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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알칼리 영역의 소듐바나데이트(NaVO3) 수용액을 출발물질로 사용하여 침전온도, 염화암모늄 첨가량 및 첨가방법, 수

용액의 바나듐 및 수산화나트륨 함량 등이 암모늄메타바나데이트 침전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수용액 pH가 감소할수록, 염화
암모늄 첨가량 그리고 수용액의 바나듐 함량이 증가할수록 암모늄메타바나데이트 침전률이 증가하였다. 본 연구조건에서 90% 이상의 
암모늄메타바나데이트 침전률을 얻기 위한 기본 조건은 수용액 바나듐 함량 10,000mg/L, 고체 염화암모늄 첨가량 2당량, 침전온도 상온, 

침전시간 2시간 이었다. 암모늄메타바나데이트는 침전속도 증가에 따라 침전물 크기가 감소하였으며, 특히 염화암모늄을 액체로 투입할 
때, 침전속도는 가장 느리며 침전물 크기는 가장 크게 나타났다. 염화암모늄을 고체로 첨가하여 1차 침전반응 후, 새로운 반응물을 첨가하
여 2차 침전반응을 시킬 때, 고체 염화암모늄을 첨가한 침전반응은 수용액에 존재하는 침전물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염화암모늄 
수용액을 첨가하였을 때는 수용액에 존재하는 침전물 표면에 침적되어 그 크기를 증가시켰다. 수용액 온도에 따른 암모늄메타바나데이
트 용해도 차이에 의하여, 바나듐 함량 10,000mg/L 수용액에서는 침전온도가 암모늄메타바나데이트 침전에 영향을 미치며, 바나듐 함량 
30,000mg/L 이상의 고농도 수용액에서는 침전온도가 침전반응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다.

주제어 : 바나듐, 염화암모늄, 침전반응, 암모늄메타바나데이트, 용해도

Abstract

In this study, the effect of precipitation temperature, ammonium chloride amount and addition method, vanadium and 

sodium hydroxide content of the solution on the precipitation of ammonium metavanadate were examined by using the sodium 

vanadate(NaVO3) solution in alkali region as a starting material. As the pH of solution decreased, the addition amount of 

ammonium chloride and the vanadium content of the solution increased, the precipitation rate of ammonium metavanadate 

increased. In this research condition, the basic conditions for obtaining more than 90% of precipitation yield were 10,000mg/L 

of vanadium content, 2equivalents of ammonium chloride addition, room temperature, and 2 hours of precipitation tim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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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일반적으로 바나듐 회수는 바나듐을 함유하고 있는 원
료를 NaCl, Na2CO3 또는 Na2SO4과 같은 알칼리금속염과 
함께 고온에서 로스팅하고 연속하여 수침출, 침출용액 정
제 및 농축, 그리고 회수 등의 일괄공정을 통하여 이루어
진다1-3). 이러한 과정에서 마지막 단계인 회수단계를 통하
여 얻어지는 암모늄메타바나데이트(NH4VO3)는 바나듐을 
추출하는 화학공정에서 중요한 중간체이며, 또한 촉매나 
안료 같은 바나듐 물질 제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4,5). 또
한 바나듐 함유 수용액으로부터 NH4VO3의 결정화는 바
나듐화합물의 정제에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과학적으
로나 산업적으로 관심이 크다6,7). NH4VO3는 염화암모늄
(NH4Cl) 또는 황산암모늄((NH4)2SO4)과 같은 암모늄 함
유물질을 바나듐 함유 수용액에 첨가하여 알칼리 조건에
서 결정화 반응을 시키고, 생성된 결정을 세척, 여과하는 
공정을 통하여 공업적인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8). 

