp. from y-MnO2 
to a-Mn2O3.
(1) D. T. A. curve of /-MnO2 sample weight； 

lOOmg temp, rate； 10°C/min
(2) The intensity(wave height) of 7-MnO2 

(X-ray diff. A. S. T. M. index 2. 42)
(3) The intensity(wave height) of a-MnO3 

and 0-MnOz (miller index(003) and (110))
(4) The intensity (wave height) of CT-Mn2O3 

(miller index (222)〕

結果 465°C 에서 7-MnC>2 轉移가 始作해 서 완 

만한 曲線을 維持하드니 550 °C 에 서 peak 는 急 

降下하기 始作하였다.

7-Mn()2 는 結晶이 몹시 不定하나 A. S. T. M.

Card Index 에 나타나 있 는 바와 같,이 2. 42入 에 

서 廻折强度를 測定하였다.

그리 하여 ；'-MnO2 의 2. 42A 고]- tt-MnO2 및 Q- 

MnCb 의 (003), (101) 그리 고 a-MnQ3 의 (222) 
의 强度를 災比하여 보았다. ?'-MnO2 는 465°C 
에서 轉移를 일으켜 peak 의 急降下黔인 550°C 
附近에서 거 이가 a-MnC)2+MMnC)2 로 과 同 

時에 a-Mn2O3 7]- 그 點에서 生成되 기 給作하였 

고 a-MnOz+Q-MnO? 는 465°C 세 시 土，加現象을 

인으키 다•가 550°C 附近에서 澱少하기 罗出헤서 

7",黙인 575°C 에서 거이 全虽이 c-Mn2O3 5L 
轉移한 結果로 나타났다. 仃+如。3로 蔣二하는 

點이 다른 어느깃보다도 1"島"이 作丄하工 轉 

移溫度도 相異하이서 쉽게 定性的인 爲芝이 可 

能하였다. a-MnQ； 는 8C0CC, 87MC 애시 轉移 

가 始作하여 4“點이 나타났으미 折에

시 3.10A 의 peak 를 取하여 a-Mn20：! 의 (222) 
面과 釦匕해 서 圖示하였디•. (.Fig. 4)

G'-MnO2~>a-Mn2O3 의 桔 移點은 曲3 極보 

다도 훨〃: 高温이였음을 알수 있었다.

以上 4 個 試料의 a-MnzQ 에 의 轉秽點은 Table 
1 과 같았으며 a,/3-MnC)2 는 580°C〜65G°C 인데 

比하여 7-MnC)2 는 405°C〜6G5°C 였고 <7-MnO2 

는 860。3875。(：에서 a-MnQ 고 轉溶가 完結 

되 였 다. RMnOz 는 a,,3-MnC)2 에 •比하이 低溫 

에 서 完結되 였 고 *MnO2 는 훨 ？. 高涇이 서 끝 

났다.

F/g. 5 는 實驗操作條件에 따다서 汇渡간격 이 

생기는 깃인가 아닌가를 確認하기 爲하여 7- 
MnCb 와 /3-MnO2 를 混合하여 示差黙曲線을 그 

린것이다. 萬若에 Z-MnOo—^a-MnOo—>|S-MnO2 
過程에서 생기 는 /S-MnO? 가 混•合試料中의 铮 

MnO2 와 함께 ^-MnO2^a-Mn2C>3 轉移된 다면 

peak 는 2個가 아니 고 한개 로 나타나야 할것 임 

에 도 不拘하고 두개 의 peak 가 따로 따로 나타 

났다.

