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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일러 반응기를 이용한 최적의 리튬이차전지용 양극활물질 전구체 합성
조건 선정을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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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i(Ni1-x-yCoxMny)O2 (NCM) materials, which are the cathode active material for lithium ion batteries,

have been developed and widely used as an alternative to lithium cobalt oxide, because of the high cost of cobalt.

To synthesize high quality NCM materials, it is important to control the process manufacturing of the NCM

precursor. We synthesized a precursor for LiNi0.6Co0.2Mn0.2O2 with high capacity through the co-precipitation

method using the Taylor reactor. First, it was confirmed that the optimum concentration of ammonia water,

which is complexing agent, was 2 M, for uniform particle contribution. The average particle size distributions

of the synthesized NCM precursors, and the analysis of the crystal phase and the composition of the NCM

precursor, were investigated using a Taylor reactor which is capable of a continuous production process. A

reference sample fabricated at a stirring rate of 1,000 rpm showed a composition similar to the target NCM

material. When the reaction time was more than 24 hours, the concentration in the Taylor reactor reached a

constant steady state, and it was confirmed that continuous production is possible after a reaction time of 24

hours. The use of Taylor reactors can be an effective process because the NCM precursor can be continuously

produced, and it is possible to reduce agitation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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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리튬이차전지의 대표적인 양극소재인 리튬코발트산화물

은 코발트 매장량 부족으로 인하여 가격이 높아 경제적이

며, 대체 가능한 양극소재로 니켈, 코발트, 망간을 포함한

3성분계 리튬복합금속산화물 소재 (NCM)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는 리튬니켈산화물의 고용량과 리튬코발트산화물

의 안정한 전기화학적 특성 그리고 리튬망간산화물의 낮은

가격 및 열적 안정성과 같은 장점들을 포함한 우수한 전기

화학적 성질을 나타내며 [1,2], 다양한 조성의 3성분계 양

극소재는 전이금속간의 조성 변화를 통한 전지의 성능 제

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최근 NCM 소재에 대한 연구개발이

활발히 진행중이다 [3-6].

중대형 전지가 사용되는 전기자동차 및 전력저장 시스템

에서는 기존에 사용되던 리튬이차 폐전지가 대량으로 발생

하고 있으며, 이는 심각한 환경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폐

전지로부터 회수된 전이금속을 재활용하여 양극소재로 사

용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7]. 재활용을

통한 Ni1-x-yCoxMny(OH)2을 기반으로 하는 3성분계 양극소

재를 합성하기 위해서는 침출 공정을 거쳐 단일 상의 수산

화물 형태의 전구체로 공침 공정을 필수적으로 이용하며,

단일 성분의 수산화물이 아닌 3종의 금속 성분의 수산화

물 형태의 균일한 침전이 발생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제어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니켈, 코발트, 망간은 침전 영역

이 서로 달라 pH, 교반 속도, 금속염 농도 대비 착화제

농도 및 착화제 종류 등에 따라 공침 반응 후 결과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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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기 때문에 다양한 조성의 NCM 전구체 합성을 위한

공침법의 최적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8-12]. 

공침 반응을 통한 전구체 제조 시 반응기 내부 형상 및

크기, 내부 회전 Stirrer 형상 및 속도, 회전방향등의 물리적

공정 인자와, 착화제 및 금속염의 농도 및 투입속도, 분위기,

반응 온도 등의 화학적 공정 인자가 존재한다. 이 중 가장

핵심적 인자는 pH로, 반응 pH에 따라 합성되는 전구체의

특성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다양한 조성의 NCM 전구

체 합성 최적화를 위한 pH에 대한 영향은 타 선행 연구에

서 다양하게 수행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암모니아수 농도에

따른 전구체 조성 및 우수한 구형화를 유지할 수 있는 조건

을 도출하기 위한 실험 계획을 수립하였다 [5,8-12].

