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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ctivated magnetite (Fe3O4-δ) has the capability of decomposing CO2 proportional to the δ-value at comparatively

low temperature of 300 oC. To enhance the CO2 decomposition capability of Fe3O4-δ, (Fe1-xCox)3O4-δ and (Fe1-xMnx)3O4-δ were

synthesized and then reacted with CO2. Fe1-xCoxC2O4·2H2O powders having Fe to Co mixing ratios of 9:1, 8:2, 7:3, 6:4, and

5:5 were synthesized by co-precipitation of FeSO4·7H2O and CoSO4·7H2O solutions with a (NH4)2C2O4·H2O solution. The same

method was used to synthesize Fe1-xMnxC2O4·2H2O powders having Fe to Mn mixing ratios of 9:1, 8:2, 7:3, 6:4, 5:5 with a

MnSO4·4H2O solution. The thermal decomposition of synthesized Fe1-xCoxC2O4·2H2O and Fe1-xMnxC2O4·2H2O was analyzed

in an Ar atmosphere with TG/DTA. The synthesized powders were heat-treated for 3 hours in an Ar atmosphere at 450 oC

to produce activated powders of (Fe1-xCox)3O4-δ and (Fe1-xMnx)3O4-δ. The activated powders were reacted with a mixed gas

(Ar : 85 %, CO2 : 15 %) at 300 oC for 12 hours. The exhaust gas was analyzed for CO2 with a CO2 gas analyzer. The decom-

position of CO2 was estimated by measuring CO2 content in the exhaust gas after the reaction with CO2. For (Fe1-xMnx)3O4-δ,

the amount of Mn2+ oxidized to Mn3+ increased as x increased. The δ value and CO2 decomposition efficiency decreased as

x increased. When the δ value was below 0.641, CO2 was not decomposed. For (Fe1-xCox)3O4-δ, the δ value and CO2

decomposition efficiency increased as x increased. At a δ value of 0.857, an active state was maintained even after 12 hours

of reaction and the amount of decomposed CO2 was 52.844 cm3 per 1 g of (Fe0.5Co0.5)3O4-δ.

Key words iron oxalate, (Fe1-xMnx)3O4-δ and (Fe1-xCox)3O4-δ, activated magnetite, δ-value, CO2 decomposition.

1. 서  론

세계적인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온실가스로서

이산화탄소가 주목되고 있다.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저감

할 수 있는 중요한 현실적 방법은 CCS(Carbon Capture

and Storage, 탄소 포집 및 저장)기술이다. CCS기술은

이산화탄소 대량 배출원으로부터 이산화탄소를 포집, 수

송, 저장하는 공정기술로써,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단시간

내에 저감시키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중요한 기

술이다. 이에 우리나라는 2010년 이후 CCS 종합추진계

획을 수립하고 2020년 이후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효과

적으로 포집하여 매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와 같은 계획은 사실상 이산화탄소 배출을 근본적으로

감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해저 또는 지중에 매장하여야

하며, 매장된 이후에도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배출되는 CO2를 C와 O2로 분해하고, 분해된

C가 재활용 되면 포집 된 CO2의 매장과 그 이후의 문

제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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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착안하여 발표된 연구 내용 중 하나로 1992년 Y.

Tamaura는 산소 결핍형 활성마그네타이트를 이용한 이

산화탄소의 분해 방법을 제시하였다.1~7) 그 후 한국, 중

국, 일본 등에서 Mn, Zn, Co 등이 치환된 활성마그네

타이트를 이용한 이산화탄소 분해에 관한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

활성마그네타이트 제조에는 일반적으로 마그네타이트를

H2를 이용하여 환원시킴으로써 산소 결핍형 마그네타이트

(Fe3O4-δ)를 제조한다. 그러나 환원제로 H2를 사용할 경우

에는 폭발 위험성에 따른 공정상의 까다로운 관리가 필

요하다. 