이 는 0：项血2。3에 의 轉移가 初期試料條件에 따 

라서 달라진다는것을 알수 있었디•. 그리고 /3- 
Mn(& 의 天然產인 pyrolusite 의 a-MnK)3 에 의 

轉移點이 720〜760°C4 임 에 比하여 本實驗에 서 는 

580°C〜650°C 로서 140°C〜 110°C 程度의 差異가•

Vol. 15, No. 5,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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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卜

Fig. 4. The curves of D. T. A. and the intensity of 
x-ray differaction from(5-MnO2 to a-Mn2O3
(1) D. T. A. curve of ^-MnO2 sample weight； 

200mg heating rate； 10°C/min
(2) The intensity (wave height) of 5-MnO2 

(A. S. T. M. index 3.10)
(3) The intensity(wave height) of ct-Mn2O3 

[miller index (222)〕

Table 1. Transformation temp, of manganese dioxide

Samples Trans, temp. (° C) Phase

<x-MnO2 580—650 a-MnO2~>a~Mn2O3
^•MnO2 580—645 /3-MnO^a-Mn2O3
7-MnO2 465—605 /-MnO—>a-Mn2O3
5-MnO2 860—875 d-MnO-w-MiizOs

있었다. 이러한 點으로 보면 a, /3, r 및MnOz 
의 a-MnK)3 에 의 轉移溫度 간격 은 試料調製 및 

成因의 條件에 起因하는 것으로 생각된다气 그 

리 고 試料 15mg~200mg 를 各別히 取하여 轉移 

가 完結되 는 회 복점 (restoration point) 의 溫度 

를 調査한 結果GJMn0 의 경 우) 573°C〜608°C 
로서 約 35 °C 의 差가 생 겼다. 卽 反應試料의 量 

에 따라서 轉移가 完結되는 회복點의 溫度도 移 

動하였다.

그리 고 MnO2-^a-Mn2O3 에 의 전 이 간격 이 15°C 
〜70°C 로서 大體로 1.5〜7分이 所要되 었 는데 

이 는 2〜3초에 轉移가 完結되 는 高低型轉移가 아 

니고 構造의 파괴와 新構造의 生成을 일으키는 

遲鈍型(sluggish type)轉移로서 原子의 再配列에

860 SS0 900

55。 600 65Q
Temp.cc〉

I'ig. 5. D. T. A. curve of mixed samples.
/-MnO2; lOOmg /3-MnO2; lOOmg 
heating rate； 10°C/min.
chart speed； 5mm/min.

起因된 것으로 推定이 된다.

結 論

本實驗에 서 2MnO2-M-Mn2O3+O 의 脫酸素의 

吸熱反應의 溫度는 a,/S-MnQ 가 580°C〜650°C 
였 고, 徉MnCb 는405°C〜605°C 였으며 , o-Mn02 
는 860 °C〜875 °C 였었다.

試料의 成因條件에 따라서 轉移溫度는 各變態 

別로 相異하였으며 轉移가 完結되는 회복點의溫 

度는 試料의 量에 따라 달라졌다. 그리고 轉移 

型은 遲鈍型 (sluggish type) 으로 推定되였으며示 

差熱曲線에 依한 變態別 定性이 可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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示差熱曲線:에 依한 7-MnO2 의 定量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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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 4. 7 접수)

The Study of Analytical Chemistry of the Modification of

Manganese Dioxide (Report Two).
Quantitative Determination of ^-Manganese Dioxide by

Differential Heating Curves
Kim Chan Ho

Pusan Custom House Leboratoy
(Received April 7, 1970)

要 約 广MnOz 는 示差熱曲線에서 結晶轉移의 吸熱 peak 가 明白하게 나타났으며 他變態의 轉 

移溫度와 相異하였다. 本 peak 를 利用하여 半面積法으로 广&*。2만의 定量分析을 檢討하였다.

相對誤差 土5%範圍內에서 試料 50mg〜300mg까지 定量할수 있었다

a, /S-MnO? (pyrolusite)가 妨害物質로서 約 75%까지 混合될경우에도 相對誤差는 土10%程度였으며 

約 50%以內가 混合될경우에는 相對誤差 土5%以內로서 거의 영향이 없었디-.

Abstract Endothermic peak of transformation of /-MnO2 was obviously shown by differential 
,heating curve in the present study, and the transformation temperature was different from other 

modification.
7-MnO2 carried out to analyze exclusivly, by means of the half area method in corresponding 

endothermic peak of differentential heating curve.
a- and /3-MnO2 (Pyrolusite) containing in sample about 75% is interfered ab이it ±10% of the 

relative error, and while those of below 50% is interfered about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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