최근 전기자동차의 연비 개선과 고성능화 및 고용량화 목

적에 맞는 양극소재 개발이 요구되어짐에 따라 본 연구에서

는 고용량 특성의 Ni-Rich 양극소재인 Li(Ni0.6Co0.2Mn0.2)O2

의 전구체 물질인 3원계 수산화물(Ni0.6Co0.2Mn0.2(OH)2)의

합성을 수행하였으며, 3원계 복합 수산화물의 합성에 소요되

는 공정 시간 단축을 위하여 테일러 반응기(LCTR, Laminar

Continuous Taylor Reactor)를 이용하여 NCM 전구체를

제조하는 공정 방법을 설계하였다. 테일러 반응기를 이용

하는 합성 공정 이전에, 이중 자켓 비커를 이용한 공침 공

정을 통한 최적의 암모니아 농도를 확립하였으며, 이를 바

탕으로 설계된 암모니아 농도를 이용하여 테일러 반응기의

테일러 플로우가 형성되는 교반 속도 및 공정 시간에 따른

NCM 전구체 합성 공정을 설계하여 이에 따른 전구체의

구형화도, 입자 크기, 균일도 및 분포를 분석하였다. 

2. 실험 방법

본 연구에서는 20 L의 이중 자켓 비커를 이용한 NCM

전구체 제조 공정과 테일러 플로우를 발생시키는 테일러

반응기를 이용한 NCM 전구체 제조 공정을 수행하였다.

각 공정에서 반응이 일어나는 챔버는 칠러를 이용하여

50 oC로 유지하였으며, 실험에 사용된 수산화기는 수산화

나트륨(NaOH 99.9%, 대정화금) Bead 형태로부터 4 M

수용액을 제조하고, 착화제인 암모니아수(NH4OH 28~35%,

Junsei)를 1, 2, 3 M 용액으로 희석하였다. 금속염은 Ni,

Co, Mn의 경우 모두 황산염을 사용하였으며, Ni2+ : Co2+

: Mn2+ = 6 : 2 : 2 의 몰 비율을 가진 2 M 농도의 금속염

수용액을 제조하여 실험하였다.

이중 자켓 비커를 이용한 실험은 비커 내에 2 M 금속염

수용액, 4 M 수산화나트륨 용액, 암모니아수 용액을 동시

에 주입하였으며, 최적의 균일한 전구체 조성 및 우수한

구형화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1, 2, 3 M 농도의 NH4OH

용액과 금속염 수용액을 2 ml/min씩 투입하였다. 수산화나

트륨 수용액은 pH 제어시스템과 연동시켜 pH가 10.5

~11.5로 유지될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교반 속도는 200

rpm으로 고정하였으며, 이후 분말의 구형화도 및 성분 분

석을 위하여 6, 24, 48, 72시간마다 샘플링 및 pH 센서

보정을 실시하였다. 

그림 1에 본 연구에 사용된 테일러 반응기를 나타내었다.

테일러 반응기를 이용한 실험은 테일러 플로우 및 와류의

발생 효율에 따른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800, 1000,

1200 rpm을 사용하였으며, 주입속도, pH 제어시스템, 샘플

채취 시간은 이중 자켓 비커 실험과 동일하게 수행하였다.

암모니아수의 농도는 이중 자켓 비커 실험을 통하여 도출

된 최적 조건을 이용하였다.

합성 실험을 통해 채취한 NCM 전구체는 증류수로 세척

후 80 oC에 건조한 후 분석을 진행하였다. 전구체 입자 형

상 및 조성 분석은 주사전자현미경(SEM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MIRA3, TESCAN)과 X선 형광분석기(XRF

(X-ray fluorescence), XRF-1800, SHIMADZU)분석 방법

을 통해 수행하였으며, X선 회절(XRD (X-ray diffraction),

XRD-6100, SHIMADZU) 분석을 통해 결정 구조적인 특징을

확인하였다. 분말의 입도 분포 및 형상은 입도분석기 (PSA

(Particle size analysis) BLUEWAVE S3500, MICROTRAC)

와 SEM 분석을 진행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이중 자켓 비커 실험의 암모니아 농도 및 공침

반응 시간에 따른 NCM 전구체 제조

표 1과 그림 2에 이중 자켓 비커를 이용하여 암모니아

Fig. 1. The Taylor reactor used in the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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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도에 따라 24시간 동안 반응시켜 합성한 전구체 입자의

입도 분포 및 D50, span을 나타내었다. 1 M 이상의 암모

니아 농도에서는 입도 분포가 쌍봉의 형태인 것을 확인하

였으며, 평균 입도 크기는 암모니아 농도 증가에 따라 증

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D50 값의 변화는 1 M 농도의 입

도 분포가 미세 분말의 3.3 µm의 피크와 상대적으로 큰

16.3 µm의 피크가 나타남으로써 D50 값이 8.72 µm 이었

으며, 2, 3 M의 농도에서는 각각 6.22, 9.05 µm로 증가하

였다.

