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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synthesized porous Co3O4/RuO2 composite using the soft template method. Cetyl trimethyl ammonium bromide

(CTAB) was used to make micell as a cation surfactant. The precipitation of cobalt ion and ruthenium ion for making porosity

in particles was induced by OH− ion. The porous Co3O4/RuO2 composite was completely synthesiszed after anealing until 250oC

at 3oC/min. From the XRD ananysis, we were able to determine that the porous Co3O4/RuO2 composite was comprised of nano-

particles with low crystallinity. The shape or structure of the porous Co3O4/RuO2 composite was studied by FE-SEM and FE-

TEM. The size of the porous Co3O4/RuO2 composite was 20~40 nm. From the FE-TEM, we were able to determine that porous

cavities were formed in the composite particles. The electrochemical performance of the porous Co3O4/RuO2 composite was

measured by CV and charge-discharge methods. The specific capacitances, determined through cyclic voltammetry (CV)

measurement, were ~51, ~47, ~42, and ~33 F/g at 5, 10, 20, and 50 mV/sec scan rates, respectively. The specific capacitance

through charge-discharge measurement was ~63 F/g in the range of 0.0~1.0 V cutoff voltage and 50 mAh/g current density.

Key words supercapacitor, electrode material, Co3O4/RuO2 composite, specific capacitance, nanoparticle.

1. 서  론

최근 전기화학적 슈퍼커패시터는 기존 커패시터보다 높

은 에너지밀도, 2차전지보다 높은 출력밀도,1) 그리고 기

타 에너지 저장소자보다 훨씬 우수한 사이클 수명 등의

특성으로 인해 신규 에너지 저장소자로서 각광을 받고 있

다. 슈퍼커패시터는 사용되는 전극 및 메카니즘에 따라

크게 2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로, EDLC는 전기화학 시

스템에서 전해질 내의 전극 표면에서 형성되는 전기이중

층(electric double layer)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저장하는

기기이다. EDLC의 전극 양단에 일정한 전류가 가해지면

전극 사이에는 전위차에 의해 각각 (−)전하와 (+)전하가

전극 양단에 모이게 되고, 이로 인해 전해질 내에서는 각

각의 전극 전하와 반대되는 전하의 이온들이 전극 표면

에 모여서 전기이중층을 형성하여 에너지를 저장하게 된

다. 두 번째로, 유사커패시터(Pseudo capacitor)의 에너지

저장 메카니즘은 전극 내 활물질에서 일어나는 패러데이

반응의 유사커패시턴스(pseudo-capacitance)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이러한 슈퍼커패시터의 전기활성 소재로서는

폴리아닐린, 폴리피롤 등과 같은 전도성 고분자,2,3) RuO2,

MnO2 등의 전이금속 산화물4,5) 및 이들의 복합체6,7) 등

이 보통 사용되고 있다.

전이금속 산화물 중 특히 산화루테늄(RuO2)은 매우 높

은 비용량(specific capacitance), 우수한 가역성(reversibility),

산화환원 반응의 넓은 전위창 및 장수명 등의 특성 때

문에 가장 유망한 슈퍼커패시터용 전극재료로 알려져 있

다.8-10) 하지만 높은 가격, 낮은 공극률, 그리고 높은 전

류전하에서의 급격한 용량 감소 등의 단점을 가지고 있

다. 또한 코발트 산화물 중 스피넬 구조의 Co3O4 는 산

화환원 반응시 Co2+와 Co3+ 로 존재하며, 이 중 Co3+가

전기화학적 활성이 있다. 이러한 유사커패시턴스 성질 때

문에 슈퍼커패시터용 전극재료로서 사용되는데, 특히 코

발트 산화물 전극은 고효율성, 장수명성, 우수한 부식 안

정성 등의 특징이 부가되어 있어서 더욱 슈퍼커패시터

용 전극소재로서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RuO2의 높은 전류전하에서의 급격한 용량감소를

줄이기 위해 높은 전류전하에서 전기전도성을 구조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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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는 Co3O4 등을 복합화하는 방

법 등이 연구중이다. 그리고, 벌크한 RuO2 전극의 비용

량은 그 이론용량보다 매우 낮은 경우가 생길 수 있는

데, 이것은 활물질 전극구조상 벌크층 내에서의 전기화

학적 이용율이 낮은 때문이며,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집중적으로 행해지고 있다.11,12)

슈퍼커패시터의 성능은 전극의 표면적, 기공구조, 조립

방법 또는 전해질의 이온 크기에 의해서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이 중에서 표면적을 높이는 것에 대한 연구가 활

