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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ferrous/ferric molar ratio on the formation of nano-sized magnetite particles was investigated by a

co-precipitation method. Ferrous sulfate and ferric sulfate were used as iron sources and sodium hydroxide was used as a

precipitant. In this experiment, the variables were the ferrous/ferric molar ratio (1.0, 1.25, 2.5 and 5.0) and the equivalent ratio

(0.10, 0.25, 0.50, 0.75, 1.0, 2.0 and 3.0), while the reaction temperature (25oC) and reaction time (30 min.) were fixed. Argon

gas was flowed during the reactions to prevent the Fe2+ from oxidizing in the air. Single-phase magnetite was synthesized when

the equivalent ratio was above 2.0 with the ferrous/ferric molar ratios. However, goethite and magnetite were synthesized when

the equivalent ratio was 1.0. The crystallinity of magnetite increased as the equivalent ratio increased up to 3.0. The crystallite

size (5.6 to 11.6 nm), median particle size (15.4 to 19.5 nm), and saturation magnetization (43 to 71 emu.g−1) changed depending

on the ferrous/ferric molar ratio. The highest saturation magnetization (71 emu.g−1) was obtained when the equivalent ratio was

3.0 and the ferrous/ferric molar ratio was 2.5.

Key words ferrous sulfate, ferric sulfate, molar ratio of Fe2+ and Fe3+, co-precipitate, magnetite.

1. 서  론

Fe3O4(magnetite) 나노 입자는 우수한 전기적, 자기적,

광학적 성질과 넓은 적용범위로 인하여 가장 주목 받고

있는 자성 재료 중 하나이다. 따라서 Fe3O4 나노 입자의

합성과 활용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1-8)

Fe3O4 나노 입자의 제조방법은 공침법, Sol-Gel법, Reverse

emulsion 법 등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합성을 위

한 출발원료는 FeCl2, FeCl3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침전

제로는 주로 NaOH가 사용되고 있으며 일부 암모니아수

나 Na2CO3가 사용되기도 한다. Fe3O4는 FeO.Fe2O3로 표

현할 수 있으며, Fe의 원자가는 Fe2+ 이온과 Fe3+ 이온으

로 구성된다. 액상에서 화학반응이 일어나는 동안 Fe2+ 이

온은 다양한 산화제(OH−, O2, O3)에 의해 Fe3+ 이온으로

쉽게 산화된다. 따라서 Fe3O4는 Ferrous 용액의 산화에

의해서 합성될 수 있다.7,9-14)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과

도한 양의 산화제를 필요로 하고 긴 반응 시간과 복잡

한 합성과정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

하여 ferrous용액과 ferric 용액을 이용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15-18) 이에 대한 연구보고는 많지 않다.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FeCl2와 FeCl3를 사용하였으나 이와 같이 염

화물로 이뤄진 출발원료는 불안정하고 Fe3O4를 합성하기

위하여서는 고온반응이 필요한 단점이 있다. 특히 ferrous/

ferric 몰비가 Fe3O4 합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보고

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출발원료의 안정성이 우수하고 실

온에서도 Fe3O4를 합성할 수 있는 황산제일철과 황산제

이철을 사용하고 침전제로 NaOH를 사용하였을 때, 당량

비(NaOH/철염의 화학당량) 및 ferrous/ferric 몰비가 Fe3O4

합성 및 분말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2. 실험 방법

2.1 시약

황산제일철(ferrous sulfate, FeSO4·7H2O, 98%, Samch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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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e Chemical Co., Ltd)와 황산제이철(ferric sulfate, Fe2

(SO4)3·nH2O, Kanto Chemical Co., Inc)를 원료로 사용하

였고 sodium hydroxide (98%, Samchun Pure Chemical

Co., Ltd)를 침전제로 사용하였다. 황산제일철/황산제이철

의 몰비의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초기 물질내의 황산제

일철과 황산제이철 및 결정수분의 몰비를 정확하게 알

아야 한다.

그러나 Fe2(SO4)3·nH2O의 경우에는 결정수분의 양이 정

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황산제이철의 함량도 매우 광

범위(60~80%)하게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결정수분의 함

량과 Fe2(SO4)3의 함량을 시차열 중량분석기(TG-DSC, dif-

ferential scanning calorimeter-thermal gravimeter)로 측정

하여 분석하였다.