이와 같은 H2에 의한 폭발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 연구실에서는 Iron oxalate를 합성하고, 이를 N2 및 Ar

분위기에서 열처리 하여 Fe3O4-δ 합성 연구를 수행하였으

며, 450 oC의 열처리 온도에서 단일상의 Fe3O4-δ를 용이

하게 합성할 수 있었다.13,14) 그러나 N2 분위기, 400 oC의

열처리조건에서는 Fe3C가 생성되며, 500 oC의 열처리조

건에서는 Fe와 Fe4N이 생성됨에 따라 단일상의 Fe3O4-δ

가 생성되지 않았다.13) 반면, Ar 분위기에서는 400~450
oC의 열처리조건에서 단일상의 Fe3O4-δ가 생성 되었으며,

500 oC의 열처리조건에서는 Fe3O4-δ와 Fe가 생성됨을 확

인하였다.14)

본 연구에서는 manganese iron oxalate(Fe1-xMnxC2O4·

2H2O)와 cobalt iron oxalate(Fe1-xCoxC2O4·2H2O)를 공침

법으로 합성하고, Ar 분위기에서 열처리하여 열분해 과

정에서 발생되는 CO에 의해서 환원시킴으로써(Fe1-xMnx)3

O4-δ와 (Fe1-xCox)3O4-δ를 제조하였으며, 이들의 CO2 분해

특성을 조사하였다.

2. 실험 방법

2.1 Fe1-xMxC2O4·2H2O(M = Mn, Co) 합성

Fe1-xMnxC2O4·2H2O 및 Fe1-xCoxC2O4·2H2O 합성에 FeSO4·

7H2O(순도98~102 %, Samchun Pure Chemical Co., Ltd.,

Korea), MnSO4·4~5H2O(순도98~102 %, Samchun Pure

Chemical Co., Ltd., Korea), CoSO4·7H2O(순도98~102 %,

Samchun Pure Chemical Co., Ltd., Korea), (NH4)2C2O4·

H2O(순도 99 %, Junsei Chemical Co., Ltd., Japan)를

사용하였다.

Fe1-xMnxC2O4·2H2O의 합성조건은 1M FeSO4·7H2O 용

액과 1M MnSO4·4~5H2O 용액을 혼합비 9:1, 8:2, 7:3,

6:4, 5:5로 하여, 0.3M의 (NH4)2C2O4·H2O 용액에 적하함

으로써 중화반응 시켰다. 중화반응 조건은 교반속도 300

rpm, 반응온도 25 oC, 반응시간 30 분으로 하였다.

Fe1-xCoxC2O4·2H2O의 합성조건은 Fe1-xMnxC2O4·2H2O의

합성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였다.

생성된 침전물은 여과 후 증류수로 3 회 세척하였으

며, 70 oC에서 24시간 건조하였다. 침전물의 형상은 SEM

(Hitachi, S-4800)으로 관찰하였고, 결정상은 XRD(PAN-

analytical Co, X’ pert Pro PW3040, Cu Kα 40 kV, 40

mA)로 분석하였다.

2.2 (Fe1-xMx)3O4-δ(M = Mn, Co) 제조

합성된 Fe1-xMnxC2O4·2H2O와 Fe1-xCoxC2O4·2H2O를 Ar

(순도 99.999 %) 분위기에서 열처리하여 10 g의 (Fe1-xMnx)3

O4-δ과 (Fe1-xCox)3O4-δ를 제조하였다. 이때 Ar유량 50 sccm,

반응온도 450 oC로 하였으며, 유지시간은 3시간으로 하

였다. 

(Fe1-xMnx)3O4-δ과 (Fe1-xCox)3O4-δ의 δ값(산소결핍도)은 열

처리 전 후의 중량변화를 TG-DTA(material analysis and

characterization, TG-DTA 2000S)로 측정하여 식 (10),

(11), (12)에 의하여 구하였다.

2.3 이산화탄소 분해

활성화 열처리 후 이산화탄소 분해 온도 300 oC까지 서

냉하였으며, 이 때 활성 마그네타이트의 산화를 방지하

기 위하여 Ar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였다. 노 내

온도가 300 oC에 도달하면 Ar(85 %)와 CO2(15 %)로 구

성된 혼합가스를 입구에서Ar 100 sccm, CO2 40 sccm으

로 유입시켜 CO2농도를 150,000 ppm 맞추었고, 출구에

서 시간에 따른 CO2 농도를 CO2 농도분석기(Green Line

9000)를 이용하여 측정하고, 얻어진 CO2 농도 변화 그

래프로부터 12시간 동안 분해된 CO2 부피를 구하였다.

