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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the precipitator (NaOH, NH4OH) and the amount of the precipitator (150, 200, 250, 300 ml) on the

formation of Fe3(PO4)2, which is the precursor used for cathode material LiFePO4 in Li-ion rechargeable batteries was

investigated by the co-precipitation method. A pure precursor of olivine LiFePO4 was successfully prepared with co-

precipitation from an aqueous solution containing trivalent iron ions. The acid solution was prepared by mixing 150 ml

FeSO4(1M) and 100 ml H3PO4(1M). The concentration of the NaOH and NH4OH solution was 1 M. The reaction temperature

(25oC) and reaction time (30 min) were fixed. Nitrogen gas (500 ml/min) was flowed during the reaction to prevent oxidation

of Fe2+. Single phase Fe3(PO4)2 was formed when 150, 200, 250 and 300 ml NaOH solutions were added and 150, 200 ml

NH4OH solutions were added. However, Fe3(PO4)2 and NH4FePO4 were formed when 250 and 300 ml NH4OH was added.

The morphology of the Fe3(PO4)2 changed according to the pH. Plate-like lenticular shaped Fe3(PO4)2 formed in the acidic

solution below pH 5 and plate-like rhombus shaped Fe3(PO4)2 formed around pH 9. For the NH4OH, the pH value after 30

min reaction was higher with the same amount of additions of NaOH and NH4OH. It is believed that the formation mechanism

of Fe3(PO4)2 is quite different between NaOH and NH4OH. Further investigation on this mechanism is needed. The prepared

samples were characterized by X-ray diffraction (XRD),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and the pH value was measured

by pH-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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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재 Li 2차 전지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양극 활

물질은 LiCoO2이다. Co계열의 활물질은 충전 용량, 출력

및 수명특성 등 전반적으로 전지부분에서 큰 장점을 가지

고 있어 지금까지 수많은 휴대용 전자 기기에 활용되어 왔

으며 그 실용성이 입증되었다. 그러나 Co의 가격 상승으

로 인한 원료수급의 문제와 고온에서 활물질로부터 산소

가 분해되어 폭발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

고 LiMn2O4의 경우는 낮은 가격과 높은 출력특성의 큰 장

점을 가지고 있어 고출력을 요하는 장비에 적합하지만, Mn

용출에 의한 급속한 성능저하와 Co계열의 활물질에 비해

용량이 낮은 단점을 가지고 있다.1) 이에 대한 대안으로 최

근에는 Ni, Co, Mn, Al, V과 같은 전이금속을 적절한 비

로 조합하여 각각의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다성분계 양극

활물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2) 

최근 전기자동차나 에너지 저장 분야에 활용되고 있는

양극 활물질인 LiFePO4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LiFePO4는 LiMn2O4나 LiCoO2계에 비해 전

기전도성 및 출력 특성이 낮은 단점이 있으며, 용량에서

도 Mn계보다는 약간 높지만 Co계 활물질에 비해 2/3 수

준이고 중량밀도가 높고 부피당 용량이 낮아 전기자동차

용 대용량배터리에 사용되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무

엇보다 Fe는 대기 중에서 반응할 때 Fe+2에서 Fe+3으로

산화되려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생산 공정에 대한 어려

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iFePO4의 연구가 필요한

것은 최근 배터리 산업이 소용량에서 대용량으로 전환 되

고 있으며 이로 인해 무엇보다 안전성과 경제성이 대두

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온에서도 산소를 배출하

지 않아 안전하며, 원가적인 측면에서도 Co에 비해서 현

저하게 저렴하고 수명특성도 우수한 LiFePO4에 대한 연

구가 필요하다.3-5)

LiFePO4는 일반적으로 공침법6), sol·gel법7), hydrother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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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8), polyol법9), solvothermal법10) 등을 이용하여 합성

된다. 출발 원료로는 다양한 물질을 쓰는데, Li3PO4와

Fe3(PO4)2를 이용한 연구는 Min-Sang Song11) 와 Myeong-

Hee Lee12)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Li3PO4의 경우는 합성이 매우 간단하여 공침법을 통해

100 nm 정도의 1차 입자와 1~2 µm의 2차 입자로 이루

어진 구형의 전구체를 얻을 수 있다. 반면에 Fe3(PO4)2

의 경우는 반응 조건에 따라서 입형과 수율, 그리고 결

정성에 많은 차이를 가져오는데 이에 대한 연구 보고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Fe3(PO4)2의 효율적 생산을 위한

합성연구를 실시하였고, 침전제 NaOH와 NH4OH 몰수가

Fe3(PO4)2의 결정성과 입자 형상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

였다. 

