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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초미립 코발트 치환 산화철 분말을 새로운 유기금속 전구체인 CoxFei^(N2H3COO)2(N2H4)2 3=0, 

0.01, 0.02, 0.03, 0.05, 0.10, L00)을 열분해와 산화과정으로 제조하였다. 유기금속 전구체는 몰비 A 1”인 

Co(II)와 Fe(II)를 hydrazinocarboxylic acid와 반응시켜서 합성하였고, 합성을 정량분석, 원소분석 및 적외 

선분광기를 사용하여 확인하였다. 유기금속 전구체의 열분해 과정은 TG-DTG와 DSC로 살펴보았다, 코발트 

치환 산화철 분말은 유기금속 전구체를 대기 중에서 350°C와 450°C에서 6시간 열처리하여 제조하였다. 산 

화철의 결정상은 각각 Y-Fe2O3 및 Y-FeQ3와 a-Fe2O3^] 혼합상이었다. 입자의 형태는 구형에 가까운 모양 

이었고 크기는 0.05gm 이하의 초미립이었다. 코발트 치환 산화철의 보자력과 각형비는 코발트 함량 또는 

열처리 온도가 높아질 수록 증가하였다.

ABSTRACT. Ultrafine cobalt-substituted iron oxide particles were prepared by the thermal decompo
sition and oxidation of the new organometallic precursor, COjFei -I(N2H3C(X))2(N2H4)2 (x=0, 0.01, 0.02, 
0.03, 0.05, 0.10, 1.00). The organometallic precursors were synthesized by the reaction of Co(II) and Fe(II) 
ion in a mole ratio of % ： 1 ~x with hydrazinocarboxylic acid, and characterized by quantitative analysis, 
elemental analysis and infrared spectroscopy. The mechanistic study on the thermal decomposition of 
the organometallic precursors was performed by TG-DTG and DSC. The cobalt-substituted iron oxide 
particles were obtained by the heat treatment of the precursors at, 350°C and 450°C for six hours in 
air. The prepared iron oxide was found to have two phases such as 丫的珍妨 and a mixture of Y-Fe2O3 
and a-Fe2O3 at 350°C and 450°C repectively. The particle shape was equiaxial and the particle size 
was less than 0.05 卩m. The coercivity and squareness of the cobalt substituted iron oxide particles increa
sed with increasing cobalt content. Both coercivity and squareness showed higher values at 450°C.

서 론

Y-Fe2（）3 분말은 자기적 특성 때문에 오래전부터 

자기 디스크나 자기 테이프 등의 자기기록 매체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단파장 기록 특 

성이 중요시 되는 자기기록의 고성능화를 위해서는 

보자력이 부족하여 보자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보자력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는 단자구 크기를 감 

소시키거나, 형상자기이방성 또는 결정자기 이방성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다2. 특히 코발트를 산화철에 

첨가하여 생성된 코발트 페라이트의 큰 결정자기이 

방성을 이용하여 보자력을 증가시키는 방법은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27. 코발트를 산화철에 첨가하여 

제조한 코발트변성산화철（Co-modified Y-Fe2O3） 자 

성분말은 코발트 첨가량을 조절하여 넓은 범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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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자력을 얻을 수 있다.

코발트변성산화철 분말은 일반적으로 Y-Fe2O3 분 

말을 코발트염의 수용액 및 철염과 코발트염의 수 

용액에 분산시켜서 수열 처리하여 제조하고, 코발트 

변성산화철 분말의 제조와 그 자기적 특성은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叫 그러나 새로운 제조방법에 관 

한 연구는 아직껏 보고된 바 없다.

분말의 새로운 제조방법으로 유기금속 화합물 열 

분해법이 많이 연구되고 있으며, 이 방법은 미세하고 

균일한 분말을 저온에서 제조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있다"", 최근에 보고된 hydrazine 유도체를 

리간드로 갖는 착물의 열분해 방법은 탄소를 주로 

포함하는 리간드로 이루어진 착물을 열분해하여 분 

말을 제조할 때의 단점인 제조된 산화물내에 탄소 

잔류를 극복할 수 있으며 또한 보다 저온에서 분 

말을 제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중요성이 보고되 

었다 13" 본 연구실에 서는 Fe(hyc)2(N2H»2와 N2H5Fe 

(hyc)3-H2O 착물을 낮은 온도에서 열분해하여 초미 

립의 Y-Fe2O3 분말 제조법을 보고하였다电 Braibanti 
등은 Fe(hyc)2(N2H，)2와 Co(hyc)2(N2H4)2 착물의 구 
조가 동일하다고 보고하였다 16. 따라서, CckFeir 