2.2 합성 및 분석

황산제일철의 농도는 0.01M로 고정하고 황산제일철/황

산제이철의 몰비를 1.0, 1.25, 1.67, 2.5, 5.0으로 변화시켰

다. 당량비는 NaOH 용액농도에 변화를 주어 1.0, 2.0,

3.0, 4.0으로 하였다. 모든 실험은 실온에서 한 시간 동안

수행하였으며, Fe2+이온이 공기에 의해 Fe3+이온으로 산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Ar 가스를 용액 내부에 흐르

게 하며 실험을 하였다. 침전물은 여과한 후 순수로 5회

세척하였고 65oC에서 24시간 건조하였다.

결정상 분석은 XRD (PANanalytical Co. X'pert, Cu, Kα,

40 kv-40 mA)으로 측정하였고 결정자 크기는 X'pert high

score plus program으로 계산하였다. 분말의 형상 및 크기

는 SEM (Topcon, ABT150F)으로 관찰하였다. 입도분포는

SEM 사진을 이용해 100개의 입자크기를 측정하여 구하였

다. 자기적 특성은 vibrating sample magnetometer (VSM)

로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황산제이철의 화학조성

황산제이철의 TG-DSC 그래프를 Fig. 1에 나타냈으며 황

산제이철의 질량 감소는 결정수분의 탈수에 의한 두 번의

흡열반응과 무수황산(SO3)의 분해에 의한 흡열반응이 확

인되었다. 첫 번째 흡열반응은 125oC에서 시작하여 190oC

에서 종결되었으며 이 반응의 정점온도는 160oC이였다. 정

점온도 160oC에서 나타나는 흡열 피크는 결정수 중 일부

의 탈수에 기인하며, 이때 분해된 수분의 양은 6.74wt.%

였다. 두 번째 흡열반응은 190oC에서 시작하여 250oC에서

종료되었으며 정점온도는 210oC이였다. 정점온도 210oC에

서 나타난 흡열 피크는 160oC에 탈수하고 남은 결정수의

탈수에 기인하며 분해된 수분의 양은 15.48 wt.%로 나타

났다. 결정수 총량은 22.22wt.%이었다. 

세 번째 흡열 피크에 의한 질량 감소는 650oC에서 시

작하여 830oC에서 종료되었으며 정점온도는 780oC이였

다. 정점온도 780oC에서는 황산제이철의 SO3가 분해되어

발생한 것으로 SO3의 양은 49.35wt.% 이였다. 900oC 이

상에서 하소 후, 28.43wt.%가 남았으며 이것은 Fe2O3의

함량이었다. 따라서 결정수 함량, 무수황산 및 Fe2O3의 함

량을 각각의 분자량의 비를 계산하여 황산제이철의 화학

식을 Fe2(SO4)3·9H2O로 나타낼 수 있었다. 이상의 탈수

반응과 무수황산의 분해반응은 다음의 화학식으로 나타

낼 수 있다.

160oC의 흡열반응:

Fe2(SO4)3·9H2O → Fe2(SO4)36H2O + 3H2O (1)

210oC의 흡열반응 :

Fe2(SO4)36H2O + 3H2O → Fe2(SO4)3 + 9H2O (2)

400~900oC의 흡열반응:

Fe2(SO4)3→ Fe2O3(S) + 3SO3 (3)

3.2 당량비의 영향

당량비가 Fe3O4생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기 위하여

황산제일철/황산제이철의 몰비를 1.0으로 일정하게 하고

침전제와 혼합 철염의 당량비를 1.0, 2.0, 3.0, 4.0으로

변화시켰다.

3.2.1 결정상

당량비에 따른 XRD 결과는 Fig. 2와 같으며 당량비

에 따라 침전물의 결정상은 다르게 나타났다. 

i) 당량비 1.0의 경우:

당량비 1.0에서는 Fig. 2(a)에 보이는 바와 같이 FeO-

OH(goethite)와 Fe3O4상이 혼재하였다. 이와 같은 결정상의

생성은 침전제로 NaOH또는 NH4OH를 사용하였을 때 생

성되는 중간생성물인 Fe(OH)2및 Fe(OH)3의 형성조건과 이

들의 산화조건에 따라 최종생성물의 결정상이 달라진다.

Kiyama20)는 30oC 반응온도에서 황산제일철과 NaOH를 반

Fig. 1. TG-DSC spectra of ferric sulf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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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켰을 때, Fe(OH)2의 안정적 생성 영역은 pH 8이상이

며Fe(OH)3의 안정적 생성 영역은 pH 3이상으로 보고하였

으며, 당량비 1.0에서 산소산화에 의하여 FeOOH와 Fe3O4

상의 혼합상을 얻었다. 