공침 반응에 참여하는 암모니아수 농도가 낮을수록 전구

체의 시드 생성 비율이 전구체의 시드가 성장하는 비율 대

비 증가하며, 암모니아수의 농도가 높을수록 초기 시드 생

성보다 시드 성장이 활발해진다. 본 실험 결과와 같이 1

M의 암모니아수에서는 초기 시드 생성이 빨라 형성된 미

세한 입자와 함께 빠르게 형성된 미세입자들이 성장한 조

대한 입자가 동시에 관찰되었다. 이는 미세한 입자가 형성

된 후 Ostwald ripening 현상에 따라 미세한 입자들이 조

금 더 큰 입자들에 흡수되어 조대한 분말의 형성이 진행되

기 때문이며 [15], 이러한 현상은 암모니아수의 농도가 1 M

일 경우가 2, 3 M일 경우에 비해 빠른 것으로 사료된다.

2, 3 M의 암모니아 농도에서는 전구체의 시드 생성 및 성

장의 속도가 적정 수준에 도달함에 따라 미세하거나 조대

한 입도의 분말이 동시에 나타나지 않았으며, D50 값이 각

각 약 6, 9 µm로 수렴하였다. 

암모니아수 농도에 따라 형성된 분말의 span 값의 경우,

1 M 농도의 암모니아수 사용 시 2.95 값을 나타내어 상대

적으로 넓은 입도 분포를 보여주었으며, 2, 3 M 농도의 암

모니아 사용 시 각각 1.90, 2.03 값을 나타냄에 따라 좁은

입도 분포를 확인하였다. 따라서 암모니아수의 농도를 증

가 시킴으로써 전구체의 평균 입도 증대가 가능하고 이를

통하여 양극활물질의 제조 시 분말 입도 증가에 따른 표면

적 감소를 통해 입도 표면 마찰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

에 양극 활물질 제조 시 필요한 탭 밀도를 증가 시킬 수

있다. 

그림 3에 시간에 따른 분말의 입도 변화를 나타내었다.

공정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1 M의 암모니아수를 주입한

Table 1. Median particle size (D50) and span value of the NCM
powder by co-precipitation with 1, 2 and 3 M ammonia solution

NH4OH D50 Span Average(Num.)

1 M 8.72 µm 2.95 1.645 µm

2 M 6.22 µm 1.90 2.273 µm

3 M 9.05 µm 2.03 2.868 µm

Fig. 2. Particle size distribution of the NCM powder prepared 24
hour by co-precipitation with 1, 2 and 3 M ammonia solution

Fig. 3. Particle size distribution with reaction time and NH4OH (a) 1
M, (b) 2 M and (c) 3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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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은 낮은 입도의 피크가 증가하고, 높은 입도의 피크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2, 3 M 농도의 암모니아수를

사용한 공정은 공침 반응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큰 변화는

없었으나, 평균 입도가 약 1 µm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

었다. 이러한 경향은 연속 공정 방식이 아닌 이중 자켓 비

커 실험에서 반응이 끝난 분말들이 지속적인 교반의 영향

으로 분말의 입도 감소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여지며, 1

M 농도의 실험에서는 시드 생성 비율이 시드 성장 비율보

다 빠름에 따라 미세 분말의 입도가 지속적으로 커지지만

반응 시간이 다른 농도에 비해 느림에 따라 최종 반응 시

간까지 정상상태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실험결과를 통해 암모니아 농도가 3 M일 경우에 가장

큰 입도를 나타내어 전지 성능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지

만 문헌에 따르면 2 M 이상의 암모니아를 적용하는 경우

전이금속들이 각각의 수화물 형태로 침전되면서 상 분리가

일어나게 되어 이를 기반으로 하는 양극활물질의 열화가

초래되어 전지 성능이 감소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13]. 따라서 본 연구와 문헌을 토대로 전구체 합성을 위한

최적의 암모니아수 농도는 2 M임을 확인하였다.