(hyc)2(N2H4)2 착물은 코발트와 철의 함량에 상관없이 

동일 구조로 착물을 형성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Co(hyc)2(N2H4)2 및 Co1Fe1_I(hyx)2(N2H4)2 착물을 

합성하고 낮은 온도에서 착물을 열분해하여 초미립 

의 코발트 치환 산화철 자성분말을 제조하여 그 분 

말의 특성과 자기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착물의 열분해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실 험

시 약. 리간드 및 착물의 합성에 사용된 시약은 

Hydrazine Monohydrate(Aldrich Chem. Co., 98%), 

Cobalt Nitrate Hexahydrate(Junsei Chem. Co., EP 
grade), Ferrous Sulfate Heptahydrate(Hanawa 
Chem. Co., GR grade)이었다. 분석에 사용된 시약은 

Potassium Iodate(Wako Chem. Co., 99.96%), Potas
sium DichromateOunsei Chem. Co., 99.98%)이었다.

측정 및 분석. 합성된 리간드와 착물의 조성은 

hydrazine 및 금속 성분의 정량분석과 C, H, N, 0의 

원소분석으로 확인하였다. Hydrazine 성분은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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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w's 조건에서 potassium iodate, 철금속 성분은 

potassium dichromate를 사용하여 산화 환원 적정 

법으로 정량하였다. 코발트 금속의 정량분석은 Va- 

rian사 AA-1475 모델의 Atomic Absorption Spect- 
roscopy를 사용하여 원자흡수 분광법으로 실시하였 

고, C, H, N, 0 성분의 원소분석은 Carlo Erba사 

EA1108 모델의 Elemental analyzer를 사용하여 분 

석하였다. 또한 리간드 및 착물의 합성을 Analect사 

fx-6160 모델의 FT-Infrared Spectroscopy를 사용 

하여 KBr Pellet법으로 얻은 리간드 및 착물의 적 

외선 스펙트럼으로부터 확인하였다.

착물의 열분해 과정은 Perkin-Ehner사 7 Series 
모델의 TG-DTG와 DSC를 사용하여 관찰하였다. 

TG 실험은 대기 중에서 4~5mg의 시료를 승온속도 

5°C/min로 하여 행하였고, DSC 실험은 대기 중에서 

l~2mg의 시료를 승온속도 10°C/min로 하여 행흐卜 

였다.

금속 산화물 분말은 대기 중에서 350°C와 450°C 
에서 6시간 동안 착물을 열처리하여 제조하였고， 

제조된 분말의 결정상은 CuKa 선을 광원으로 사용한 

Rigaku Denki사 D/MAX-III 모델의 X-ray Diffrac- 
tometer를 35 kV-20 mA 출력 조건으로 사용하여 

관찰하였다. 분말의 특성을 관찰하기 위하여 Carlo 

Erba사 Soaptomatic 1800 모델의 BET로 비표면적 

을 측정하였고 Coulter Counter Elect.사 Coulter 

Multisizer II 모델의 Coulter Counter로 분말의 평 

균입경을 측정하였다. 분말의 형태는 200kV로 phi- 
lips사 CM30 모델의 Transmission Electron Micro- 
scope을 사용하였고, 시료는 제조된 분말을 분산매로 

에탄올을 사용하여 초음파 세척기로 분산시켜서 준 

비하였다. 또한 분말의 자기적 특성을 Toei사 VSM- 
P7 모델의 Vibrating Sample Magnetometer로 측 
정하여 살펴보았다.

N2H3COOH의 합성. 리간드로 사용한 hydrazi- 
nocarboxylic acid(hycH)를 기존의 방법대로 합성하 

였다". 즉, 3-neck flask에 hydrzine monohydrate-f- 
교반하면서 이산화탄소 가스를 넣어준다. 약 3시간 

정도가 지나며 하얀색 침전 형태로 hycH를 얻을 수 

있다. hycH는 여과한 다음 진공 건조기에서 건조한 

후 데시케이터에 보관하였으며, hydrazine, C, H, N, 
。의 함량분석과 적외선 스펙트럼으로 hycH 합성을 



94 金鈕修•姜漢澈•洪良基

확인하였다.