2. 실험 방법

2.1 시약

황산제일철(FeSO4·7H2O, 98%, Samchun Pure Chemical

co., Ltd)와 인산(H3PO4, 85%, Samchun Pure Chemical

co., Ltd)을 원료로 사용하였고, 수산화나트륨(NaOH, 98%,

Samchun Pure Chemical co., Ltd)과 암모니아수(NH4OH,

25~30%, Duksan Pure Chemical co., Ltd)를 침전제로

사용하였다. 

2.2 합성 및 분석

1 M의 황산제일철(FeSO4·7H2O)과 인산(H3PO4)을 목

표 생성물인 Fe3(PO4)2의 Fe와 (PO4)몰비 3:2에 맞도록

황산제일철 용액 150 ml와 인산용액 100 ml를 혼합하여

250 ml의 산성용액을 준비하였다. 침전제로 사용한 NaOH

과 NH4OH의 농도는 1M로 하였으며, 첨가량은 150 ml,

200 ml, 250 ml, 300 ml로 변화시켰다. 모든 실험은 N2 분

위기에서 교반속도 130RPM으로 30분 동안 수행하였으

며, 공침반응 중 pH 변화는 pH meter (250L, istek)를 이

용하여 측정하였다. 침전물은 여과 후 순수로 3회 세척하

였고 70oC에서 24시간 건조하였다. 침전물의 형상과 크기

는 SEM (S-4800 Hitachi)으로 관찰하였으며, 결정상은

XRD (PANanalytical Co. X’pert, Cu, Kα, 40kV-40mA)

로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침전제 및 첨가량에 따른 pH 변화

3.1.1 침전제 NaOH의 경우

NaOH 첨가량에 따른 pH 측정 결과를 Fig. 1에 나타

내었다. 첨가량이 150 ml (Fig. 1(a)), 200 ml (Fig. 1(b)),

250 ml (Fig. 1(c))의 조건에서는 반응초기(~5분)에 zig-zag

형으로 pH가 감소하였다. 반응초기에 zig-zag형으로 pH가

감소한 이유는 Fe(OH)2 또는 Fe(OH)3와 같은 중간생성물

의 형성과 소멸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FeSO4는 NaOH 또는 NH4OH 등으로 중화시킬 때 Fe2+와

OH−가 반응하여 Fe(OH)2가 형성되고, Fe2+가 Fe3+로 산

화되면서 Fe(OH)3를 형성하게 되며 산화가 더욱 진행되

면 FeOOH 또는 Fe3O4가 생성된다.13) 이와 같은 pH변화

과정이 종료된 후에는 완만하게 pH가 감소되었다. 첨가량

이 증가할수록 반응시간 30분 후의 최종 pH는 높아졌으

며, 첨가량 150 ml에서는 3.3, 200 ml에서는 3.6, 250 ml에

서는 4.1을 나타내었다. 식 (1)에서 볼 수 있듯이 중화를

위한 이론적 몰수는 12를 나타내는데 세 경우 모두 몰수

가 부족하기 때문에 낮은 pH값을 나타내었을 것이라 사

료된다.

 

3FeSO4 + 2H3PO4 + 12(NaOH, NH4OH)→

3Fe3(PO4)2 + 12H2O (1)

 

한편 첨가량 300 ml (Fig. 1(d))에서는 NaOH를 첨가한

직후 pH 6 정도로 감소한 후, 반응 초기 다시 pH가 급

격히 증가하다가 반응이 진행되면서 완만히 증가하여 최

종 pH는 9.3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인산의 농

도에 따른 dehydrogen 현상14)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인산은

수용액 내에서 농도에 따라서 H3PO4, H2PO4
−, HPO4

2−,

PO4
3−의 분율이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 그리고 특징적인

것은 인산의 농도가 낮아질수록 H2PO4
−와 HPO4

2−의 분

율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HPO4
2−가 용액 내에 많이 존

재할 경우 식 (2), (3)과 같은 반응을 하는데, 식 (3)과 같

Fig. 1. pH results depending on quantity of NaOH; (a) = 150 ml,

(b) = 200 ml, (c) = 250 ml and (d) = 300 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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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수분해에 의한 OH− 형성이 지배적으로 일어나 OH−

농도가 증가함으로써 약알칼리 용액을 띄게 된다.15) 

HPO4
2− H+ + PO4

3− Ka3 = 1.7 × 10−12 (2)

HPO4
2−+ H2O H2PO4

− + OH− Kb = 1.6 × 10−7 (3)

