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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ano-sized cobalt (II) oxide nanoparticles with a high crystallinity were synthesized using thermolysis of a Co
2+

-oleate precursor
at 310

o
C. The phase and morphology of as-prepared cobalt oxide nanoparticles were characterized using X-ray diffraction, high-

resolution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and Brunauer-Emmett-Teller surface area measurements. The cobalt oxide nanoparticles
were found to be spherical nanoclusters with an average diameter of approximately 200 nm, consisting of tiny nanocrystals (10-20 nm).
Furthermore, the Li electroactivites of the cobalt oxide nanoparticles were investigated using cyclic voltammetry and galvanostatic
cycling. The cobalt oxide nanoparticles could deliver high capacities over 420 mA h g

-1
 at a C/5 current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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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에너지 저장 장치로써 리튬이온 이차전지가 주목

을 받으면서, 리튬이온 이차전지의 고성능화를 위한 재료

연구들이 다양한 분야 (전극, 분리막, 전해질 등)에서 활발

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 중, 전극 (양극, 음극) 소재는 리

튬이온 이차전지의 사이클 안정성 및 용량 특성 등의 전

기화학적 성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핵심 요소 중 하나로,

현재까지도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근래 들어, 다

양한 조성의 나노구조체들을 리튬이온 이차전지의 전극

소재로 활용함으로써 향상된 전기화학적 특성을 보고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음극소재의 경우 현재 상

용화되고 있는 graphite 소재의 낮은 이론용량으로 (graphite

이론용량 : 372 mA h g
-1

) 인한 고에너지 특성 구현의 어

려움을 다양한 조성의 나노구조체들을 이용해 해결하려는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2000년 Tarascon 그룹에서 나노크기 전이금속 산화물의

리튬이온 이차전지 음극소재 활용을 최초로 보고한 이 후,
1)

지금까지 다양한 조성의 전이금속 산화물들이 리튬이온

이차전지의 고용량 음극소재로 연구되고 있다. 이는 벌크

소재에 비해 나노크기의 재료가 갖는 높은 비표면적 특성을

바탕으로 리튬과의 활성 증가로 향상된 전기화학적 성능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이금속 산화물들은 기존

의 graphite 소재처럼 리튬과의 삽입/탈리 반응이 아닌, 전환

반응 (MxOy + ne
-
+ nLi

+
↔ xM

0
+ LixOy)을 통해 용량 특성을

나타내며, 2~4개의 리튬이 반응에 참여하여 고용량의 특

성을 구현할 수 있다.

산화 코발트는 리튬이온 이차전지 음극소재로 응용될 수

있는 대표적인 전이금속 산화물 중 하나이다. 이러한 산화

코발트는 높은 이론 용량 (Cobalt (II) oxide 이론 용량 =

715 mA h g
-1

)을 바탕으로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graphite 소

재에 비해 약 2배 이상의 고용량 특성을 나타낼 수 있기 때

문에,
2)

 지금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합성이 시도되고 있으

나,
3,4)

 아직까지 단일상의 코발트 (II) 산화물 나노구조체를

얻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높은 비등점을 갖

는 용매 내에서 Co
2+

-oleate 전구체를 열분해 시키는 방법을

이용하여 단일상의 코발트 (II) 산화물 나노입자를 합성하였

다. 합성된 코발트 (II) 산화물 나노구조체는 높은 결정성과

더불어 작은 나노입자들이 응집된 구형의 형상을 나타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합성된 코발트 (II) 산화물 나노구조체

들의 리튬 전기화학반응성 분석 및 특성 평가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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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방법