본 실험에서와 같이 황산제일철과 황산제이철의 혼합

황산철을 사용할 경우에는 당량비1.0에서 용액의 pH 7

정도에서도 Fe(OH)2와 Fe(OH)3가 생성된다. 

공기 중의 산소에 의해 산화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하여

Ar 가스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반응이 종료될 때까지 Ar

가스 분위기에서 산화반응이 억제되고 용매로 사용한 순수

중에 용해되어 있는 용존 산소에 의해서만 산화가 일어나

므로 산화가 용이한 Fe(OH)2가 충분히 산화반응을 충분히

일으키지 못하여 FeOOH와 FeO를 생성한다. Fe(OH)3는 산

화되어 Fe2O3를 생성하게 된다. 한편 산화반응에 의하여 생

성된 FeO와 Fe2O3가 반응하여 Fe3O4 (FeO·Fe2O3) 를 형성

하게 된다. 따라서 FeOOH와 Fe3O4 가 혼재하게 된다. 이

때의 반응식은 다음과 같다.

FeSO4 + Fe2(SO4)3 + 8NaOH →

Fe(OH)2 + Fe(OH)3 + 4Na2SO4(Ar 분위기) (4)

Fe(OH)2→ FeOOH + FeO (5)

Fe(OH)3→ Fe2O3 (6)

FeO + Fe2O3→ Fe3O4 (7)

Fe(OH)2 + Fe(OH)3→

FeOOH + Fe3O4(FeO·Fe2O3) + 4H2O (8)

ii) 당량비 2.0이상의 경우: 

Kyama는 산소를 주입하면서 실험하였으나 본 연구에

서는 산소를 주입하지 않고도 Fe3O4를 얻을 수 있었다.

당량비가 2.0에서 4.0로 증가할 경우 중화반응이 일어난

후에도 과잉의 NaOH가 존재하며 용액 중에는 NaOH의 해

리에 의하여 생성된 OH− 이온이 과량 존재하게 된다. 따

라서 Ar 가스 분위기에서도 OH− 이온과량 존재함에 따라

OH− 이온에 의한 산화작용이 충분히 일어나 단일상의

Fe3O4가 생성되었으며 이때의 반응식은 다음과 같다. 

FeSO4 + Fe2(SO4)3 + (8 + X)NaOH →

Fe(OH)2 + 2Fe(OH)3 + 4Na2SO4 + X(Na+ + OH−) (9)

Fe(OH)2 + 2Fe(OH)3 + 4Na2SO4 + X(Na+ + OH−) →

Fe3O4 + 4Na2SO4 + 4H2O + (X−4)(Na+ + OH−) (10)

Fe(OH)2→ FeOOH + FeO (11)

FeOOH + OH−→ FeO (FeOOH 의 산화 촉진) (12)

Fe(OH)3→ Fe2O3 (13)

FeO + Fe2O3→ Fe3O4 (14)

3.2.2 미세조직

합성된 분말의 SEM 형상은 Fig. 3과 같다. 당량비1.0

에서의 입자형상은 막대모양과 구형이 혼재되어 있으며

(Fig. 3(a)), 일반적으로 FeOOH입자는 막대 모양을 가지

며 Fe3O4입자는 구형을 갖는다.21) 당량비 2.0이상에서는

구형의 입자만이 관찰되었으며(Fig. 3(b)~(d)). 입도분포는

10~30 nm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Fig. 2의XRD 결과와 잘

일치하고 있다. 

3.2.3 자기적 특성

최대 10kOe의 자기장으로 측정된 침전물의 자기이력곡

Fig. 2. XRD results depending on equivalent ratio, FeSO4/Fe2(SO4)3

molar ratio(R) was fixed at 1.0. (a) ER = 1.0, (b) ER = 2.0, (c) ER

= 3.0 and (d) ER = 4.0.

Fig. 3. SEM images of precipitates depending on the equivalent ratio,

FeSO4/Fe2(SO4)3 molar ratio(R) was fixed at 1.0. (a) ER = 1.0, (b)

ER =2.0, (c) ER = 3.0 and (d) ER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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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과 포화자기 값을 Fig. 4에 나타냈다. 당량비 1.0에서

는 아주 낮은 포화자기 값을 나타내었다(Fig. 4(a). Ms =

0.3 emu/g). 그러나 당량비 2.0에서는 포화자기 값은 급

격히 증가하여 32 emu/g 의 포화자화 값을 나타내었으

며 당량비 3.0과 4.0에서는 40 emu/g 의 포화자기 값을

나타내었다(Fig. 4(b)-(d))).