CdFe-JNzHKOO^NzHA의 합성. CgFe— 

(hyc)2(N2H4)2(x=0.01, 0.02, 0.03, 0.05, 0.10, hyc= 
N2H3COO) 착물을 기존의 보고와 유사한 방법으로 

합성하였다如. 즉, X mole Co(NO3)・6HzO와 (1—x) 
mole FeSQrZHQ로 만든 25 m2 0.4 M 금속염의 

수용액에 50 m/ 15% hycH의 hydrazine monohyd
rate 용액을 혼합한 후 실온에서 대기 중에 방치하 

였다. 약 이틀 정도 지나면 깨끗한 청색 결정으로 

Fe(hyc)2(N2Hg)2 착물을 얻을 수 있고, Co(hyc)2 
(N2H4)2 착물은 깨끗한 핑크색 결정으로 얻을 수 

있다. 그리고 Co,Fei(hyc)2(N2H4)2 착물은 코발트 

함량이 증가할 수록 Fe(hyc)2(N2H4)2 착물의 청색에서 

핑크색을 보다 진하게 띄었다. Fe(hyc)2(N2H4)2 착 

물은 대기 중에서 쉽게 산화되는 특성을 갖고 있 

지만, 코발트 함량이 증가할 수록 CoxFe1-Jt(hyc)2(N2 
H4)2 착물은 대기 중에서 안정하였다• 합성된 착물은 

hydrazine monohydrate로 세척한 다음 진공 건조 

기에서 건조한 후에 데시케이터에 보관하였고, 성 

분의 정량분석과 적외선스펙트럼으로 합성을 확인 

하였다.

코발트 치환 산화철 분말의 제조. 코발트 치환 

산화철 분말을 대기 중에서 350°C와 450°C에서 6 
시간 동안 열처리하여 제조하였고, 착물은 열분해 

반응 초기에 다량의 가스를 방출하며 열분해 되었다. 

열분해 시켜서 제조한 분말의 결정상은 X-선 회절 

분석기로 확인하였고 분말의 특성은 투과전자현미 

경, coulter counter 및 BET로 살펴보았고, 그 자기적 

성질은 VSM으로 측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리간드 및 착물 록성. 리간드인 hycH와 착물의 

정량분석 결과는 Table 1과 같으며, 실험결과와 계 

산값으로부터 리간드 및 착물이 합성된 것을 확인 

하였다.

리간드와 착물의 합성을 확인하기 위한 적외선 

흡수 스펙트럼은 F讨. 1에 나타내었고, 특성 흡수띠 인 

N-N 신축 진동 흡수띠를 Table 2에 정리하였다.

hycH와 Fe(hyc)2(N2H«)2의 적외선 흡수 스펙트럼 

은 전보와 동일하고町 CotFeI-I(hyc)2(N2H4)2 착물의 

적외선 흡수 스펙트럼은 F也 1에서 볼 수 있는 것 

처럼 Fe(hyc)2(N2H4)2^ 스펙트럼과 동일하였으며 

이 결과로 착물의 합성을 확인하였다. 즉, Co(hyc)2 
(N2H4)2 착물의 경우 988cmT에서 hyc" 및 928 cm-1 

에서 hydrazine의 N-N 신축 진동 흡수띠와 418 
cmT에서 Co-N 신축 진동 흡수띠, 800cmT에서 

0-C-0 진동 흡수띠, 1,478 cmT에서 COO~ 진동 

흡수띠, 인접 carbonyl기 갖는 NH기의 수소결합에서 

특징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3,334 cnL에서 hydra- 
zine의 수소와 hydrazinocarboxylate 의 산소와 N-

Table 1. Analytical data of hycH, Fe(hyc)板(N2HQ2, Coo.iFeo.9(hyc)2(N2H4)2 and C<Xhyc)2(N2H()2

Compound Colour
Wt% Of N2H4 wt% of Fe wt% of Co

Observed Calculated Observed Calculated Observed Calculated

HycH
Fe(hyc)2HNzH4)2
Coo.iFeo.9(hyc)2(N2H4)2
Co(hyc)2(N2H4)2

White
Green
Pale pink
Pink

42.01
48.42
48.12
46.69

42.13
47.47
47.41
46.93

20.57
18.31

20.68
18.52 2.24

21.12
2.18

21.58

wt% of C wt% of H wt% of N wt% of 0

Observed Calculated Observed Calculated Observed Calculated Observed Calcul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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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Infrared spectra of (a) hycH, (b) FeChycHNzHM 
(c) Feo.ioCoo.9o(hyc)2(N2H4)2, (d) CMhyc^NH》.