이전에 본 연구진에 의하여 추진된 연구결과에 의하면9), 

바나듐 함유 수용액은 pH 9 정도 부근에서는 결정구조가 
(NH4VO3)인 암모늄메타바나데이트, 그리고 바나듐 함유 
수용액의 pH를 황산으로 조절하여 침전시키면, 결정구
조가 ((NH4)2V6O16)인 암모늄폴리바나데이트가 침전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암모늄폴리바나데이트는 수용액 
pH 2, 침전온도 80~90℃, 그리고 암모늄메타바나데이트
는 수용액 pH 9, 침전온도 40℃에서 침전이 용이하게 일
어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전 연구결과는 두 가
지 결정구조의 암모늄바나데이트가 침전되는 조건에 대
하여 알아보았고, 수용액 pH, 그리고 침전온도 등 침전조
건에 따른 침전률 변화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나, 침전조건

에 대한 암모늄메타바나데이트 침전거동에 대해서는 자
세하게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알칼리 영역의 소듐바나데이
트(NaVO3) 수용액으로부터 염화암모늄 첨가에 의한 암
모늄메타바나데이트(NH4VO3)를 침전/회수함에 있어서, 

침전조건이 침전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또한 주어진 침전조건에서 침전시간에 대한 암모늄메타
바나데이트의 침전거동 및 침전물 크기 변화를 고찰함으
로서, 소듐바나데이트와 염화암모늄의 침전반응 특성 및 
침전반응이 암모늄메타바나데이트 침전물 크기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2. 실험방법

2.1. 실험재료
본 연구에서는 암모늄메타바나데이트의 침전거동을 

알아보기 위하여, 바나듐 함유 수용액에 침전제로 염화암
모늄을 첨가하여 암모늄메타바나데이트(NH4VO3)로 침
전시켰다. 암모늄메타바나데이트 침전에 영향을 미치는 
실험변수로는 수용액 pH, 바나듐 함량, 침전반응 온도 및 
시간 그리고 염화암모늄 첨가량 등을 선정하였다. 본 실
험에서는 이러한 침전반응 변수들이 암모늄메타바나데이
트 침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오산화바나듐
(V2O5)을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에서 용해시킨 바나듐 함
유 수용액을 제조하였다. 

2NaOH + V2O5 → 2NaVO3 + H2O (1)

이와 같이 바나듐 함유 수용액을 제조하여 사용한 이유

size of precipitated particles decreased with increasing precipitation rate. Especially when liquid ammonium chloride was 

injected into the solution, the precipitation rate was the slowest and the particle size of the precipitate was the largest. After the 

primary precipitation by adding ammonium chloride as a solid, the secondary precipitation was carried out by adding new 

reactants. At this time, the precipitation with added ammonium chloride solid was not affected by the precipitates present in the 

solution. However, when liquid ammonium chloride was added, new precipitate was deposited on the surface of the precipitate 

present in the solution, increasing its size. Due to the difference in ammonium metavanadate solubility to temperature, the 

precipitation temperature at the vanadium content of 10,000mg/L in the solution affected the precipitation rate of ammonium 

metavanadate and the precipitation temperature did not affect the precipitation rate at a high concentration of more than 

30,000mg/L vanadium content in the solution.

Key words : vanadium, ammonium chloride, precipitation, ammonium metavanadate, solu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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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위에서 열거한 실험변수들을 각각 독립적으로 변화시
키면서, 이들이 암모늄메타바나데이트 침전에 미치는 영
향을 상세히 알아보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제조된 
수용액을 출발물질로 하여 침전반응 변수들이 암모늄메
타바나데이트 침전에 미치는 영향과 침전반응 속도론적 
데이터를 이용하여 침전거동을 해석하였다. 또한 침전조
건에 대한 암모늄메타바나데이트 침전물 입자크기 변화
를 알아보았다.

2.2. 암모늄바나데이트 침전 실험
본 연구에서 출발물질로 사용한 바나듐 함유 수용액은 

수산화나트륨(대정화금, 98%) 수용액에 오산화바나듐(대
정화금, 99%)을 용해시켜 제조하였으며, 오산화바나듐을 
용해시키는데 필요한 수산화나트륨 양을 조절하면서 오
산화바나듐을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에 용해시켰다. 이 때 
수용액 pH는 수산화나트륨 양에 따라 9.3~12.6 정도이
었다. 

침전반응은 응축기가 장착된 침전반응조(500ml)를 사
용하였으며, 침전 수용액의 부피는 모두 200ml 맞추었다. 