반대로 H2PO4
−가 용액 내에 많이 존재할 경우 식 (4),

(5)와 같은 반응이 형성되고, 식 (4)와 같이 해리가 지배

적으로 일어나 H+ 농도가 증가함으로써 약산성을 띄게

된다.15) 

 

H2PO4
− H+ + HPO4

2− Ka2 = 6.2 × 10−8 (4)

 

H2PO4
− + H2O H3PO4 + OH− Kb = 1.3 × 10−12 (5)

 

300 ml NaOH를 첨가할 경우 반응초기 Fe2+와 OH−의

몰수가 3:6으로 OH−가 모두 침전반응에 참여한다고 했을

때, 용액의 pH는 인산의 지배를 받게 된다. 초기 반응시

pH가 6~7을 나타내는데, 이 때 인산의 이온 상태14) 는 문

헌상에 보고된 바에 의하면 75% H2PO4
−와 25% HPO4

2−

로 구성되며 H2PO4
−농도가 높기 때문에 식(4) 반응이 지

배적으로 일어나 약산성을 띄게 된다. 그러나 H2PO4
−가

침전반응이 일어나 Fe3(PO4)2를 지속적으로 형성하게 되면

용액내의 인산의 농도는 낮아지게 되고 용액내의 HPO4
2−

농도가 H2PO4
−보다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식(3)과 같이

가수분해에 의한 OH−농도의 증가로 용액은 알칼리성을 띄

게 된다.

3.1.2 침전제 NH4OH의 경우

Fig. 2에 보이는 바와 같이 NH4OH 첨가량 150 ml (Fig.

2(a))의 경우에는 약 5분 동안 pH가 계단 형으로 변화한

후 일정한 pH를 나타내었고 반응시간 30분 후에는 pH 4.3

을 나타내었다. 또한 200 ml (Fig. 2(b))의 경우에는 약 2

분 동안 pH가 계단형으로 변화한 후 반응시간 30분 후

에는 pH 8.9를 나타내었다. 이와 같이 계단형으로 pH가

변화하는 이유는 NaOH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Fe(OH)2 또

는 Fe(OH)3 등의 중간 생성물 형성과 소멸에 기인하는 것

으로 생각된다. 

한편 250 ml (Fig. 2(c))와 300 ml (Fig. 2(d))의 경우에

는 pH가 직선형으로 급격히 변화한 후, 일정한 pH를 나

타내었으며 반응시간 30분 후의 pH는 250 ml에서 9.1,

300 ml에서 9.5를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NH4OH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Fe(OH)2와 같은 중간생성물을 형성

하지 않고 XRD 결과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Fe3(PO4)2와

NH4FePO4를 형성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특이한 사항은 NH4OH가 약알칼리 임에도 불구하고

NaOH의 pH 변화와 비교하였을 때 200 ml, 250 ml, 300

ml에서 최종 pH가 높아져 pH 8.9~9.3의 값을 나타낸 것

이다. 이는 인산화합물 Fe3(PO4)2와 NH4FePO4을 형성하

면서 용액중의 인산농도가 낮아져 식 (3)과 같이 가수분

해에 의한 OH− 농도가 증가하여 pH가 높아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3.2 XRD 결과

침전제로 NaOH를 사용한 경우에는 Fig. 3에 보이는

바와 같이 모든 실험 조건에서 결정성이 양호한 단일상

의 Fe3(PO4)2·8H2O 합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침전제로 NH4OH를 사용한 경우에는 Fig. 4에

보이는 바와 같이 NH4OH 첨가량 150 ml와 200 ml에서는

단일상의 Fe3(PO4)2·8H2O가 생성되었지만, 첨가량 250 ml,

300 ml에서는 Fe3(PO4)2·8H2O와 NH4FePO4·H2O 두가지

 

 

 

 

Fig. 2. pH results depending on quantity of NH4OH, (a) = 150 ml,

(b) = 200 ml, (c) = 250 ml and (d) = 300 ml. 

Fig. 3. XRD results depending on quantity of NaOH, (a) = 150 ml,

(b) = 200 ml, (c) = 250 ml and (d) = 300 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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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생성되었다. 

NH4FePO4·H2O의 상대적인 회절강도는 NH4OH 첨가

량이 250 ml에서 300 ml로 증가할수록 NH4FePO4·H2O

의 회절강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으며 NH4OH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NH4)
−의 농도가 높아져 NH4FePO4·H2O의

생성이 촉진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본 실험에서 얻어진 Fe3(PO4)2·8H2O의 회절각은

ICDD file #300662에 나타난 회절각과 동일하나 회절강

도가 가장 큰 (020)면에 대한 각 회절면의 상대적 회절

강도는 Table 1에 보이는 바와 같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

다. 이와 같은 회절강도의 상대적인 변화는 특정한 결정

면과 결정방향으로 결정이 발달하였다고 생각되며 이에 대

한 앞으로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3.3 입자 형상

NaOH를 침전제로 사용하고 첨가량을 150 ml, 200 ml,

250 ml, 300 ml으로 변화시켰을 때 침전물의 형상을 Fig.

