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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hemical formula of magnetite (Fe3O4) is FeO·Fe2O3, t magnetite being composed of divalent ferrous ion and

trivalent ferric ion. In this study, the influence of the coexistence of ferrous and ferric ion on the formation of iron oxide was

investigated. The effect of the co-precipitation parameters (equivalent ratio and reaction temperature) on the formation of iron

oxide was investigated using ferric sulfate, ferrous sulfate and ammonia. The equivalent ratio was varied from 0.1 to 3.0 and

the reaction temperature was varied from 25 to 75. The concentration of the three starting solutions was 0.01mole. Jarosite was

formed when equivalent ratios were 0.1-0.25 and jarosite, goethite, magnetite were formed when equivalent ratios were 0.25-

0.6. Single-phase magnetite was formed when the equivalent ratio was above 0.65. The crystallite size and median particle size

of the magnetite decreased when the equivalent ratio was increased from 0.65 to 3.0. However, the crystallite size and median

particle size of the magnetite increased when the reaction temperature was increased from 25oC to 75oC. When ferric and ferrous

sulfates were used together, the synthetic conditions to get single phase magnetite became simpler than when ferrous sulfate

was used alone because of the co-existence of Fe2+ and Fe3+ in the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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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중화반응에 의하여 산화철을 합성할 때, 주로 사용되는

철 염은 질산 철(Fe(NO3)2), 황산 철(FeSO4) 또는 염산

철(FeCl2, FeCl3)이며, 침전제로는 강알칼리성의 NaOH,

KOH, 약 알칼리성의 암모니아(NH4OH), 중탄산나트륨

(Na2CO3) 등이 주로 사용된다. 중화반응에 사용되는 출

발물질의 조합조건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산화철이 생

성된다.1-6) 또한, 반응온도, 당량비, 산화조건에 따라 α-

FeOOH, β-FeOOH, γ-FeOOH 등의 수산화물과 magnetite

(Fe3O4)가 단일상 또는 복합상으로 합성되는 연구들이 다

수 보고되고 있다.7~10)

단일상의 magnetite를 합성하기 위한 일반적인 방법은

황산제일철이나 염화철 원료와 침전제로 수산화 알칼리

를 이용하여 중화하여 수산화 철을 제조하고, 이를 산소

나 오존을 이용하여 산화 시키거나, 열처리 과정에서 산

소분압을 조절하여 산화철을 제조하며, 이 결과로 산화

철의 산화가가 2가와 3가로 바뀌면서 magnetite가 생성

된다. Kiyama의 연구에서는11) 침전제로 NaOH를 사용하

여 반응온도 50oC 이상과 당량비 0.6이상의 조건에서 산

화제를 사용하여야만 단일상의 magnetite를 합성할 수 있

었다. 한편 Kiyama 연구조건과 동일한 합성조건에서 침

전제를 암모니아로 교체하여 산화철을 합성한 본 연구

그룹의 선행 연구결과는8) 반응온도 30oC 이상과 당량비

1.5 이상에서 magnetite상이 단독으로 합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산화가가 다른 황산제일철과 황산제이철

의 혼합황산철과 NH4OH를 사용하여 반응온도 및 당량

비가 반응생성물의 결정상 및 결정자 크기, 입자크기 및

형상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다. 

2. 실험 방법

2.1 시약

출발 원료인 황산제일철(FeSO4·7H2O)은 삼천 순정화

학 시약을 사용 하였고 순도는 98% 이상이었으며, 황산

제이철(Fe2(SO4)3·9H2O)는 일본 Shinyo 순정 화학사의 시

약을 사용 하였으며 순도는 99% 이상이었다. 침전제로는

NH4OH (암모니아수, 덕산화학, 28%)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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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실험 방법

황산철(황산제일철 +황산제이철)은 순수에 용해하여,

0.01M 농도로 희석하였다. 암모니아 용액은 황산철과의

당량비가 0.1, 0.25, 0.50, 0.75, 1.0, 2.0, 3.0 이 되도록

초순수로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공침 반응은 암모니아수

를 교반하면서 황산철용액을 첨가하였다. 반응은 온도조

절이 가능한 수욕상에서 25, 50, 75oC로 하였으며 반응

시간은 30분으로 하였다. 반응이 완료된 후 침전물은 진

공여과를 통해 고/액 분리를 하였으며 건조 후 입자의 응

집을 방지하기 위하여 에탄올(98%)로 3회 세척하였으며

60oC에서 24시간 동안 건조하였다.