온도조절기가 장착된 핫플레이트를 이용하여 침전반응 
온도를 조절하였다. 바나듐 함유 수용액이 원하는 온도
에 도달하였을 때, 적정량의 염화암모늄(Junsei, 98.5%)을 
투입하여 암모늄메타바나데이트를 침전시켰다. 주어진 조
건에서 침전반응이 완료된 후, 암모늄메타바나데이트 침
전물 여과여액의 바나듐 성분을 ICP-AES(Thermo Fisher 

Scientific, iCAP 6000 SERIES)로 분석하여 바나듐 침전
률을 구하였다. 침전된 암모늄바나데이트는 XRD(Olympus, 

X`Pert MPD)를 이용하여 결정구조를 분석하였으며, SEM 

(JEOL 21OSMS, 일본)을 통하여 침전된 암모늄메타바나
데이트 입형 및 크기를 조사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침전반응 실험변수에 따른 암모늄바나데이트 침
전률 변화 고찰

바나듐 함유 수용액은 오산화바나듐을 수산화나트륨
에 용해시켜 제조하였는데, 40℃ 물에서 소듐바나데이트
(NaVO3) 용해도는 26.3/100 part of H2O이며, 암모늄메
타바타데이트(NH4VO3)는 1.32/100 part of H2O이기 때
문에10), 반응식 (2)와 소듐바나데이트가 용해되어 있는 수

용액에 염화암모늄을 첨가하면 암모늄메타바나데이트 침
전반응이 일어난다.

NaVO3 + NH4Cl → NH4VO3 + NaCl (2)

본 연구에서는 오산화바나듐을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에 용해시켜 출발물질인 소듐바나데이트 수용액을 제조
하였으며, 바나듐 함량은 2,000~40,000mg/L로 조절하였
다. 수용액의 pH는 9~12 정도로 수용액의 수산화나트륨 
양에 영향을 받는다. 

침전된 암모늄메타바나데이트는 옅은 노란색의 분말
형태를 띠고 있으며, Fig. 1은 침전물의 XRD 분석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 결과에 의하면 옅은 노란색의 침전물은 
NH4VO3 결정구조를 갖고 있는 암모늄메타바나데이트인 
것을 알 수 있다.

Fig. 2는 바나듐 함량이 10,000mg/L인 수용액에 함유
된 수산화나트륨 양에 대한 암모늄메타바나데이트 침전
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때 염화암모늄은 고체 상태로 2
당량을 첨가하였으며, 침전온도 40℃ 그리고 침전시간은 
2시간이었다. 이 결과에 의하면, 수산화나트륨 함량이 증

Fig. 1. XRD patterns of precipitate.

Fig. 2. Precipitation efficiency yield of NH4VO3 with NaOH 

(NH4Cl; 2eq., precip. temp.; 40℃, time; 2h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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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함에 따라 암모늄메타바나데이트 침전률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수용액의 암모늄 이온은 수용액의 pH 증
가에 따라 암모늄 이온의 분해속도가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다10).

NH4
+ + OH- ↔ NH3·H2O ↔ NH3↑+ H2O (3)

그러므로 오산화바나듐을 용해시키기 위하여 첨가되
는 수산화나트륨을 1~2.5당량으로 증가시켜 얻은 소듐바
나데이트 수용액은 pH가 9~12.65로 증가하게 된다. 여기
서 오산화바나듐 대비 수산화나트륨 1당량의 수용액에서
는 오산화바나듐이 다 용해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수산화
나트륨 첨가량은 오산화바나듐이 모두 용해되는 1.25당
량 이상으로 하였다. 그러므로 수용액의 pH 증가에 따라 
수용액의 암모늄이온이 감소하기 때문에 침전률이 감소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3은 바나듐 대비 수산화나트륨 1.25당량, 바나듐 
함량 10,000mg/L, 침전온도 40℃에서 고체 염화암모늄 
첨가량을 변화시키면서 얻은 암모늄메타바나데이트 침전
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염화암모늄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침전률은 증가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수용액에서 염화암
모늄의 증가는 암모늄메타바나데이트 용해도를 감소시키
며11), 따라서 용해도 감소에 따라 침전률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Fig. 4는 바나듐 대비 수산화나트륨 1.25