3.2. 테일러 반응기의 교반 속도 변화 및 공정 시간

에 따른 NCM 전구체 제조

이중 자켓 비커에서 확립한 암모니아수 농도에서 테일러

반응기의 교반 속도가 800, 1000, 1200 rpm인 조건에서 6

시간 동안 제조된 NCM 전구체의 입도 분포를 그림 4로

나타내었으며, 평균 입도 크기는 표 2로 정리하였다. 테일

러 반응기의 교반 속도가 증가할수록 평균 입도는 감소하

고 입도 분포가 좁아지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교반 속도

증가에 따른 평균 입도 감소와 입도 분포가 좁아지는 현상

은 테일러 반응기에서 발생하는 테일러 와류에 기인하는

것으로, 교반 속도 증가에 따라 와류 발생이 증가하며 내

부에 존재하는 분말들의 빠른 교반으로 응집되어 있는 분

말들의 충돌로 인해 평균 입도가 감소하였으며, 균일한 와

류의 발생으로 입도 분포가 좁아지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테일러 반응기를 통해 제조된 NCM 전구체의 결정 구조

확인을 위하여 XRD 분석을 진행하였고 이를 그림 5에 나

타내었다. 각 조건 모두 NCM 결정상을 나타내었으며, 각

peak의 반가폭(FWHM)을 계산하고 이를 통하여 Scherrer

방정식에 대입하여 계산된 결정립 크기를 표 3에 나타내

었다. 1000 rpm 경우 가장 미세한 결정립 크기인 120 nm

로 계산되었으나, 전체적인 XRD 분석결과 NCM 결정상

형성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16]. 이에 따

라 각 교반 속도에서 제조된 NCM 분말의 성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XRF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표 4에

나타내었다. 테일러 반응기를 이용하여 제조된 NCM 전구

체는 교반 속도의 증가에 따라 Ni이 증가하였고, Mn은 감

소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테일러 반응기를 통한 NCM

분말 제조 시의 교반 속도 증가에 따라 균일한 금속염 농

도 구배가 존재하여 Ni과 수산화기의 안정적 결합이 유지

되어 Ni의 함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목표로 하는

NCM 전구체의 성분 비율과 가장 유사한 조성은 1000

rpm의 교반속도에서 얻어진 전구체로 판단된다.

Table 3. XRD FWHM values and calculated grain size of the powder at 800, 1000, and 1200 rpm

FWHM

(Peak1)

FWHM

(Peak2)

FWHM

(Peak3)

FWHM

(Peak4)

FWHM

(Peak5)

Grain

size(nm)

800 rpm 0.668 0.628 0.793 0.71 0.537 137 ± 8

1000 rpm 0.688 0.628 0.841 0.7 0.809 120 ± 5

1200 rpm 0.649 0.674 0.822 0.683 0.899 141 ± 8

Table 2. Average particle size and span value of NCM
manufactured at 800, 1000 and 1200 rpm using a Taylor reactor

D10 D50 D90 Average Span

800 rpm 2.19 µm 5.34 µm 11.19 µm 6.24 µm 1.69

1000 rpm 1.85 µm 4.75 µm 9.34 µm 5.31 µm 1.58

1200 rpm 1.83 µm 4.88 µm 9.07 µm 5.28 µm 1.48

Fig. 4. Particle size distribution of NCM manufactured at 800, 1000
and 1200 rpm using a Taylor re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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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rpm의 교반 속도로 제조된 분말의 시간에 따른 입

도 분포를 그림 6과 표 5에 나타내었다. 6시간 반응 후

분말의 D50 값은 4.75 µm, 이며 평균 입도 5.31 µm로

측정되었다. 24시간동안 반응시킨 분말의 경우 12.09 µm

로 입도가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6시간 반응 시 투입되는

용액의 농도와 반응기 내부의 용액의 농도 구배가 발생하

면서 비정상상태의 분말을 회수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로

인하여 6시간 반응 분말의 입도가 작은 것으로 사료되며,

반응 24시간 이후의 분말에서는 반응기 내에 투입 되는

용액의 농도가 일정한 정상상태에 도달한 채 공침 반응이

일어나게 되어 일정한 크기의 분말 입도를 가진 전구체가

생성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48, 72시간에서 채취한 전구체

의 입도 크기의 경우 각각 12.08, 12.11 µm로 24시간 반

응 시의 분말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림 7에 시간에 따른 전구체의 SEM 분석결과를 나타