발히 진행 중에 있다. 표면적을 높이기 위해서는 입자사

이즈의 나노화, 다양한 구조체, 탄소계 재료와 복합화 등

이 이루어 지고 있다.7,13-15) 다양한 구조체의 물질들은 큰

표면적을 가지고 있어 높은 전류 밀도를 가질 수 있고

전해액 속의 이온이 산화/환원되는 경로가 짧아지며, 많

은 기공은 전해액에서의 이온의 흐름을 좋게 하며, 산화

/환원시 일어나는 부피 팽창의 완충역할을 하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프트 템플레이트로 양이온 계면활성

제를 이용하여 나노입자로 이루어진 다공성의 Co3O4/

RuO2 복합체를 합성하고, 이의 미세구조 및 결정성을

XRD, FE-SEM, 그리고 FE-TE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

며, 충·방전 용량 측정(CD, Charge-Discharge test) 와 순

환전압전류법 측정(CV, cyclicvoltammetry test) 을 통하

여 슈퍼커패시터의 전극재료로서 전기화학적 성능을 연

구하였다.

2. 실험 방법

본 실험에서는 소프트 템플레이트법(Soft template method)

으로 다공성 Co3O4·RuO2 복합체를 합성하였다. 먼저 준

비한 CTAB (Cetyltrimethylammoniumbromide) 72.892 g

을 증류수 2 L에 넣고 30분 동안 마그네틱 바 (Magnetic-

bar)를 이용하여 교반시켜 잘 분산된 0.1M의 CTAB용

액을 얻을 수 있다. 교반기(Eurostar; Ika)를 이용하여

CTAB용액을 300 RPM으로 교반시켜 미셀을 형성한 뒤

Co(NO3)2·6H2O (Sigma aldrich, 99+%)을 RuCl3·xH2O

(Sigma aldrich, 99+%)을 1:1의 몰비율로 각각 첨가하였

다. 이때 항온조를 이용하여 반응온도를 60oC로 유지시켜

주었다. 30분간 반응시켜준 뒤, 뷰렛을 사용하여 1M의

NaOH 용액을 pH = 11이 될 때까지 한 방울씩 주입하

였다. 이 때 pH = 11부근에서 루테늄과 코발트 양이온은

OH−와 이온결합을 하여 Ru(OH)3 또는 Co(OH)2가 형성

되어 침전되었다. 침전물이 포함된 용액은 필터링 후 증

류수와 에탄올을 이용하여 여러번 세척하고, 이를 60oC

오븐에서 10시간을 건조시켜 Co(OH)2·Ru(OH)3·xH2O의

분말을 얻었다. 이것을 3oC/min으로 250oC까지 승온하고

3시간을 유지시켜 아닐링하였다.

XRD (X-Ray Diffraction, Rigaku-Ultra-X), FE-SEM

(Field Emission -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JSM-

6500F, JEOL Ltd., 30 kV), 그리고 FE-TEM (Field Emis-

sion -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JEM 2100F,

JEOL Ltd., 200 kV)을 통해 합성된 다공성 Co3O4·RuO2

복합체의 미세구조 및 결정성을 관찰하였다.

슈퍼커패시터의 전극으로서 전기화학적 특성 평가를

위해 활물질과 도전재(Super P), 바인더(Polyvinylidene

fluoride, PVdF)를 8:1:1의 중량비로 NMP(N-methyl-2-

pyrrolidone)에 혼합하여 슬러리를 제조하였다. 준비된 슬

러리를 오토캐스터를 사용하여 니켈 호일에 균일하게 도

포하고, 100oC에서 2시간 이상 건조하여 극판을 제조하

였다. 전해액으로는 1M KOH와 분리막(separator)을 사용

하여 파우치 셀을 제조하였다. 전기화학적 특성은 위와 같

이 제조된 파우치 셀을 충방전기(WonA tech사)를 이용하

여 0.0 V에서 1.0 V까지 실온에서 50 mA/g의 전류밀도로

충전 및 방전 용량을 측정하였다. 또한 순환전압전류법의

경우 5, 10, 20, 50 mV/sec의 주사속도로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Fig. 1은 다공성의 Co3O4/RuO2 복합체 합성과정을 나

타내었다. 양이온 계면활성제를 이용하여 미셀(Micelle)을

형성하였다. 양이온 계면활성제로 CTAB를 사용하였다.