H…0 신축 진동 흡수띠로부터 착물의 합성을 확인 

하였다E응.

Hydrazine 유도체률 리간드로 갖는 착물의 적외선 

흡수 스펙트럼에서 N-N 신축 진동 흡수띠는 구조 

변화에 따라서 질소에 있는 고립 전자쌍의 반발력이 

차이가 나므로 N-N 결합력이 변해서 특정 진동수 

에서 그 흡수띠가 나타난다呪 즉, 착물에서 질소와 

산소 원자가 금속에 배위되어 5각 고리를 형성하면서 

bidentate 리간드로 작용하는 hydrazinocarboxylate 
(hyb)는 986^1,013 cm-1 영역에서, monodentate 

리간드로 작용하는 hydrazine은 931^980cm-1 영 

역에서 그 N-N 신축 진동 흡수띠를 나타낸다. 그 

리고 monodentate 리간드인 hydrazine이 uniden
tate 리간드로 착물에 작용할 때는 931-936 cm1 
에서 N-N 신축 진동 흡수띠를 나타내며, unidentate 
리간드에 비하여 질소 고립 전자쌍에 대한 금속 양 

이온의 fi이 d effect 가 중가된 bridging 리간드로 작 

용할 때는 948~9&)cmT에서 흡수띠를 나타낸다.

Fe(hyc)2(N2HD와 CQFei—Jhyc^NHX 착물의 

1994, Vol. 3& No. 2

Table 2. Infrared absorption frequencies of N-N stret
ching vibration for the complexes

vN n （unit: cm-1）
Complex -------------------------------

N2H3COO* N2H4

Co（hyc）2（N2H4）2 988 929
Fe（hyc）2（N2H4）2 987 925
Coo.oiFe0.99（hyc）2（N2H4）2 988 926
COo.02Feo38（hyC）2（N2H4）2 988 926
COo.03Feo.97（hyC）2（N2H4）2 988 926
Coo.（ffiFeo.95（hyc）2（N2H4）2 988 926
Coo.ioFeo.9o（hyc）2（N2H4）2 988 926

Teaperature

Fig. 2. TG and DTG curve of Fe（hyc）2（N2H4）2.

N-N 신축 진동 흡수띠는 Table 2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hyc" 리간드에서 기 인하는 흡수띠는 

986~988cmT에서 hydrazine에서 기인하는 흡수띠 

는 925~928cm-】에서 나타남을 관찰할 수 있다. 

위의 모든 착물에서 hydrazine의 N-N 신축 진동 

흅수띠가 925~928cmT에서 나타남으로부터 hyd- 

razine이 착물에서 unidentate 리간드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의 모든 착물은 bidentate 리간 

드로 작용하는 두 개의 hy(厂와 unidentate 리간드 

로 작용하는 hydrazine 이 중심금속에 배위된 Zn 
(N2H3COO)2(N2H4)2 착물과 동일한 구조라고 생각할 

수 있다頂・

착몰 열분해. TG-DTG와 DSC로 착물의 열분 

해 과정을 살펴보았다. Fe(hyc)2(N2Hi)와 Co(hyc)2 
(N2H4)2 착물의 열분해 과정을 Fig. 2, 3 그리고 4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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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erature |°C)

Fig. 3. TG and DTG curve of Co(hyc)2(N2H4)2.

Tanperatura (I)

Fig. 4. DSC curves of (a) Fe(hyc)2(NzH，)2, (b) FeagGg 
(hyc)2(N2H4)2, (c) Fe0.ioCoo.9o(hyc)2(N2H4)2, (d) Co(hyc)2 
(N2H4)2.