당량, 고체 염화암모늄 2당량, 침전온도 40℃에서 바나듐 
함량을 변화시키면서 얻은 암모늄메타바나데이트 침전률
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나듐 함량 증가에 따라 침전률이 
증가한다. 즉 바나데이트 함량 증가에 따라 첨가되는 염
화암모늄 첨가량 증가가 수용액의 용해도에 영향을 미치

기 때문에, 암모늄메타바나데이트 침전률을 증가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5는 NaOH 1.25당량, NH4Cl 2.0당
량, V 함량 10,000mg/L에서 침전온도를 변화시키면서 얻
은 암모늄메타바나데이트 침전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침
전온도 증가에 따라 침전률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암모늄메타바나데이트는 NH4Cl(2%)과 NaCl(3%)이 용
해되어 있는 수용액 그리고 순수한 물에서는 온도 증가에 
따라 용해도가 증가한다고(Table 1 참조) 알려져 있다10,12). 

그러므로 침전온도 증가에 따라 수용액의 암모늄메타바
나데이트 용해도가 증가되며, 이로 인하여 반응물 감소에 

Fig. 3. Precipitation efficiency of NH4VO3 with NH4Cl 

(NaOH; 1.25eq., precip. temp.; 40℃, time; 2hrs).
Fig. 4. Precipitation efficiency of NH4VO3 with V content 

(NaOH; 1.25eq., NH4Cl; 2eq., precip. temp.; 40℃, 

time; 2hrs).

Fig. 5. Precipitation efficiency of NH4VO3 with Temp. (NaOH; 

1.25eq., NH4Cl; 2eq., precip. time; 2hrs).

Table 1. Solubility of NH4VO3 in the solution with NH4Cl 

(2%) and NaCl(3%)

Temperature(℃) Solubility of NH4VO3(g/500g solution)

30 0.4544

35 0.6022

40 0.8098

45 1.1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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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침전률이 감소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3.2. 침전시간에 대한 암모늄바나데이트 침전거동 고찰
이전 실험결과에 의하면9), 침전온도 40℃, 수용액 pH 

2에서는 암모늄바나데이트 침전이 일어나지 않았으며
(Fig. 6 참조), 또한 수용액 pH 2에서 침전온도에 따른 암
모늄바나데이트 침전률 변화를 살펴보면, 상온에서 70℃

까지는 침전반응이 일어나지 않았다(Fig. 7 참조). 그러므
로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침전시간에 따른 침전용액으
로부터 시료를 채취하여 pH 2 황산수용액에 희석하면 침
전용액에서의 침전반응을 중지시킬 수 있으며, 따라서 침
전시간에 대한 바나듐 침전률을 구하기 위하여, 미 반응
된 바나듐 농도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Fig. 8

은 바나듐 함량 10,000mg/L, 고체 염화암모늄 첨가량 2당
량, 침전온도 30℃에서 침전시간에 따른 암모늄메타바나
데이트 침전률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데, 동일 조건에서 
침전시간에 대한 침전률 변화실험을 재 실시한 결과, 본 
연구에서 취한 수용액의 바나듐 함량 변화 측정방법이 재
현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본 침전조건에서 

침전은 약 150분 정도 되면 반응이 종료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ig. 9는 오산화바나듐을 NaOH 1.25당량으로 용해시
켜 얻은 바나듐 함량 10,000mg/L 수용액에 고체 염화암
모늄 2.0당량을 첨가하는 조건에서, 침전온도를 변화시키
면서 얻은 침전시간에 대한 암모늄메타바나데이트 침전
률 거동을 보여주고 있다. 이 결과에 의하면, 침전온도 증
가에 따라 침전속도가 감소하였으며, 최종 침전률도 감소
하였다. 또한 침전반응 초기에 침전률 거동 변화가 큰 것
을 알 수 있다. 염화암모늄 고체가 수용액에 투입되면 우
선 염화암모늄이 용해되고, 용해된 염화암모늄과 수용액
에 용해되어 있는 바나데이트가 침전반응이 일어나며 암
모늄메타바나데이트로 침전된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침전온도 증가에 따라 암모늄메타바나데이트 
용해도는 증가되며10), 따라서 40℃ 침전온도에서는 용해
도 증가에 따라 반응초기 침전효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
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침전반응 

Fig. 6. Precipitation behavior of NH4VO3 with solution pH.