내었다. 6시간동안 반응시킨 전구체는 테일러 반응기 내

부의 농도가 변하고 있는 비정상상태에 있기에 전구체 입

자들이 합성이 되어도 비구형으로 제조 되는 것을 확인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초기 CSTR(Continuous stirred tank

reactor)의 반응과 유사하며[14], 또한 연속적으로 생산되어

Fig. 5. Results of XRD analysis with rotating rate of a Taylor
reactor

Table 4. Results of XRF analysis of NCM precursors synthesized
by Taylor reactor

Element

rpm
Ni (at%) Co (at%) Mn (at%)

800 57.4 22.6 20.0

1000 58.8 21.3 19.9

1200 59.4 21.7 18.9

Table 5. Average particle size and span values of NCM precursors with reaction time using Taylor reactor (Rotating rate of the reactor:
1,000 rpm)

D10 D50 D90 Average Span

6 hr 1.847 µm 4.75 µm 9.34 µm 5.31 µm 1.58

24 hr 7.07 µm 12.09 µm 17.54 µm 12.20 µm 0.87

48 hr 6.97 µm 12.08 µm 17.48 µm 13.44 µm 0.87

72 hr 6.90 µm 12.11 µm 17.70 µm 12.78 µm 0.89

Fig. 6. Particle size distribution of NCM precursors as a function of
reaction time using Taylor reactor (Rotating rate of the reactor:
1,000 rpm) 

Fig. 7. SEM photograph of NCM precursor with reaction time (a) 6
hr, (b) 24 hr, (c) 48 hr, and (d) 72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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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오는 테일러 반응기를 이용하였을 때, 초기 비정상상태

에서 정상상태로 도달하여 농도 구배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시간 이후에 지속적인 균일한 농도의 반응물 공급에 의한

분말의 연속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24시간 반응

시킨 전구체의 경우 6시간 반응시킨 전구체 대비 평균 입

도 크기가 증가하였고 입도의 형상 또한 구형을 나타내었

다. 24시간 이후에는 입도 변화와 형상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 정상상태가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이중 자켓 비커를 이용하여 암모니아 농

도 및 반응 시간에 따른 분말의 입도 변화를 확인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연속 제조 공정인 테일러 반응기의 교반 속도

와 반응 시간에 따른 변화 관찰을 통해 NCM 전구체의 최

적의 합성 조건을 확립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이중 자켓 비커를 이용하여 착화제인 암모니아수의 농도

별 실험 결과, 2 M 이상의 농도에서 균일한 분포를 가지

는 입자가 형성되었다. 1 M의 경우 시드 생성 속도의 비

율 증가에 따라 낮은 입도와 높은 입도에 쌍봉을 나타내어

분포하였으며, 3 M의 경우 입도가 증가하였지만 상 분리로

인한 전지의 열화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최적의 암모

니아수 농도는 2 M로 선정하였다. 

연속 제조 공정인 테일러 반응기를 이용하여 반응기의

교반 속도 따른 NCM 전구체의 평균 입도 분포 변화와

결정상 분석과 성분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NCM 전구체 제조 시 1000 rpm의 교반 속도에서 목표 조

성과 유사한 성분의 NCM 전구체가 제조되었음을 확인하

였다. 

반응 시간이 24시간 이상일 경우에 테일러 반응기 내부

의 농도가 일정한 정상상태에 이르렀음을유추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24시간의 반응 시간 이후부터 연속 생산이 가

능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테일러 반응기를 이용하여 NCM 전

구체 제조 공정은 연속적인 생산이 가능하며, 적절한 rpm

및 반응 체류 시간 선정을 통하여 기존 교반 반응기를 사

용하는 경우 대비 교반 시간 단축 및 연속 생산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으

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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