당량비 1.0에서 아주 낮은 포화자기 값을 나타내는 이

유는 XRD결과에 보이는 바와 같이 강자성을 나타내지 않

는 FeOOH상의 존재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당량

비 1.0에서의 XRD결과와 잘 일치된다. 당량비 3.0에서

Fe3O4상이 잘 형성되며 포화자기 값은 당량비 4.0에서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따라서 세척시 NaOH제거의 용이

성 및 경제성을 고려할 때 당량비 3.0이 단일상의 Fe3O4

합성에 가장 적합한 조건으로 생각된다. 

3.3 몰비의 영향

황산제일철/황산제이철 몰비의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는

우수한 자기적 성질을 갖는 단일상 Fe3O4를 합성할 수 있

는 당량비 3.0의 조건으로 일정하게 하고 몰비를 1.0,

1.25, 1.67, 2.5, 5.0으로 변화시켰다. 

3.3.1 결정상 및 결정자 크기 

혼합황산철의 몰비에 따른 XRD 결과는 Fig. 5와 같으

며 모든 합성조건에서 단일상의 Fe3O4가 합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당량비가 3.0으로 몰비1.0의 경우도 과잉의 OH−

가 존재하여 Fe3O4가 단독상이 합성되었다. 한편 최대 회

절강도를 갖는 (311)면의 회절강도는 Table 1에 보이는 바

와 같이 혼합황산철의 몰비가 1.0에서 2.5까지 증가함에

따라 1349에서 2507로 증가하였으나, 5.0에서는 2322로

감소하였다. 따라서 몰비 2.5에서 가장 결정상이 가장 양

호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정성의 변화 이유는 Fe3O4

spinel 구조에서 Fe2+ site와 Fe3+ site의 충진 정도가 몰비

에 따라 달라 짐으로서 결정성이 달라질 것으로 판단되

나 이에 대한 연구보고가 없어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

로 생각된다. 

합성된 분말의 결정자 크기는 반가폭(FWHM) 방법으

Fig. 4. VSM results depending on the equivalent ratio. FeSO4/

Fe2(SO4)3 Molar ratio(R) was fixed at 1.0. The inserted graph shows

the saturated magnetization depending on equivalent ratio. (a)

ER = 1.0, (b) ER = 2.0, (c) ER = 3.0 and (d) ER = 4.0.

Fig. 5. XRD results depending on the ferrous/ferric molar ratio,

The equivalent ratio(R) was fixed at 3.0. (a) 1.0, (b) 1.25, (c) 1.67,

(d) 2.5 and (e) 5.0.

Table 1. Influences of FeSO4/Fe2(SO4)3 molar ratio on the crystallite size, particle size, crystalline and saturation magnetization.

Molar ratio
Fe2(SO4)3 

conc.

FeSO4 

conc.
Phase

XRD* 

intensity

Crystallite size 

(nm)

Particle size 

(nm)

Ms

(emu.g
−1

)

1.0 0.01M 0.01M Fe3O 1349 5.6 15.4 43

1.25 0.01M 0.0125M Fe3O 1499 6.4 15.4 53

1.67 0.01M 0.0167M Fe3O 1543 9.6 16.5 62

2.5 0.01M 0.025M Fe3O 2507 11.6 17.6 71

5.0 0.01M 0.05M Fe3O 2322 11.9 19.5 67

*Peak intensity (311)



Fe3O4 생성에 미치는 황산제일철/황산제이철 몰비의 영향 229

로 계산하였다. 결정자 크기는 몰비가 1.0에서 5.0으로

증가함에 따라 5.6 nm에서 11.9 nm으로 증가하였다. 

서로 다른 혼합황산철에 대한 반응은 다음의 화학식으

로 설명할 수 있다.