분말의 결정상은 X-선 회절분석기(XRD, PANalytical

X’Pert Pro PW 3040, CuKα, 40 kV, 35 mA)로 측정하

고 High Score Plus Software를 활용하여 결정상을 확

인하였으며 magnetite의 최대 peak을 나타내는 (311)면

의 반가폭으로부터 결정자 크기를 측정하였다. 결정상의

정량분석은 Rietveld method를 활용하였다. 입자의 형상은

FE-SEM (Topcon, ABT150F)를 사용하여 관찰하였으며,

이미지 분석을 통해 입자크기를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pH 변화

각각의 반응온도에서 당량비를 0.1~3.0으로 변화시키며

pH 변화를 측정한 결과는 Fig. 1과 같다. 당량비가 0.1

과 0.25에서는 반응이 시작되면서 pH가 3이하로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이는 암모니아수의 pH가 12로 높지만 강

산성인 혼합황산철이 당량비 이상으로 첨가되었기 때문이

다. 당량비가 0.5일 경우에는 pH가 중성영역에서 반응이

종료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당량비가 1 이상이 되면 pH

가 알칼리 영역에서 반응이 종료되었다. 이러한 pH 변

화는 다음 반응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3.1.1 당량비가 0.1일 경우

당량비가 0.1일 경우에는 산성인 황산철보다 침전제가

부족하므로 반응이 완료된 후 용액 중에 남아있는 황산

철의 영향을 받게 되며, 생성된 침전물은 완전한 산화

철 또는 수산화 철염을 생성하지 못하고 jarosite ((NH4)8

Fe(II)Fe(III)2(OH)8(SO4)4) 상을 생성한다. 용액에 남아있

는 상당량의 미반응 황산철이 해리하여 황산이온으로 존

재하게 되어 반응종료 이후에도 pH는 여전히 산성영역을

나타낸다. 이때의 반응식은 다음과 같다.

FeSO4 + Fe2(SO4)3 + 0.8NH4OH→

0.1(NH4)8Fe(II)Fe(III)2(OH)8(SO4)4 + 0.9[FeSO4 +

Fe2(SO4)3] (1)

3.1.2 당량비가 0.25일 경우

당량비 0.1의 경우와 같이 jarosite의 생성과 남아있는

미반응 혼합황산철로 인하여 pH가 산성을 나타내지만 당

량비 0.1의 경우보다 pH가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goethite

가 생성되어 여분의 혼합황산철이 감소하기 때문이며, 이

때의 반응식은 다음과 같다.

FeSO4 + Fe2(SO4)3 + 2NH4OH→

0.25(NH4)8Fe(II)Fe(III)2(OH)8(SO4)4 + XFeOOH + (0.75

- X)[FeSO4 + Fe2(SO4)3] (2)

3.1.3 당량비가 0.5일 경우

일반적인 중화반응의 경우 당량비 1에서 중화반응이 완

결되어 pH가 7부근에 이르게 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당

량비 0.5에서 다량의 수산화철이 생성되어 용액에 잔존

하는 미반응 혼합황산철과 중화되어 pH가 7정도를 유지

하였으며 magnetite와 goethite가 생성되었다. 이 때의 반

응식은 다음과 같다.

FeSO4 + Fe2(SO4)3 + 4NH4OH→

0.5[Fe(OH)2 + 2Fe(OH)3] + 0.5[FeSO4 + Fe2(SO4)3] + 2(N

H4)2SO4→

0.5FeO·Fe2O3 + XFeOOH + (0.5 - X)[FeSO4 + Fe2(SO4)3]

+ 2(NH4)2SO4 + (4 - X)(OH-) (3)

3.1.4 당량비가 0.65일 경우

당량비가 0.65일 경우에는 단일상의 magnetite가 생성

되었으며 pH가 8로 알칼리 영역이었다. 당량비가 1보다

낮음에도 pH가 알칼리성을 나타내는 이유는 수산화철이
Fig. 1. pH change with reaction time depending on equivalent ratio

(a) 0.1, (b) 0.25, (c) 0.5, (d) 0.65, (e) 0.75, (f) 1.0, (g) 2.0 and (h)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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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하여 magnetite를 생성하고, 미반응 혼합산화철은 수

산기에 의해 산화가 촉진되어 magnetite를 추가로 생성

하며, 동시에 알칼리성의 수산기가 과량 생성되기 때문

이다. 이때의 반응식은 다음과 같다. 