Fig. 7. Precipitation efficiency of NH4VO3 with Temp..

Fig. 8. Precipitation yield of NH4VO3 with time(V content; 

10,000mg/L, NH4Cl; 2eq., precip. temp.; 30℃).

Fig. 9. Relationship between precipitation yield of NH4VO3 

and temperature(V content; 10,000mg/L, NaOH 1.25eq., 

NH4Cl; 2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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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에 수용액의 암모늄메타바나데이트 용해도는 침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침전반응은 초반
에 빠르게 일어나고, 침전반응 50분 이후에는 침전속도가 
감소하는 거동을 보였다.

일반적으로 수용액에서 고체가 침전될 때, 침전반응
은 수용액 상의 계면에서 가장 빠르게 침전반응이 일어
난다13). 그러므로 염화암모늄을 첨가할 때 고체와 액체 첨
가방법에 따라 침전속도는 서로 다를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침전온도 30℃에서 바나듐 함량 
10,000mg/L의 수용액에 염화암모늄 2당량을 첨가할 때, 

첨가방법을 염화암모늄 고체 그리고 수용액으로 구분하
여 첨가방법이 침전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으며, 

이때 염화암모늄 고체와 액체는 한꺼번에 첨가하였다. 

Fig. 10의 결과에 의하면, 염화암모늄 수용액을 첨가하였
을 때가 고체를 첨가할 때 보다 침전속도가 현저하게 느린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염화암모늄 수용액을 첨가할 때 
보다 고체 염화암모늄을 첨가하면 염화암모늄이 수용액
에 녹으면서 암모늄메타바나데이트 침전반응이 일어나는
데, 이 때 고체 염화암모늄과 수용액이 만나서 형성되는 
계면이 침전반응을 더욱 빠르게 진행시킨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3.3. 침전조건에 대한 암모늄바나데이트 침전물 입자 
크기 고찰

암모늄메타바나데이트의 입형과 입도 등의 특성은 고/

액 분리, 기타 불순물 함유에 따른 순도 제어 등에 큰 영향
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10). 그러나 침전조건에 대한 암모
늄메타바나데이트 침전물 크기 변화에 대해서는 많은 연

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침
전조건에 따라 침전된 암모늄메타바나데이트의 특성(입
자형태 및 크기) 등을 검토하고, 침전반응 변수들이 침전
믈 크기에 미치는 영향을 침전반응 속도론적 데이터와 
SEM 분석을 통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Fig. 11은 Fig. 10과 같은 조건에서 얻은 암모늄메타바
나데이트 침전물의 SEM 사진을 보여주고 있는데, 입자 
형태는 불규칙한 사면체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리고 평
균적으로 침전온도와 관계없이 고체 염화암모늄을 첨가
한 것 보다 액체 염화암모늄 수용액을 첨가하였을 때 얻어
지는 암모늄메타바나데이트 침전물의 입자 크기가 더욱 
큰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침전반응속도가 빠르면, 

결과로 생기는 핵의 수는 증가하고 연속하여 반응물이 침
전물에 침전되어 성장하게 되는데, 일정 반응물이 수용액
에 존재할 때 핵의 수가 많아질수록 침전되는 양이 감소하
며, 따라서 침전물의 크기는 감소하게 된다14). 그러므로 
Fig.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염화암모늄 수용액을 첨가할 
때 침전반응속도가 매우 느려지며, 따라서 침전반응 초기
에 형성되는 핵의 수 감소에 따라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암
모늄메타바나데이트 입자크기는 더욱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침전온도 40℃와 상온에서 모두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Fig. 12는 바나듐 함량 10,000mg/L 수용액에 고체 염
화암모늄을 2 당량 첨가하여 상온에서 1차로 암모늄메타