착물 Fe(hyc)2(N2H»2의 열분해는 Fig.2의 TG- 
DTG 결과로부터 매우 급격하게 진행되는 첫번째 

단계와 그 후 서서히 진행되는 두번째 단계로 이루 

어진 두 단계 분해 과정임을 알 수 있다. 매우 급 

격하게 진행되는 첫번째 단계(108〜 129°C)의 무게 

감량이 22.9%로 착물에 배위된 hydrazine이 분해 

될 때의 무게 감량 계산값 23.7%에 일치되고, 두번 

째 단계(129~245°C)의 무게 감량이 46.4%로서 Fe 

(hyc)2에 배위된 hyc「리간드가 분해되면서 Fe2(为를 

생성할 때의 무게 감량 계산값 46.7%에 일치함을

-
§
 
-q
」="-

*=

,'1
-

2： . 'C . 12 2.2： 53.23 二

2d (Degree)

Fig, 5.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the powders pre
pared from (a) Fe(hyc)2(N2H4)2, (b) Fe0.ioCoo.9o(hyc)2 
(N2H4)2, (c) Co(hyc)2(N2H4)2 by the heat treatment 간 

350°C for 6 hours.

알 수 있다. 또한 Fig, 5의 350°C에서 6시간 동안 

열처리한 Fe(hyc)2(N2H4)2 착물의 열분해 잔유물 X- 
선 회절 패턴으로부터 최종 열분해 생성물의 결정 

상이 FeQ임을 알 수 있다. 즉, Fe(hyc)2(N2H4)2의 

열분해 과정은 아래 식과 같음을 알 수 있다.

2Fe(hyc)2(N2H4)2 t 2Fe(hyc)2 -» Fe2O3

위의 열분해 과정은 급격한 열분해로 인해서 전 

보에서 실험적으로 관찰할 수 없었던 결과로 승온 

속도를 낮게하여 얻을 수 있었고, 착물의 구조로부터 

bidentate 리간드로 배위된 hyb에 비하여 uniden- 
tatde 리간드로 약하게 배위된 hydrazine0] 먼저 

분해될 것이라는 전보의 예측과 일치됨을 알 수 있 

다 15.

Co(hyc)2(N2H4)2 착물의 열분해 과정은 F谚.3의 

TG-DTG 결과로부터 급격하게 반응이 진행되는 첫 

번째 단계와 그후 서서히 진행되는 두번째와 세번째 

단계로 이루어진 세 단계 분해 과정임을 알 수 있다. 

급격하게 진행되는 첫번째 단계(180~226°C)의 무게 

감량이 47.7%로 착물에 배위된 hydrazine 및 hyc~이 

분해되면서 C0C2Q가 생성될 때의 무게 감량 계산값 

46.2%에 일치되고, 두번째(226~250°C)와 세번째 

Journal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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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250~283°C)의 무게 감량이 21.7%로서 3 
mole의 C0C2Q가 분해되면서 C03Q가 생성될 때의 

무게 감량 계산값 24.4%에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또한 耳?. 5의 Co(hyc)2(N2H4)2 착물의 열분해 잔유 

물 X-선 회절 패턴으로부터 최종 열분해 생성물의 

결정상이 C03Q임을 확인할 수 있다. 즉, Co(hyc)2 
(N2HQ2의 열분해 과정은 아래 식과 같고, 동일한

Fig. 6. X-ray diffaction patterns of the powders pre
pared from (a) Fe(hyc)2(N2H4)2, (b) Fe0.ioCoo.9o(hyc)2 
(N2HJ2, (c) Co(hyc)2(N2H4)2 by the heat treatment at 
450여C for 6 hours.

구조를 갖는 Fe(hyc)2(N2H4)2 착물과의 열분해 과정 

의 차이는 알 수 없었다.

3Co(hyc)2(N2H4)2 -> 3CoC2O4 t CO3O4

Fig. 4의 DSC 결과로부터 착물의 열분해를 살펴 

보면 Fe(hyc)2(N2HQ2에서는 급격하고 매우 큰 발열 

피이크를 나타내지만 Co(hyc)2(N2H4)2 착물은 Fe 
(hyc)2(N2H,)2에 비하여 고온에서 서서히 열분해가 

진행됨을 알 수 있다. 또한 CoIFe1_x(hyc)2(N2H4)2 
착물에서 코발트 함량이 증가할 수록 보다 고온에서 

열분해가 일어남을 관찰할 수 있었다.

열분해 생성물 특성. 분말 제조시 착물의 열처리 

온도가 분말의 특성 및 물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기 위해서 위해서 착물을 대기 중에서 350°C와 

450°C에서 6시간 열처리하여 분말을 제조하였다. 