3. 결  과

3.1 Fe1-xMxC2O4·2H2O(x = 0.1, 0.2, 0.3, 0.4, 0.5)

입자 형상 및 결정상

Fig. 1은 (Fe1-xMnx)C2O4·2H2O 분말의 SEM 미세 구조

이다. 입형은 대체적으로 능면체형이었다. 입자 크기는 Mn

혼합량이 증가함에 따라 입자 크기가 커졌으며, x = 0.1에

서 약 15 µm, x = 0.5에서 약 20 µm을 나타내었다. Fig.

2는 (Fe1-xMnx)C2O4·2H2O의 XRD 회절 결과이다. (Fe1-x

Mnx)C2O4·2H2O의 회절각은 β-FeC2O4·2H2O(standard file

# 22-0635)과 일치하고 있으나 회절강도는 standard file

과 상이하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이유는 분

말 형상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Mn혼합량이

증가함에 따라 회절각이 저각으로 이동함을 확인하였으

며, 이와 같은 원인은 원자 반경이 Fe2+보다 큰 Mn2+으

로 치환됨으로써 격자상수가 커지기 때문인 것으로 판

단된다. 

Fig. 3은 (Fe1-xCox)C2O4·2H2O 분말의 SEM 미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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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x = 0.1, 0.2, 0.3의 경우의 입형은 직육면체형이나

x = 0.4, 0.5의 경우는 불규칙한 형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

와 같은 원인은 Fig. 4와 같이 혼합비에 따라 결정상이

달라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x = 0.1, 0.2, 0.3의 경

우에는 α-FeC2O4·2H2O(standard file # 23-0293)의 단일

상을 갖으나, x = 0.4, 0.5의 경우에는 α-FeC2O4·2H2O

(standard file # 23-0293)와 β-FeC2O4·2H2O(standard file

# 22-0635) 상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

다. 한편 입자크기는 x = 0.1에서 약 10 µm이며, x = 0.5

에서는 약 4 µm으로 작아졌다. (Fe1-xCox)C2O4·2H2O의 회

절각은 Co 혼합량이 증가함에 따라 고각으로 이동하였

다. 이와 같은 원인은 원자 반경이 Fe2+보다 작은 Co2+

으로 치환됨으로써 격자상수가 작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3.2 (Fe1-xMx)C2O4·2H2O 열분해 특성

Fig. 5는 (Fe1-xMnx)C2O4·2H2O 열분해 특성을 나타낸

것으로 단계적으로 다음과 같은 분해가 일어났다.

Fig. 1. SEM image of (Fe1-xMnx)C2O4·2H2O (a) x = 0.1, (b) x = 0.2, (c) x = 0.3, (d) x = 0.4 and (e) x = 0.5.

Fig. 2. XRD pattern of the (Fe1-xMnx)C2O4·2H2O.



222 박원식·오경환·이상인·서동수

130~230 oC 온도구간에서는 반응식 (1)과 같이 결정수

분해에 의한 흡열반응이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Fe1-xMnxC2O4·2H2O → Fe1-xMnxC2O4 + 2H2O (1)

190~350 oC 온도구간에서는 반응식 (2)에 의하여 3(Fe1-x

MnxC2O4)이 분해되어 CO와 CO2가 발생하고, (Fe1-xMnx)3

O4가 생성된다. 이와 같은 열분해반응은 일반적으로 흡열

반응이나16~18) 본 실험에서는 발열반응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이유는 생성된 CO가 결정수 분해에 의하여 생성되

는 H2O에 의해서 CO2로 산화될 때, Ar 분위기에 비하

여 CO2분압이 높아지며, 3(Fe1-xMnxC2O4)를 CO2 분위기

에서 열처리할 때의 발열반응이 우세해지기 때문이다.16~18) 

3(Fe1-xMnxC2O4) → (Fe1-xMnx)3O4 + 2CO2 + 4CO (2)

325~350 oC 온도구간에서는 반응식 (3)에 의하여 (Fe1-x

Mnx)3O4가 CO에 의하여 환원되어 (Fe1-xMnx)3O4-δ가 생성

되고, CO는 CO2로 산화되면서 발열반응이 일어난다.