CTAB는 지름이 3 nm의 미셀을 형성한다.16) 양이온 계면

활성제는 분자 내 양이온 가능 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

에 미셀을 형성하면 미셀의 표면은 양이온의 성질을 가

지고 있다. 여기에 루테늄과 코발트 전구체를 넣게 되면

전구체의 음이온인 NO3
−와 Cl−가 양이온에 접근하여 음

이온 층을 이루게 되고, 그 뒤에 루테늄과 코발트 양이

온 층이 형성된다. 그리고 NaOH를 첨가하여 주면 pH =

11부근에서 루테늄과 코발트 양이온은 OH−와 이온결합을

하여 Ru(OH)3 또는 Co(OH)2가 형성되어 침전된다. 이때

Fig. 1. Schematic illustration for the synthetic method of porous

Co3O4/RuO2 composite using CTAB surfac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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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가 높거나 낮으면 루테늄과 코발트의 산화수가 변하거

나 침전이 되지 않는다. 침전된 Co(OH)2/Ru(OH)3·H2O는

CTAB로 이루어진 미셀을 포함하고 있어 추후 세척 또

는 열처리 과정에서 CTAB는 제거되고 중공을 형성하게

된다. 그리고 얻어진 수산화물을 아닐링을 통하여 최종

적으로 다공성 Co3O4/RuO2 복합체를 합성하였다.

Fig. 2는 다공성 Co3O4/RuO2 복합체를 250oC에서 아닐

링한 시료의 XRD 패턴이다. Co3O4(■)는 2θ가 31.3, 36.8,

44.8, 59.3, 그리고 65.2o에서 그리고 RuO2(★)는 2θ가

28.0, 35.0, 54.4o 에서 완만한 피크로 확인되었다. 즉,

XRD 패턴으로 Co3O4와 RuO2 혼재되어 있는 것을 통해

합성한 시료는 다공성 Co3O4/RuO2 복합체인 것을 확인하

였다. 입자는 비결정질이거나 낮은 결정성을 가지는 것으

로 생각되었다. 또한 합성한 다공성 Co3O4/RuO2 복합체

가 비결정질의 나노입자이기 때문에 넓은 피크가 확인

되었다. Co3O4의 피크는 RuO2보다 상대적으로 더욱 날

카로운 것은 RuO2보다 더 결정성이 좋은 것으로 생각된

다. 만약 아닐링 온도를 더욱 높여 준다면 입자의 크기

와 결정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슈퍼커패시

터의 경우 산화/환원 반응을 통한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비

결정질의 시료가 높은 용량을 나타낸다. 결정질이 비결정

질보다 용량이 낮은 이유는 결정질의 경우 산화상태가 정

해져 있기 때문에 슈퍼커패시터에서의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닐링 온도를 더욱 높

여 주게 되면 용량의 감소가 일어날 것이라 예상된다.

FE-SEM 관찰을 통해 다공성의 Co3O4/RuO2 복합체의 형

상을 관찰하였다. Fig. 3는 다공성 Co3O4/RuO2 복합체의

FE-SEM 이미지이다. Fig. 3(a, b)는 250oC에서 아닐링한

후 FE-SEM 관찰한 것이다. 합성된 다공성의 Co3O4/RuO2

복합체는 20~40 nm 사이의 입자크기를 가지고 있으며, 이

는 더욱 작은 입자들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Fig. 2. XRD pattern of porous Co3O4/RuO2 composite.

Fig. 4. FE-TEM images of porous Co3O4/RuO2 composite. Different magnification of (a) 120K and (b) 400K.

Fig. 3. FE-SEM images of porous Co3O4/RuO2 composite. Different magnification of (a) 10K and (b) 2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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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Fig. 4는 다공성의 Co3O4/RuO2 복합체의 FE-TEM 이

미지이다. FE-TEM은 시료의 전자투과도에 따라 흑백의

이미지로 나타난다. 만약 시료에 빈 공간이 존재하게 되

면 전자 투과도가 높아져 주변보다 밝은 이미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나노구조체의 형상을 관찰하기 위해 주

로 사용된다. Fig. 4(b)를 보면 입자에 구조의 변화는 없

지만 전자 투과도가 달라 흑백의 이미지가 관찰되었다. 이

것은 20~40 nm의 입자에 5~10 nm의 중공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양이온 계면활성제로 CTAB를 이용하여 미

셀을 형성하였고, 루테늄과 코발트를 침전하였을 때 미셀

을 포함하여 침전되었기 때문에 입자 속에 중공이 형성

된 것이라 생각된다.