열분해 공정을 이용한 코발트 (II) 산화물 나노입자 합

성은 i) Co
2+

-oleate 전구체를 만드는 공정과 ii) 전구체의

열분해 반응 공정으로 단계화할 수 있다. 먼저, 18 mM의

CoCl2 (Anhydrous, Sigma-Aldrich, 98%)와 48 mM의 Sodium

oleate (CH3(CH2)7CH = CH(CH2)7COONa, Sigma-Aldrich,

95%)를 60 mL의 hexane, 20 mL의 증류수 그리고 20 mL의

ethyl alcohol이 혼합되어 있는 용액에 서서히 녹인 후, 외부

공기와 차단된 밀폐된 상태로 60
o
C에서 4시간 동안 반응

시킨다. 이 후, 층 분리가 이루어진 용액에서 보라색의 상등

액 부분만을 분리하고, 분리된 상등액은 110
o
C 건조를 통해

용매를 완전 증발시킨다. 이 후, Co
2+

-oleate 전구체를 얻을

수 있다. Co
2+

-oleate 전구체는 열분해 과정을 통해 최종 코

발트 (II) 산화물로 합성될 수 있다. Co
2+

-oleate 전구체 15 g

을 3구-플라스크에 옮겨 담은 후, 1.5 g의 oleic acid와 60 mL

의 1-octadecene을 함께 넣고 질소 분위기 내에서 10
o
C/min의

가열 속도로 310
o
C까지 올린다. 이 후, 30분간의 반응을

거쳐 형성된 고점도의 젤을 hexane과 ethyl alcohol이 3 : 1의

비율로 혼합되어 있는 용액을 이용하여 세척하고 진공 오븐

에서 건조 과정을 통해 최종 분말을 회수할 수 있다.

합성된 나노분말은 X-선 회절 (XRD ; Model : D/max-2500,

Rigaku, Japan)과 투과전자현미경 (TEM ; Model : JEM-3000F,

JEOL, Japan), 고해상도의 투과전자현미경 (HRTEM)을 이용

하여 결정상 및 형상을 확인하였다. 또한 Brunauer-Emmett-

Teller (BET ; Belsorp-mini, BEL Japan Inc., Japan) 측정을

통하여 비표면적을 분석하였다. 추가적으로, 합성된 코발트

(II) 산화물 나노구조체의 리튬 전기화학반응성을 알아보기

위해 반쪽 전지를 이용하여 전기화학적 특성 평가를 수행

하였다. 측정 시 사용된 전극은, 합성된 코발트 (II) 산화물

나노분말을 활물질로 적용하여, 결합제 (PVDF)와 도전제

(Super-P)가 각각 70 : 15 : 15의 비율로 혼합된 분말을 1-

methyl-2-pyrrolidinone (NMP; Sigma-Aldrich, 95%)에 분산

시켜 슬러리로 만든 후, 구리 호일에 고르게 도포하고 건조

하는 것을 통해 제조될 수 있다. 또한, 리튬 금속을 음극으

로 사용하고 제조된 전극을 양극으로 적용하여 알곤 분위

기의 글로브 박스 안에서 전지를 조립하였다. 조립된 전지

들은 0.01 V~3 V까지의 작동 전압 하에서 순환전압 및 정

전류 방식의 측정을 진행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Fig. 1은 본 연구에서 코발트 (II) 산화물 나노입자를 획득

하기 위해 진행된 열분해 공정 모식도를 나타낸다. 코발트

(II) 산화물 합성을 위해 수행된 열분해 방법은 결정성이

매우 좋은 나노크기 입자들이 단분산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대량생산이 가능한 공정으로 알려져 있다.
5-7)

 모

식도에 나타낸 것처럼, 코발트 (II) 산화물 나노입자들은 미

리 준비된 Co
2+

-oleate 전구체들을 310
o
C에서 30분간 진행

하는 것으로 얻어질 수 있으며, 반응 후 획득된 코발트 (II)

산화물들은 고점도성을 갖는 검은색의 젤과 같은 형태였다.

세척과 건조 과정을 거쳐 획득된 최종 분말의 결정상을

파악하기 위해, X-선 회절 분석을 진행하였다. Fig. 2의 XRD

패턴에서 보인 것처럼, 합성된 최종 분말은 높은 결정성과

더불어 CoO의 결정 구조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JCPDS card no. 42-1300 (Cobalt (II) oxide, F-43 m)].