(Fe1-xMnx)3O4 + δCO → (Fe1-xMnx)3O4-δ + δCO2 (3)

350~470 oC 온도구간에서는 발열반응을 나타내었으며,

이는 FeO와 MnO가 혼합되어 있을 때, FeO보다 산화

가 용이하게 일어나는 MnO가 반응식 (5)와 같이 Mn2O3

로 산화되면서 발열반응이 일어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와 같은 현상은 생성된 (Fe1-xMnx)3O4-δ에 의하여 반응식

(4)와 같이 CO2가 CO와 O2로 분해되고, 분해된 O2에

의하여 반응식 (5)와 같이 산화되기 때문이며, 이러한 현

상은 Mohamed A. Mohamed의 연구 결과에서도 보고

되었다.17)

(Fe1-xMnx)3O4-δ+ CO2→ (Fe1-xMnx)3O4-δ+ CO + 1/2 O2 (4)

Fig. 3. SEM image of (Fe1-xCox)C2O4·2H2O (a) x = 0.1, (b) x = 0.2, (c) x = 0.3, (d) x = 0.4 and (e) x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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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MnO + 1/2 O2→ Mn2O3 (5)

한편, 결정수 분해, Fe1-xMnxC2O4 분해, MnO 산화는

Mn 혼합량에 따라 반응온도범위가 다음과 같이 다르게

나타났다.

결정수 분해는 x = 0.1의 경우에는 130~190 oC 온도구

간에서 일어나나 x 값이 증가함에 따라 분해 온도구간

이 높아져 x = 0.5의 경우에는 160~230 oC 온도구간에서

일어났다.

Fe1-xMnxC2O4의 열분해는 x = 0.1의 경우에는 190~250
oC 온도구간에서 일어나나, x 값이 증가할수록 열분해 온

도구간이 높아져 x = 0.5의 경우에는 230~350 oC 온도구

간에서 완료됨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원인은 MnC2O4

의 열분해가 FeC2O4의 열분해 보다 높은 온도에서 일

어남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16~18)

또한 MnO 산화에 의한 발열반응은 x = 0.1의 경우에

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Mn 혼합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발

열반응이 나타나는 면적이 넓어져, x = 0.5의 경우에는

350~470 oC 온도구간에서 일어남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

은 원인은 Mn 혼합량이 증가함에 따라 MnO가 Mn2O3

로 산화되는 양이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Fig. 6은 (Fe1-xCox)C2O4·2H2O 열분해 특성을 나타낸

것으로 단계적으로 다음과 같은 분해가 일어났다.

155~200 oC의 온도구간에서는 반응식 (6)에 의하여 Fe1-x

CoxC2O4·2H2O의 결정수 분해로 인하여 Fe1-xCoxC2O4가

합성되며, 흡열반응이 나타난다. 

Fe1-xCoxC2O4·2H2O → Fe1-xCoxC2O4 + 2H2O (6)

한편, 215~375의 온도구간에서는 두 가지 열분해 반

응이 함께 나타난다. 

215~375 oC의 온도구간에서는 반응식 (7)에 의하여 Fe1-x

CoxC2O4가 열분해 되어 (Fe1-xCox)3O4가 합성되고, CO와

CO2가 발생되는 낮은 발열반응이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

하였다. 

3(Fe1-xCoxC2O4) → (Fe1-xCox)3O4 + 2CO2 + 4CO (7)

345~370 oC의 온도구간에서는 반응식 (8)에 의하여 Fe1-x

CoxC2O4중 일부 CoC2O4가 열분해 되어 Co와 CO2로 환

원됨에 따라 흡열반응이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CoC2O4→ Co + 2CO2 (8)

또한 330~385 oC의 온도구간에서는 반응식 (9)에 의하

여 (Fe1-xCox)3O4가 CO에 의하여 환원되어 (Fe1-xCox)3O4-δ

가 생성되고, CO는 CO2로 산화되면서 발열반응이 일어

난다.

(Fe1-xCox)3O4 + δCO → (Fe1-xCox)3O4-δ + δCO2 (9)

385 oC 이상의 온도구간에서는 질량증가와 발열반응이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원인은 반응식 (8)에 의

Fig. 4. XRD pattern of the (Fe1-xCox)C2O4·2H2O.

Fig. 5. TG/DTA of (Fe1-xMnx)C2O4·2H2O in Ar atmosphere.



224 박원식·오경환·이상인·서동수

하여 생성된Co의 일부가 (Fe1-xCox)3O4로 산화되는 것으

로 판단된다.

한편, 결정수 분해, Co 산화는 Co 혼합량에 따라 반

응온도범위가 다음과 같이 다르게 나타났다.