CV를 통하여 다공성의 Co3O4/RuO2 복합체의 전기화학

적 특성을 알아보았다. 주사속도를 5, 10, 20, 50 mV/sec

으로 하고 전압범위는 0.0~1.0 V으로 하여 측정하였다.

Fig. 5는 다공성의 Co3O4/RuO2 복합체의 CV 이다. 전형

적인 커패시터의 CV 특성은 큰 전류값, 사각형태의 볼

타모그램, 산화/환원 피크의 대칭성을 들 수 있다. 합성

한 다공성의 Co3O4/RuO2 복합체의 경우 볼타모그램의 형

태가 사각형에 가까운 것이 확인되었다. 금속산화물을 커

패시터의 전극으로 사용하면 높은 주사속도에서는 전해질

이 비교적 두꺼운 전극층을 효율적으로 통과하지 못하는

장벽이나 활물질 자체가 낮은 전기전도도를 가지는 경우

커패시터의 특성이 충분히 나타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

다. 합성한 다공성의 Co3O4/RuO2 복합체는 높은 주사속

도에서도 사각형의 볼타모그램을 유지하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이는 Co3O4가 RuO2의 전기전도성을 구조적으로 지

지해주기 때문이다.17) CV를 통한 축전용량(Cm)은 다음

식을 통하여 계산하였다.

(1)

V는 CV 측정 시 주사속도 (V/sec)이며, i 는 전류 값

으로 다음 식을 통하여 얻었다. 

(2)

Va와 Vc는 측정 전압 범위에서 최고 높은 전압과 최

고 낮은 전압을 뜻한다. 이 식에서의 i는 CV 곡선을 적

분한 값의 면적을 뜻한다. Co3O4/RuO2 복합체의 CV를

통한 축전용량은 5, 10, 20, 50 mV/sec의 주사속도에서

각각 ~50.6, ~46.5, ~41.9, 그리고 ~33.1 F/g을 얻었다.

Fig. 6은 다공성의 Co3O4/RuO2 복합체를 50 mA/g의

전류밀도로 0.0~1.0 V의 전압범위에서 측정한 방전 곡선

이다. 용량은 아래의 식을 통하여 계산하였다.

(3)

여기서 i 는 전류밀도(A)를 나타내고, t 는 시간(s), 그

리고 ∆V 는 측정전압범위(V)를 뜻한다. 다공성의 Co3O4/

RuO2 복합체는 ~63 F/g의 축전용량을 얻었다.

4. 결  론

소프트 템플레이트법으로 다공성의 Co3O4/RuO2 복합체

를 합성하였다. 양이온 계면활성제로 CTAB를 이용하여

미셀을 형성하였고 루테늄이온과 코발트이온을 침전시켰

을 때 미셀을 포함하여 침전되었기 때문에 입자 속에 중

공이 형성되었다. pH = 11부근에서 루테늄과 코발트 양

이온은 OH−와 이온결합을 하여 Ru(OH)3 또는 Co(OH)2

가 형성되어 침전되었다. 이것을 3oC/min으로 250oC까지

승온하고 3시간을 유지시켜 아닐링하였다. XRD 분석으

로 최종생성물인 다공성의 Co3O4/RuO2 복합체가 나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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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 V( )
V
a

V
c

∫ dV( ) V
c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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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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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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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yclic votammograms for porous Co3O4·RuO2 composite.

Fig. 6. Charge-discharge curve for porous Co3O4·RuO2 composite

at 50 m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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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며 낮은 결정성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FE-SEM

관찰을 통하여 20~40 nm의 입자가 비정질 또는 낮은 결

정성의 입자인 것을 확인하였다. FE-TEM 측정으로 다

공성의 Co3O4/RuO2 복합체가 나노입자 내에 5~10 nm의

중공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전기화학적 특성 평가결

과, 다공성의 Co3O4/RuO2 복합체의 볼타모그램은 사각형

에 가까웠으며 Co3O4의 전기전도성이 RuO2·H2O를 구조

적으로 지지함으로 인해 높은 주사속도에서도 사각형의

볼타모그램이 유지되었다. 다공성의 Co3O4/RuO2 복합체

의 CV를 통한 축전용량은 5, 10, 20, 50 mV/sec의 주

사속도에서 각각 ~50.6, ~46.5, ~41.9, 그리고 ~33.1 F/g

으로 측정되었다. 또한 충·방전특성 결과로 50mA/g의 전

류밀도로 0.0~1.0V의 전압범위에서 ~63 F/g의 축전용량

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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