Fig. 10. Relationship between precipitation yield of NH4VO3

and addition method of NH4Cl(V content; 10,000 

mg/L, NH4Cl; 2eq., precip. temp.; 30℃).

room temp., solid NH4Cl room temp., liquid NH4Cl

40℃, solid NH4Cl 40℃, liquid NH4Cl

Fig. 11. SEM of ammonium metavanadate precipitated by 

difference of addition method of NH4Cl(V content; 

10,000mg/L, NH4Cl; 2eq., precip. time.; 4 h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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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나데이트를 침전시킨 후, 여기에 새로운 바나듐 함유 
수용액과 고체 염화암모늄, 그리고 액체 염화암모늄을 각
각 첨가하여 2차 침전을 진행하여 얻은 침전물의 SEM 사
진을 보여주고 있다. 1차로 침전이 이루어진 암모늄메타
바나데이트 함유 수용액에 새로운 소듐바나데이트 수용
액과 고체 염화암모늄을 재투입하여 2차로 침전반응을 
시킨 후의 침전물은 거의 크기 변화가 없었다. 이러한 이
유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2차로 투입된 침전반응물 중 
고체 염화암모늄이 용해되면서 형성되는 염화암모늄염 
계면에서 침전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2차 침전물은 1차 
침전물의 존재 유무에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성장
하며, 결과적으로 최종 침전물의 크기 변화가 없는 것으
로 사료된다. 또한 1차 침전물 형성 후에, 소듐바나데이트 
수용액과 염화암모늄 수용액을 첨가하여 2차 침전 후에 
얻은 침전물의 SEM 사진에서는 2차 침전물의 크기가 더
욱 크게 성장하였으며, 따라서 염화암모늄 수용액을 2차
로 투입할 때는 이미 존재하는 침전물과 수용액의 계면에
서 침전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침전물이 더욱 성장한 것
을 알 수 있다.

Fig. 13은 침전온도 상온에서 바나듐 함량 10,000mg/L 

수용액에 고체 염화암모늄 첨가량을 변화시키면서 암모
늄메타바나데이트를 침전시킨 SEM 사진을 보여주고 있
는데, 염화암모늄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침전물의 크기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반응물 증가에 따
른 침전속도 증가로 인하여 침전물 크기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14는 바나듐 함량 10,000mg/L 수용액에 고체 염
화암모늄 2 당량을 첨가할 때, 침전온도를 변화시키면서 
얻은 침전물의 SEM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이 결과에 의
하면, 최종 침전물의 크기는 침전온도에 큰 영향을 받지 
않으며, 그 크기는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Fig. 14

의 조건에서 침전반응속도는 상온에서 가장 빠르게 나타
나며, 따라서 침전온도 증가에 따라 침전물의 크기가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결과는 그렇지 못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온도에 따른 암모늄메타바나데이트 용해도 차이
라고 사료된다. 침전온도 증가에 따라 침전속도는 감소하
나, 반면에 침전되는 양도 줄어들기 때문에 최종 침전물
의 크기가 증가하지 못하는 것이라 사료된다.

그러므로 침전온도 변화에 따른 암모늄메타바나데이
트 용해도가 침전반응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바나듐 함

primary precipitate secondary precipitate with solid NH4Cl secondary precipitate with aqueous NH4Cl

Fig. 12. SEM of ammonium metavanadate primary and secondary precipitated(V content; 10,000mg/L, NH4Cl; 2eq., precip. 

temp. R.T., time.; 4 hrs).

  

NH4Cl 2eq. NH4Cl 3eq. NH4Cl 4eq.

Fig. 13. SEM of precipitate with the amount of NH4Cl(V content; 10,000mg/L, precip. temp. R.T., time.; 4 h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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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은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수용액
의 바나듐 함량 증가 및 침전온도에 따라 침전시간 대비 
침전률 거동을 Fig. 15에 나타내었다. 이 때 염화암모늄 
첨가량은 수용액의 바나듐 함량 대비 2당량으로 하였다. 