결정수 분해는 x = 0.1의 경우에는 155~215 oC의 온도

구간에서 일어나나 x 값이 증가함에 따라 분해 온도구

간이 낮아져 x = 0.5인 경우에는 135~200 oC의 온도구간

에서 일어났다. 이와 같은 원인은 CoC2O4·2H2O의 결정

수 분해 온도구간이 FeC2O4·2H2O 보다 낮은 온도에서

진행됨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Co의 산화에 의한 발열반응은 x = 0.1의 경우

385~430 oC의 온도구간에서 일어나나 x 값이 증가함에 따

라 발열반응이 나타나는 면적이 넓어져, x = 0.5의 경우에

는 385~540 oC 의 온도구간에서 일어났다. 이와 같은 원

인은 Co 혼합량이 증가함에 따라 Co가 (Fe1-xCox)3O4로

산화되는 양이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3.3 δ 값 계산 방법

산소결핍도 δ 값은 TG결과로부터 구한 질량 감소량을

이용하여 계산하였으며, 계산과정은 다음과 같다.

과정 1); 시료의 흡착수분이 완전히 건조되는 100 oC

에서의 질량을 구하여 식 (10)의 3(Fe1-xMxC2O4·2H2O)

질량으로 한다.

과정 2); 식 (10)를 이용하여 (Fe1-xMx)3O4 질량을 구

한다.

과정 3); 식 (11)에 의해서 (Fe1-xMx)3O4 몰 수를 구한다.

과정 4); 식 (12)을 이용하여 δ값을 계산하며, (Fe1-x

Mx)3O4-δ 질량은 열처리 조건에서 얻어지는 최소질량으로

하였다.

× 3(Fe1-xMxC2O4·2H2O)

질량 = (Fe1-xMx)3O4 질량 (10)

(Fe1-xMx)3O4 몰 수 = (11)

= δ (12)

Table 1에 혼합비 x 값에 따른 (Fe1-xMnx)3O4-δ와 (Fe1-x

Cox)3O4-δ의 계산된 δ값을 나타내었다. 

(Fe1-xMnx)3O4-δ의 경우에는 x값이 증가함에 따라 δ값이

감소하였고, 최대 δ값은 x = 0.1일 때 0.780이었으며, (Fe1-x

Cox)3O4-δ의 경우에는 x값이 증가함에 따라 δ값이 증가

하였으며, 최대 δ값은 x = 0.5일 때 0.857이었다. 이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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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G/DTA of (Fe1-xCox)C2O4·2H2O in Ar atmosphere.

Table 1. δ-value and volume of decomposed CO2 for 12 hours of the (Fe1-xMx)3O4-δ (M = Mn, Co) depending on X-value.

X-value of (Fe1-xMx)3O4-δ

(Fe1-xMnx)3O4-δ (10 g) (Fe1-xCox)3O4-δ (10 g)

δ-value
Volume (cm3) of decomposed 

CO2 for 12 hours
δ-value

Volume (cm3) of decomposed 

CO2 for 12 hours

0.1 0.780 237.74 0.261 152.22

0.2 0.753 194.29 0.483 254.50

0.3 0.641 133.54 0.674 306.09

0.4 0.606 67.74 0.773 391.46

0.5 0.420 43.89 0.857 5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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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원인은 Co, Fe, Mn의 순으로 환원성이 강하기 때문

에 (Fe1-xCox)3O4-δ의 경우에는 Co가 Fe보다 환원성이 강

하여 Co혼합비가 증가할수록 산소결핍도 δ값이 커진다. 반

면에 Mn은 Fe보다 환원성이 낮아 Mn 치환량이 증가할

수록 산소결핍도 δ값이 작아진다. 또한 Mn혼합비 x = 0.3

이상에서는 3.2절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Mn 치환량이 증

가할수록 MnO의 산화에 의하여 Mn2O3의 생성량이 증

가하기 때문에 δ값이 작아진다.