몰비1.0의 경우

FeSO4 + Fe2(SO4)3 +24NaOH → Fe(OH)2 + 2Fe(OH)3 +

4Na2SO4 + 16 (Na+ + OH−) 

→ FeO.Fe2O3 + 4Na2SO4 + 16 (Na+ + OH−) + 4H2O (15)

몰비2.5의 경우

2.5FeSO4 + Fe2(SO4)3 + 33NaOH → 2.5Fe(OH)2 +

2Fe(OH)3 + 5.5Na2SO4 + 22 (Na+ + OH−)

→ FeO.Fe2O3 + 5.5Na2SO4 +22 (Na+ + OH−)+ 5.5H2O +

1.5Fe(OH)2

→ 1.5FeO.Fe2O3 + 5.5Na2SO4 +22 (Na+ + OH−) + 5.5H2O 

(16)

몰비5.0의 경우

5FeSO4 + Fe2(SO4)3 + 48NaOH →

5Fe(OH)2 + 2Fe (OH)3 + 8Na2SO4 + 32 (Na+ + OH−)

→ 2FeO.Fe2O3 + 4Na2SO4 + 32 (Na+ + OH−) + 4H2O +

3Fe(OH)2 

→ 2FeO.Fe2O3 + FeO.Fe2O3 + 4Na2SO4 +32 (Na+ + OH−)

+ 4H2O (17)

Fig. 6. Particle size distribution and median particle size of precipitates depend on the ferrous/ferric molar ratios. The equivalent ratio(R)

was fixed at 3.0. (a) 1.0, (b) 1.25, (c) 1.67, (d) 2.5, (e) 5.0 and (f) median particle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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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미세구조

합성된 입자의 미세구조는 모든 입자에서 균일한 구형

의 입자로 존재하였으며 응집이 없고 분산성이 양호하였

다. 입자크기 및 입도분포 분석결과는 Fig. 6과 같다. 입

도분포는 몰비가 1.0, 1.25에서는 8~24 nm 수준이며, 몰

비가 1.67~5.0으로 증가할수록 입도분포 폭은 12~30 nm

로 증가하였다.

또한, 평균 입경은 Table 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몰

비가 1.0, 1.25에서는 15.4 nm이었으며, 몰비가 증가할수

록 평균입경이 증가하여 몰비5.0에서는 19.5 nm이었다. 이

와 같은 이유는 반응식[(12), (13)]에서와 같이 잉여의

Fe(OH)2가 용액 중에 여전히 과량의 OH−에 의하여 산화

되어 Fe3O4를 생성하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추가로 생

성되어 이미 존재하는 Fe3O4 핵의 표면에서 성장한다. 따

라서 혼합황산철의 몰비가 증가함에 따라 Fe3O4의 결정

자 크기와 입자크기가 증가한다.

3.3.3 자기적 특성

합성된 분말의 자기적 성질은 Fig. 7에 나타냈다. 혼합

황산철의 몰비에 대한 포화 자화 값(Ms)의 의존성을 나

타낸 것이다. 포화자화 값(Ms)은 몰비에 따라 43 emu/g(몰

비 1.0)에서 71 emu/g(몰비 2.5)로 증가한다(Fig. 6(a), (b)

Table 1). 그러나 몰비 5.0에서는 포화 자화 값이 67 emu/

g으로 감소한다. 이것은 결정상 분석결과 몰비 5.0에서 회

절강도가 감소하는 경향과 잘 일치한다. 또한 정 자기

장과 역 자기장 하에서 자기이력 곡선은 거의 같은 곡

선을 나타낸다. 결과적으로 이 곡선들을 통해 모든 입

자에서 초상자성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4. 결  론

황산제일철과 황산제이철을 원료로 사용하고 강알칼리

인 NaOH를 침전제로 사용하여 당량비 및 황산제일철/

황산제이철의 몰비에 따른 반응생성물의 특성을 분석함

으로써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몰비를 1.0로 고정한 경우

(i) 상온에서 황산제일철과 황산제이철의 몰비를 1.0으로

고정하고 당량비를 1.0~4.0으로 변화시켰을 때 당량비 1.0

에서는 FeOOH와 Fe3O4가 혼재되어 생성되었으며, 당량

비 2.0이상에서는 단일상의 나노 크기의Fe3O4를 합성할 수

있었다.

(ii) 당량비 3.0의 합성조건에서 결정성이 양호하고 우

수한 자기적 특성을 나타내었다.

2) 당량비 3.0으로 고정한 경우

(i) 황산제일철과 황산제이철의 모든 몰비 조건에서 단

일상의 Fe3O4를 합성하였으며, 몰비가 증가함에 따라 결

정자 크기(5.6~11.6 nm), 평균입경(15.4~19.5 nm) 및 포화

자화 값이(43~71 emu/.g) 증가하였다. 

(ii) 혼합황산철의 몰비를 변화하며 황산철을 합성한 결

과 결정성과 자기적 특성의 최적조건은 혼합황산철의 몰

비 2.5이었으며, 이때 포화 자화 값은 71 emu/g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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