FeSO4 + Fe2(SO4)3 + 5.2NH4OH→

0.65[Fe(OH)2 + 2Fe(OH)3] + 0.35[FeSO4 + Fe2(SO4)3] +

2.6(NH4)2SO4→

(0.65+ X)FeO·Fe2O3 + (0.35 - X)[FeSO4 + Fe2(SO4)3]

+ 2.4(NH4)2SO4 + 5.2(OH-) (4)

3.1.5 당량비가 1이상일 경우

당량비가 1인 경우에는 단일상의 magnetite가 생성되

었으며 당량비 0.65보다 더욱 과량의 수산기와 미반응 암

모니아가 존재하여 pH 9 이상의 알칼리 영역이 되었다.

FeSO4 + Fe2(SO4)3 + 8NH4OH→

[Fe(OH)2 + 2Fe(OH)3] + 4(NH4)2SO4→

FeO·Fe2O3 + 4(NH4)2SO4 + 8(OH-) (5)

황산제일철을 단독으로 사용한 선행연구에서는 당량비

가 1.0 미만에서는 3단계의 pH 변화가 관찰되었고, 당

량비가 2.0 이상으로 증가하면 1 단계의 pH 변화만 관

찰되었다.8)

혼합황산철을 사용한 본 연구에서는 모든 당량비에서 pH

는 반응직후 급격히 감소하고 시간이 경과하면서 일정하

게 유지되는 1단계 변화만 관찰되었다. 이는 Los Alamos

National Laboratory와 Du Pont의 공동연구 결과12)와 같

이 아래의 반응식이 성립하며, 이때의 반응속도는 (step)

1 단계에서 매우 빨라 pH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상대적으로 반응속도가 느린 (step) 2단계에 의해 pH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Step) 1 단계 - green rust 생성(Formation of green rust)

Fe+2 + 2 Fe+3 + 8 OH-
→ Fe(OH)2 + 2Fe(OH)3

(Step) 2 단계 - magnetite 생성(Formation of magnetite)

Fe(OH)2 + 2Fe(OH)3 + Air(O2)→ FeO·Fe2O3(solid) + 8OH-

반응시간 30분 후, 반응온도(25, 50, 75oC) 및 당량비

(0.1, 0.25, 0.50, 0.75, 1.0, 2.0, 3.0)에 따른 pH 측정결

과는 Fig. 2와 같으며 반응온도가 증가할수록 암모니아의

휘발성 등의 영향으로 약간씩 pH가 낮아지는 것이 확인

되었다. 

3.2 결정상 분석

3.2.1 결정상

반응온도 25oC에서 합성된 시료의 당량비에 따른 X-

선 회절분석 결과를 Fig. 3에 나타내었다. 당량비가 0.1

에서는 jarosite가 단독으로 존재하며, 당량비 0.25에서는

jarosite와 소량의 goethite 가 혼재하였다. 

당량비 0.4에서는 결정이 잘 발달하진 않았지만 goethite

가 단독으로 존재하였다. 당량비가 0.5에서는 goethite가

주를 이루고 magnetite가 소량 존재하며, 당량비 0.6에서

는 magnetite 상과 소량의 goethite가 존재 하였으며, 당

량비가 0.65 이상에서는 magnetite만 존재하였다. 

반응온도가 25oC에서 50, 75oC로 증가할수록 상온보다

낮은 당량비 영역에서 magnetite 가 생성되었다. 이와 같은

결정상들의 생성원인은 3.1의 반응식에서 고찰한 바와 같다.

Fig. 2. pH values after 30 min. reaction time depending on

equivalent ratio and reaction temperature

Fig. 3. XRD patterns depending on equivalent ratio at 25oC (a) 0.1,

(b) 0.25, (c) 0.4, (d) 0.5, (e) 0.6, (f) 0.75, (g) 1.0, (h) 2.0 and (i)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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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결정자 크기분석

결정자 크기는 XRD 결과에서 magnetite의 (311)면의

회절선을 이용하여 반가폭과 정점각도를 측정하고, 이 값

들을 Scherer Formula에13) 대입하여 결정자 크기를 구했

으며 그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단일상의 magnetite가 합성되는 당량비 0.75이상에서의

magnetite 결정자 크기는 9.12~13.18 nm 범위이었다. 당

량비가 증가할 수록 결정자 크기는 감소하는데 그 이유

는 당량비가 증가할수록 침전제의 농도가 높아져서 반

응초기에 많은 핵생성이 일어났지만 입자의 성장은 활

발하게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반응온도가 증가할

수록 결정자 크기는 증가하였는데 그 이유는 온도가 증

가하면 암모니아가 일부 휘발하여 당량비가 감소한 것

과 같은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3.3 상평형도

당량비 및 반응온도에 따른 결정상 정량분석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정량분석 결과로부터 각각의결정상들이

안정상 구역을 도시하여 상평형도를 작성하였으며 그 결

과는 Fig. 4와 같다. 상평형도 작성과정에서 안정상 구

역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좀더 확실한 안정상 구역을 설

정하기 위하여 보완실험을 수행하였다. 