3.4 δ 값에 따른 CO2 분해특성

Fig. 7(a)는 활성화된 (Fe1-xMnx)3O4-δ 10 g에 150,000

ppm (Ar: 85%, CO2: 15%)의 CO2를 일정하게 흘려주었

을 때 반응 후 혼합비와 시간에 따른 CO2 농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x = 0.1, 0.2의 경우에는 반응 초기에 배출되는 CO2 농

도가 135,000 ppm으로 감소한 후 시간에 따라 배출농도

가 점점 증가하여 12시간 반응 후에는 CO2 배출 농도

가 149,000 ppm 정도로 증가하였다. x = 0.3, 0.4, 0.5의

경우에는 반응 초기에는 배출되는 CO2 농도가 142,500

ppm 정도로 감소하나 1시간 이내에 CO2 배출 농도가

149,000 ppm정도로 증가하였다. 12시간 동안 분해된 CO2

총 부피는 Table 1에 보이는 바와 같이 혼합비 x 값이

0.1에서 0.5로 커짐에 따라 237.74 cm3에서 43.89 cm3로

감소하였다. 이와 같이 x값에 따라 총 분해량이 적어지

는 이유는 x 값이 증가할수록 δ값이 작아져CO2 분해반

응에 기여하는 활성화 상태가 완화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Fig. 7(b)는 활성화된 (Fe1-xCox)3O4-δ의 결과이다. 

x = 0.1의 경우에는 반응 초기에 배출되는 CO2 농도가

145,000 ppm으로 감소하나 3시간 이내에 배출되는 CO2

농도가 149,000 ppm 정도로 증가하였다. x = 0.2, 0.3의

경우에는 반응 초기에 배출되는 CO2 농도가 145,000

ppm으로 감소하였으나 배출되는 CO2 농도가 149,000

ppm에 도달하는 시간이 점차 지연되었다. x = 0.4의 경우

에는 12 시간 반응 후에도 배출되는 CO2 농도가 147000

ppm으로 유지되었으며, x = 0.5의 경우에는 12 시간 반

응 후에도 배출되는 CO2 농도가 144,000 ppm으로 유지

되었다. 또한 12시간 동안 분해된 CO2 총 부피는 Table

1에 보이는 바와 같이 혼합비 x 값이 0.1에서 0.5로 커

짐에 따라 152.22 cm3에서 528.44 cm3로 증가하였다. 이

와 같이 x값에 따라 총 분해량이 증가하는 이유는 x 값

이 증가할수록 δ값이 커져CO2 분해반응에 기여하는 활

성화 상태가 오랜 시간 동안 유지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

단된다. 

(Fe1-xCox)3O4-δ의 경우에는 (Fe1-xMnx)3O4-δ와는 다르게

CO2 농도 변화 곡선이 불규칙하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원인은 (Fe1-xCox)3O4-δ에 의하여 CO2가 C와 O2로 분해됨

에 따라 C는 입자 표면에 유리되고, CO2 분해반응에 기

여한 δ값이 작아져 활성화 상태가 낮아지는 반응과 환원

성이 강한 (Fe1-xCox)3O4는 반응에 의해서 생성되는 CO

에 의하여 (Fe1-xCox)3O4-δ로 재 환원되는 반응이 반복적

으로 나타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FeSO4·7H2O와 MnSO4·4~5H2O 또는 CoSO4·7H2O를

원료로 하여 합성된 혼합용액을 (NH4)2C2O4·H2O 용액에

적하함으로써 침전법으로 (Fe1-xMx)C2O4·2H2O(M = Mn,

Co)을 합성하였다. (Fe1-xMx)C2O4·2H2O를 Ar분위기에서

열분해하여 (Fe1-xMx)3O4-δ(M = Mn, Co)를 합성하였으며,

(Fe1-xMx)3O4-δ의 혼합비, δ값에 따른 CO2 분해 농도를

확인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Fe1-xMnx)3O4-δ의 경우에는 x 값이 증가함에 따라

Fig. 8. Concentration of exhaust gas(CO2) after the reaction of (Fe1-x

Cox)3O4-δ with CO2.

Fig. 7. Concentration of exhaust gas(CO2) after the reaction of (Fe1-x

Mnx)3O4-δ with C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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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2+가 Mn3+로 산화되는 양이 증가하였다. x 값이 증가

할수록 δ 값 및 CO2 분해효율이 감소하였으며, δ 값

0.641 이하에서는 δ값에 의한 CO2 분해가 일어나지 않

았다.

2) (Fe1-xCox)3O4-δ의 경우에는 x 값이 증가함에 따라 δ

값 및 CO2 분해효율이 증가하였으며, δ 값 0.857에서는

분해반응 12시간 후에도 활성화 상태가 유지되었다.

3) (Fe1-xCox)3O4-δ의 경우, (Fe0.5Co0.5)3O4-δ 1 g당 CO2 분

해량이 52.844 cm3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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