분말의 특성은 X-선 회절분석기, BET, coulter cou
nter 및 투과전자현미경으로 살펴보았으며, 그 자기 

적 특성을 VSM으로 측정하였다.

제조된 분말의 X-선 회 절 패턴은 Fig. 5, 6과 같^， 

X-선 회절 패턴으로부터 착물 Fe(hyc)2(NzH4)2를 350 
°C에서 열처리하여 제조한 분말의 결정상은 Y-FezQ) 
이고 450°C에서 제조한 분말의 결정상은 Y-FezQj와 

a-FezQ가 혼합된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Coo.iFeo.9 
(hyc)2(N2H4)2 착물을 열처리하여 제조한 분말의 결 

정상에서도 동일한 특성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spi-

Fig. 7. Transmission electron micrographs of (a) Y-Fe2O3 and (b) CO3O4 powders prepared by the heat treatment 
at 350°C for 6 hours with organometallic precursor.

1994, Vol. 38, No.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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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l 구조의 B 위치 (octahedral site)가 비어있는 열 

적으로 불안정한 Y-FezQ；가 고온에서 에너지적으로 

안정한 결정상인 corundum 구조 a-FezQj로 전이 

하기 때문이다. Co(hyc)2(N2H4)2 착물을 350°C와 450 
°C에서 열처리하여 제조한 분말의 결정상은 CsQ가 

형성되었다.

투과전자현미 경으로 살펴본 분말의 입 자모양은 

Fig.7과 같다. 분말의 입자 형태는 모두 구형에 가 

까운 모양을 갖고 있으며, 1차 입자의 크기는 0.03-

CaCo*Fe mole ratio

Fig. 8. The surface area and the mean diameter of 
the powders prepared by the heat treatment at 350°C 
（□） and 450°C （■） for 6 hours.

0.05 pm 정도의 초미 립 분말이었다. BET 방법으로 

측정한 분말의 비표면적과 coulter counter로 측정 

한 2차 입자의 평균입경을 廊.8에 정리하였다. Fe 
(hyc)2(N2H4)2 착물로부터 제조된 분말의 비표면적은 

76 m2/g 정도이고 Co(hyc)2(N2H4)2 착물로부터 제조 

된 분말은 25m7g 정도이었고 2차 입자의 평균입 

경은 각각 7.5 呻와 8.5 gm 정도이었다. 즉, 코발트 

함량이 높을 수록 비표면적은 감소하며 평균입경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동일한 코발트 함량에서는 

열처리 온도가 높을 수록 비표면적은 감소하고 평 

균입경은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열처리하여 제조한 분말의 자기적 특성을 Table 

3에 나타내었다. 분말의 M-H 관계로부터 잔류자화 

가 영이 아닌 hysterisis loop를 관찰할 수 있었^， 

hysterisis loop의 모양으로부터 제조된 분말의 자 

기적 성질이 강자성체임을 알 수 있다. 유사한 전 

구체를 열처리하여 제조한분말의 자기적 성질이 M- 
H 관계에서 잔류자화 값이 영인 단일 곡선으로 나 

타나는 상자성이라는 patil의 결과와 상이함을 관찰 

할 수 있었다20.

분말의 보자력과 각형비 값은 코발트 함량이 증 

가할 수록 또는 동일한 코발트 함량에서 열처리 온 

도가 고온이 될 수록 높아졌다. 코발트 치환 산화철은 

코발트가 산화철 격자 내부로 치환되어 결정 자기 

이방성이 산화철보다 큰 값을 갖는 코발트 페라이 

트를 생 성 함으로 보자력 과 각형비 가 높아진다따

Table 3. Magnetic properties of Co-substituted iron oxide powders prepared from oganometallic precursor by 
the heat treatment