혼합황산철을 사용한 본 연구의 결과는 황산제일철을 단

독으로 사용한 본 연구그룹의 선행연구결과(Fig. 5)8)보다

magnetite를 단독으로 합성할 수 있는 당량비가 낮아졌음

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이유는 출발원료로 황산제일철

과 황산제이철을 사용하면 magnetite를 생성하기 위한

Fe2+와 Fe3+가 용액상태에서 공존하기 때문에 magnetite의

생성이 용이해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3.4 미세조직 및 입도분석

Fig. 6은 반응온도 25oC에서 합성된 magnetite의 미세

구조와 입도분포 결과로서 magnetite의 입형은 구형을 이

루고 있고 입도분포는 당량비가 0.75에서 2로 증가함에

따라 입자크기가 작아지고 좁은 입도분포를 나타내었다. 

Fig. 7은 당량비(0.75, 1, 2) 및 반응온도에 따른 평균

입경 분석 결과이다. 일정한 반응온도에서는 당량비가 증

가할수록 평균입경은 감소하였다. 또한, 일정한 당량비에

서는 반응온도가 증가할수록 평균입경은 감소하였다. 

입도분포 폭이나 평균입경이 실험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이유는 당량비가 증가하면 핵생성이 많아지고 핵 성장이

Fig. 5. Equilibrium phase diagram of the iron oxides which were

synthesized using ferrous sulfate and ammonia water.8)

Fig. 4. Equilibrium phase diagram of the iron oxides which were

synthesized using ferrous sulfate, ferric sulfate and ammonia water

▼ jarosite, ○ jarosite + goethite, ● goethite, ■ magnetite +

goethite, ◆ magnetite.

Table 1. Crystallite size (nm) of the magnetite depending on

equivalent ratio and reaction temperature.

Temp(oC) 
Equivalent Ratio 

0.65 0.75 1 2 3

25o

C 10.71 13.18 10.49 9.56 9.12

50o

C 10.71 12.28 10.95 10.11 9.91

75o

C 12.10 12.65 12.58 11.18 10.8

Table 2. Results of the Rietveld analysis depending on equivalent

ratio and reaction temperature.

Temp(oC) Phase (%)
Equivalent ratio

0.5 0.6 0.75

25
Goethite 94.8 1.8 0

Magnetite 5.2 98.2 100

50
Goethite 78.2 0 0

Magnetite 21.8 100 100

75
Goethite 55.4 0 0

Magnetite 44.6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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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하지 않기 때문이며 온도가 증가할수록 반응속도가 빨

라지고 핵생성도 빨라지는 효과 때문이다. 

4. 결  론

황산제일철과 황산제이철의 혼합황산철을 원료로 사용

하고 약산인 암모니아를 침전제로 사용하여 반응온도 및

당량비에 따른 반응생성물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다음

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당량비가 0.1부터 0.25 까지는 jarosite가 생성되며 당

량비가 0.25부터 0.6까지는 jarosite, goethite, magnetite의

혼합상이 생성되었으며 당량비가 0.65 이상에서는 단일

상의 magnetite를 합성할 수 있었다. 

2. Magnetite 단일상만 합성할 수 있는 영역에서 당량

비가 0.6에서 2.0으로 증가하면 결정자 크기와 평균입경

이 감소하였으며, 온도가 25oC에서 75oC로 상승함에 따라

평균입경은 감소하였다.

3. 황산제일철과 황산제이철 혼합용액을 사용함으로 mag-

netite가 생성되는 조건이 완화되어 당량비 0.65 이상에서

는 상온에서도 단일상의 magnetite를 합성할 수 있었다. 

Fig. 6. SEM images and particle size distribution of magnetite depending on equivalent ratio and reaction temperature. (a) R = 0.75, (b)

R = 1.0 and (c) R = 2.0. 

Fig. 7. Median particle size depending on equivalent ratio and

reaction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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