코발트 (II) 산화물 이외의 안정상으로 알려져 있는 코발트

Fig. 1. Schematic illustration of thermolysis process.

Fig. 2. XRD patterns of as-synthesized cobalt (II) oxide nanoparticles.

Inset shows schematic crystal structure of cobalt (II) ox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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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I) 산화물 및 코발트 금속 등의 이차상들을 나타내는

peak들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이를 통해 Co
2+

-oleate 전구

체의 열분해 공정을 통해 단일상의 코발트 (II) 산화물을

쉽게 합성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합성된 코발트 (II) 산화물의 보다 정밀한 관측을 위해

TEM 및 HRTEM 분석을 진행하였다. Fig. 3은 합성된 코발

트 (II) 산화물 나노구조체들의 대표적인 TEM 및 HRTEM

이미지를 나타낸다. TEM 분석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듯이,

합성된 코발트 (II) 산화물 나노구조체들은 10~20 nm의 작은

나노입자들이 응집되어 구형의 코발트 (II) 산화물 나노클

러스터를 형성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3 (a), (b)). 또한,

형성된 나노클러스터들은 대부분 약 200 nm의 균일한 크기

를 나타냈으며, 응집된 작은 나노입자들 사이 공극들의 존

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합성된 코발트 (II) 산화물 분

말의 BET 측정을 통해 비표면적을 확인해 본 결과 약

30 m
2
 g

-1
의 비교적 높은 비표면적 값을 나타내었다.

특히 이러한 단분산된 코발트 (II) 산화물 나노입자들의

합성은 Co
2+

-oleate가 이루는 구조 형태로부터 유도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처럼 metal-oleate의 전구체들은

고분자 사슬 (oleate 부분) 말단에 금속 이온들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의 구조를 나타낸다. 이러한 metal-oleate 전구체들

은 유기 용매 내에서 분산되어 micelle의 형태를 나타내며,

온도를 높여 고분자 사슬을 제거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단

분산된 금속 이온들로만 구성된 산화물이 핵 생성 및 성장

을 거쳐 나노입자를 얻을 수 있게 된다.

Fig. 3(c)와 (d)는 각각 코발트 (II) 산화물 나노구조체의

HRTEM 분석 이미지 및 selected area electron diffraction

(SAED) 패턴을 나타낸다. Fig. 3(c)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코발트 (II) 산화물 나노클러스터를 이루는 작은 나노입자들

은 콘 (cone) 모양의 형태를 나타내며 각각 높은 결정성을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SAED 패턴 분석 결과 이러한

코발트 (II) 산화물 나노입자는 다결정 (poly crystalline)의

형태를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HRTEM 이미지

및 SAED 패턴 결과들로부터 면간 거리를 측정한 결과 검

정색 점선으로 표기된 사각형 부분은 면간 거리가 0.251 nm

로 (111) 면과 일치하며, 흰색 점선의 원형 부분은 0.221 nm

로 (200) 면에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이러

한 결과들은 Fig. 2에서 보인 X-선 회절 패턴의 결과들과

잘 상응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합성된 코발트 (II) 산화물 나노구조체의

리튬 전기화학반응성을 평가하기 위해 순환전압법 (cyclic

voltammetry, CV) 분석을 진행하였다 (Fig. 4). 분석된 CV

그래프는 0.1 mV s
-1
의 주사속도로 0.01~3 V의 전압 사이를

10 사이클 반복시켜 측정하였다. CV 그래프에 나타난 것

처럼, 첫 번째 사이클 진행간 1 V 이하의 낮은 전압에서 최

초 리튬이 삽입되는 환원 peak이 나타났으며, 1.4 V와 2.1 V

에서 두 개의 산화 peak들이 나타났다. 이 후, 두 번째 사이

클 진행부터는 1.3 V와 1.1 V에서 각각의 환원 peak들이

관찰되면서, 첫 번째 사이클에서 보였던 1.4 V와 2.2 V의

산화 peak들과 산화/환원 반응의 쌍을 이루며 충·방전

사이클이 진행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코발트 (II) 산화물

나노입자의 CV 결과는 이전에 발표된 산화 코발트 전극에

서 보고된 경향과 유사한 형태임을 확인하였다.
8)

Fig. 3. Typical TEM images of cobalt (II) oxide nanoparticles.