Organometallic precursor d （emu/g） Or （emu/g） ft（Oe） SR

Fe（hyc）2（N2H4）2 40.56° 2.51 18.64 0.061884
7.059s 0.4598 19.95 0.065137

Coo,oiFeo/99（hyc）2（N2H4）2 41.72 3.169 25.61 0.075959
4.63 0.4122 28.68 0.088894

Coo.o2Feo.98（hyc）2（N2H4）2 40.91 5.97 67.63 0.14593
3.903 1.266 265.2 0.32436

COo.03Feo.97（hyC）2（N2H4）2 40.62 11.33 232.3 0.278927
4.501 1.605 382.9 0.336587

Coo.o5Feo.95（hyc）2（N2H4）2 38.89 11.58 316.2 0.297763
6.773 2.727 758.3 0.402628

Coo.ioFco.9o（hyc）2（N2H4）2 44.05 12.48 486.2 0.283314
56. 24.07 1127. 0.429821

aHeat treatment condition 350°C/6 hrs, "Heat treatment condition 450^C/6 h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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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코발트 함량이 증가할 수록 코발트 페라이트의 

생성량이 증가하여 보자력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산화철 표면에 코발트 페라이트 층이 형성되고 코 

발트 페라이트 층 위에 비자성의 코발트 화합물로 

이루어진 코발트피착산화철은 열처리 온도가 높아 

지면 표면의 코발트가 산화철 내부로 확산이 일어 

나서 코발트 페라이트의 생성량이 증가하여 보자력 

이 높아진다* 본 실험에서 Fe(hyc)2(NzH4)2와 Co 

(hyc)2(N2H4)2 착물의 구조가 동일하고 두 금속 이 

온의 이온반경이 유사하므로 CoIFei-x(hyc)2(N2H4)2 
착물에서 Co(II) 이온과 Fe(ID 이온이 결정 내부에 

균일하게 분포되어 코발트피착산화철과 구조는 다 

르지만 열처리 온도가 높아져서 보자력이 향상된 

원인은 코발트. 페라이트 결정상의 생성량 증가에 

따른 결정 자기 이방성의 증가라고 생각되고 투과 

전자현미경 사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분말의 입 

자모양이 구형에 가까우므로 형상 자기 이상성의 

기여는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착물을 450°C/에서 열분해하여 제조한 분말의 포 

화자화는 매우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제조 

분말에 비자성 물질이 생성되었음을 의미한다斗 즉, 

열처리 온도가 높아져서 Y-Fe2O3 결정상이 비자성인 

a-Fe2O3 결정상으로 전이하여 포화자화값이 낮아졌 

음을 알 수 있^, 열처리 생성물의 X-선 회절분석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Coo.iFeo.9(hyc)2(N2H4)2로부 

터 제조한 분말의 포화자화가 높은 이유는 알 수 

없었다.

따라서 열처리 온도가 보자력과 포화자화 값에 

미치는 영향과 X-선 회절분석의 결과로부터 착물이 

열분해 초기에 Y-FezQ와 CO3O4 결정상이 생긴 후에 

열처리 과정에서 코발트 페라이트 결정상과 a-FeQ3 
결정상으로 전이된다고 생각된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CdFe—(hyc)®^》착물이 화 

학양론적으로 합성됨을 확인하였고 착물의 열분해 

에 의하여 코발트 치환 산화철 분말을 제조할 수 

있었다.

Fe(hyc)2(N2H4)2 착물의 열분해 과정은 Fe(hyc)2 
(N2H4)2 착물이 Fe(hyc)2로 분해한 후에 FeQ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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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되어 최종 열분해 생성물은 Fe2O3 분말이었다.

2Fe(hyc)2(N2H4)2 -» 2Fe(hyc)2 t Fe2O3

Co(hyc)2(N2H4)2의 열분해 과정은 C0C2Q로 분해 

되고, 최종 열분해 생성물은 C03O4 분말이었다.

3Co(hyc)2(N2H4)2 -» 3CoC2O4 t CO3O4

CoIFe1-x(hyc)2(N2H4)2 착물을 350°C와 450°C로 6 
시간 열처리하면 구형에 가까운 모양을 갖는 1차 

입자 크기가 0.03—0.05 gm 정도의 초미립 코발트 

치환 산화철 분말이 제조되었고, 비표면적과 2차 

입자의 평균입경 및 투과전자현미경으로부터 코발트 

함량이 많을 수록 분말의 입자가 커짐을 알 수 있 

었다.

코발트 치환 산화철의 보자력과 각형비 값은 코 

발트 함량이 증가할 수록 그리고 열처리 온도가 고 

온이 될 수록 코발트 페라이트의 생성량이 증가하여 

높아졌다. 또한 450°C로 제조한 분말은 비자성인 a- 
FezQ를 포함하여 포화자화가 매우 낮음을 확인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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