Fig. 15에 의하면, 바나듐 함량 증가에 따라 침전온도 40℃

에서의 침전속도가 상온의 침전속도와 비슷해지는 경향
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바나듐 함량 30,000mg/L 이상에
서는 침전온도에 상관없이 침전속도가 같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16은 침전온도 상온에서 바나듐 함량 변화
에 따라 얻은 침전물의 SEM 사진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
나듐 함량이 30,000mg/L 까지는 바나듐 함량 증가에 따
라 침전물 크기가 감소하나, 30,000mg/L 이상에서는 바
나듐 함량에 상관없이 그 크기가 비슷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조건에서 침전물의 용해도가 영향을 미치
지 못하는 고농도 바나듐 함량에서는, 상온~40℃ 범위의 
침전온도는 침전속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결과적
으로 형성되는 암모늄메타바나데이트 침전물의 크기도 

거의 비슷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소디움바나데이트 수용

  

room temp. 30℃ 40℃

Fig. 14. SEM of precipitate with precipitation temperature(V content; 10,000mg/L, NH4Cl; 2eq., precip. time.; 4 hrs).

Fig. 15. Relationship between precipitation efficiency and time as a function of temperature with V content(NaOH; 1.25eq., 

NH4Cl; 2eq.).

10,000mg/L 20,000mg/L

30,000mg/L 40,000mg/L

Fig. 16.  SEM of precipitate with V content(NaOH; 1.25eq., 

NH4Cl; 2eq., precip. temp.; 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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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으로부터 염화암모늄 첨가에 의한 암모늄바나데이트를 
침전시킬 때, 침전반응속도가 증가할수록 암모늄바나데
이트 입자 크기는 감소하였으며, 소디움바나데이트 수용
액에 액체 보다는 고체 염화암모늄을 첨가할 때 침전반응
속도 증가로 인하여 얻어지는 침전물의 크기는 감소하였
다. 또한 이러한 연구결과로부터, 침전반응 조건에 따라 
암모늄메타바나데이트 침전물 입자크기 제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대한 연구가 연속하여 진행될 예
정이다.

4. 결    론

소듐바나데이트 수용액으로부터 염화암모늄 첨가에 
의한 암모늄메타바나데이트(NH4VO3) 침전실험을 통하
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 수용액의 바나듐 함량, 염화암모늄 첨가량 등 반응물 증
가에 따라 암모늄메타바나데이트 침전률이 증가하였으
며, 본 연구조건에서 90% 이상의 암모늄메타바나데이
트 침전률을 얻기 위한 기본 조건은 수용액 바나듐 함량 
10,000mg/L, 고체 염화암모늄 첨가량 2당량, 침전온도 
상온, 침전시간 2시간이었다.

- 본 연구조건에서 침전된 암모늄메타바나데이트 입자는 
크기가 대략 1~10μm 정도인 불규칙한 사면체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침전반응속도가 증가할수록 입자 크기는 
감소하였다.

- 고체 염화암모늄 첨가는 염화암모늄과 수용액의 계면 
형성에 따라 침전반응이 빨랐으며, 반면에 염화암모늄 
수용액을 첨가하였을 때는 수용액에서 계면형성이 어려
워 초반 침전반응속도가 매우 느린 것을 알 수 있었다.

- 1차 침전반응 후, 새로운 반응물을 투입하여 2차로 침전
반응을 진행시킬 때, 고체 염화암모늄 첨가는 이미 존재
하는 침전물에 영향을 받지 않았으나, 염화암모늄 수용
액을 첨가하였을 때는 존재하는 침전물의 크기를 성장
시켰다.

- 수용액의 바나듐 함량 10,000mg/L에서는 암모늄메타
바나데이트 용해도에 따라 침전온도가 침전반응속도에 
영향을 미쳤으나, 바나듐 함량 30,000mg/L 이상에서는 
침전온도가 침전속도 및 침전물 크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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