(a, b) Low- and high-magnification TEM images of cobalt

(II) oxide nanoparticles and (c,d) HRTEM image and

corresponding SAED pattern of an individual nanoparticle.

Fig. 4. Cyclic voltammetry of the cobalt (II) oxide nanoparticles

in the first ten cy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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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한 것처럼, 전이금속 산화물들의 경우 리튬과의

전환반응 메커니즘을 통해 용량 특성을 나타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코발트 (II) 산화물의 경우 리튬과의

충·방전간 발생하는 반응은 아래의 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9)

 이를 바탕으로 계산된 이론용량을 통해 정전류

측정 방식에서 주입하는 전류 밀도를 계산할 수 있다.

CoO + 2Li
+

+2e
-
↔ Li2O + Co

Fig. 5는 합성된 코발트 (II) 산화물 나노구조체의 정전

류 방식으로 측정된 충·방전 그래프를 나타낸다. 0.01~3 V

사이의 작동 전압 구간에서 C/5의 전류 밀도로 (143 mA g
-1

)

수행된 측정 결과, 첫 번째 방전 용량은 1262 mA h g
-1
을

나타냈다. 특히, 리튬이 삽입되는 첫 번째 사이클의 plateau

는 1 V 이하의 0.5 V 부근에서 일어나며, 이는 Fig 4에서

보인 CV 그래프의 첫 번째 방전 시 나타나는 환원 peak의

전압과 일치한다. 또한 첫 번째 방전 특성과 충전 특성

사이에서 큰 비가역적인 용량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

으며, 이 후, 충·방전 사이클이 진행되면서 용량의 감소가

점진적으로 발생했다. 이러한, 초기 비가역적인 용량 발생은

충·방전 사이클 진행간 형성되는 solid-electrolyte interface

(SEI) 층의 형성과 관련된다.
10)

 이후, 사이클이 진행되면서

용량의 감소를 보이지만, 10번째 사이클이 진행된 후에도

코발트 (II) 산화물 나노구조체 전극은 약 420 mA h g
-1
의

높은 가역적 용량 특성을 나타내었다. 사이클 진행에 따른

용량 감소는 전극 활물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완전한 혼합 및 합성된 코발트 (II) 산화물 나노입자들의

응집 현상으로 입자간 접촉 저항이 증가하여 리튬이온이

활물질에 개별적으로 반응하지 못해 용량 감소가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10)

 따라서, 전극 재료의 효과적인

혼합과 함께 나노크기의 물질들의 응집 효과를 제거하고

고전자 전달을 유도할 수 있는 표면 개질을 수반한다면 더

좋은 용량 특성을 기대해 볼 수 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Co
2+

-oleate 전구체들을 열분해 시키는

공정을 통해 단일상의 코발트 (II) 산화물 나노입자들을 합

성하였다. 합성된 코발트 (II) 산화물 나노입자들은 10-20 nm

의 작은 콘 모양 형상을 보였으며, XRD 및 TEM 분석 결과

높은 결정성과 함께 단일상의 CoO 구조를 나타냈다. 특히,

합성된 나노입자들은 서로 응집되어 구형의 나노클러스

터들을 형성하였다. 형성된 나노클러스터들은 약 200 nm

직경의 균일한 크기를 보였다. 이러한 코발트 (II) 산화물

나노구조체를 이용해 제조된 전극은 C/5의 전류 밀도에서

이루어진 리튬과의 전기화학적 특성 평가 결과, 10 사이클

의 충·방전 후에도 약 420 mA h g
-1
의 높은 가역적인 용량

특성을 보이며, 상용화되고 있는 graphite 음극소재에 비해

높은 용량 특성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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