5(a)~(d)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첨가량이

150 ml, 200 ml, 250 ml일 경우에는 침전물의 형상은 볼록

렌즈형(Lenticular shape) 판상구조를 나타내고 300 ml일

경우에는 마름모형의 판상구조를 갖고 있다. 

한편 NH4OH를 침전제로 사용할 경우에는 150 ml (Fig.

Fig. 4. XRD results depending on qauntity of NH4OH, (a) = 150 ml,

(b) = 200 ml, (c) = 250 ml and (d) = 300 ml. 

Table 1. Diffraction intensity depending on quantity of NaOH and NH4OH.

plane (110) (020) (200) (130) (101) (031) (301)

Relative Intensity* 13 100 12 12 7 16 10

NaOH

150 ml 45 100 45 18 31 33 33

200 ml 28 100 50 14 28 31 30

250 ml 27 100 45 17 16 22 31

300 ml 26 100 26 11 22 32 28

NH4OH

150 ml 40 100 45 16 23 31 36

200 ml 30 100 25 11 20 22 20

250 ml 15 100 13 12 17 15 11

300 ml 17 100 10 9 12 15 12

*Relative intensity for (hkl) of Fe3(PO4)2 which is shown ICDD #300662

Fig. 5. SEM results depending on quantity of precipitator, NaOH, (a) = 150 ml, (b) = 200 ml, (c) = 250 ml, (d) = 300 ml and NH4OH,

(e) = 150 ml, (f) = 200 ml, (g) = 250 ml, (h) = 300 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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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e)) 첨가량일 때 Lenticular shape 판상구조를 나타내고

첨가량이 200 ml (Fig. 5(f))일 경우에는 마름모형의 판상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첨가량이 250 ml (Fig. 5(g)), 300 ml (Fig. 5(h))

일 경우에는 마름모형 판상구조와 구형의 미립자들이 혼

재함을 알 수 있으며, NH4OH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구형

입자의 분포가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형

태의 입자는 Fig. 4c~d와 같이 첨가량이 250 ml와 300 ml

에서는 Fe3(PO4)2와 NH4FePO4의 두 가지 상이 공존하는

결과와 잘 일치하고 있으며 구형의 미립자는 NH4FePO4

로 판단된다. 

침전물의 형태 변화는 Fig. 1과 Fig. 2에 나타낸 pH 분

석결과와 잘 일치하고 있다. 즉 침전물이 산성영역에서 합

성될 경우에는 Lenticular shape 판상구조를 나타내고 알

카리성 영역에서 합성된 경우에는 마름모형 판상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Fe3(PO4)2는 monoclinic (a : b : c = 10 : 13

: 4) 결정구조를 가지며 일반적으로 마름모형 판상 구조를

갖으나 본 연구에서는 합성조건에 따라 Lenticular shape

과 마름모형의 판상구조로 나타나고 있다. 

4. 결  론

1 M의 황산제일철(FeSO4·7H2O)과 인산(H3PO4)을 목표

생성물 Fe3(PO4)2의 Fe와 (PO4)몰비 3:2에 맞도록 황산제

일철 용액 150 ml와 인산용액 100 ml를 혼합하여 250 ml

의 산성용액을 준비하였다. 침전제로는 1M의 NaOH와

NH4OH를 사용하여 침전제의 종류와 첨가량에 따른 반응

생성물의 특성을 분석함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침전제 NaOH의 경우 첨가량 150 ml, 200 ml, 250

ml, 300 ml에서 단일상의 Fe3(PO4)2를 얻을 수 있었다.

NH4OH의 경우 150 ml, 200 ml에서는 단일상의 Fe3(PO4)2

를 얻을 수 있었으며, 250 ml, 300 ml에서는 Fe3(PO4)2와

NH4FePO4의 두상이 공존하였다. 

2. pH에 따라 침전제 NaOH, NH4OH에서 Lenticular

shape 판상과 마름모형 판상의 두 가지 형태로 합성되었

다. 침전제에 상관없이 pH 5 이하로 합성된 생성물에서

는 Lenticular shape 판상구조로 나타났으며, pH 9영역

에서 합성된 생성물은 마름모형의 판상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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