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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코발트 염화물(CoCl2) 용액을 원료로 하여 분무열분해 반응에 의하여 평균입도 50 nm 이하의 코발트 산화물

(Co3O4) 분말을 제조하였으며 원료용액이 분사되는 노즐 팁의 크기 변화에 따른 입자들의 특성 변화를 파악하였다. 노즐 팁의 크기

가 1 mm인 경우에는 형성된 대부분의 액적형태는 구형을 이루고 있으며 표면은 매우 치밀한 조직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최종 형성된 입자들의 평균입도는 20 ~ 30 nm이었다. 노즐 팁의 크기가 2 mm인 경우에는 형성된 액적형태는 일부는 구형을 이

루고 있었지만 상당 부분은 심하게 분열된 형태를 나타내고 있었다. 노즐 팁 크기가 5 mm인 경우에는 구형을 이루는 액적형태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으며 거의 대부분 심하게 분열된 상태를 나타내고 있었다. 액적형태의 표면조직은 다른 노즐 팁 경우에 비하여

치밀함이 크게 감소하였다. 형성된 입자들의 평균입도는 약 25 nm이었다. 노즐 팁 크기가 1 mm로부터 2 mm 및 3 mm로 증가함

에 따라 XRD 피크들의 강도는 거의 변화가 없는 반면 노즐 팁 크기가 5 mm로 증가되는 경우에는 피크의 강도가 현저히 감소하

게 되었다. 노즐 팁 크기가 1 mm로부터 2 mm 로 증가함에 따라 입자들의 비표면적은 감소하였으며 5 mm로 증가되는 경우에는

비표면적이 현저히 증가하였다.

주제어 : 코발트 산화물 나노 분체, 노즐 팁 크기, 분무열분해, 평균입도, 코발트 염화물 용액

Abstract

The present study was intended to prepare cobalt oxide (Co3O4) powder of average particle size 50 nm or less by spray pyrol-

ysis reaction using the raw cobalt chloride (CoCl2) solution, in order to identify the change in the nature of the particles according

to the change in the nozzle tip size. When the nozzle tip was 1 mm, it turned out that most of the droplets were spherical and

the surface showed very tight structure. The average particle size of the finally formed particles was 20-30 nm. When the nozzle

tip size was 2 mm, some of the droplets formed were spherical, but a considerable part of them showed severely disrupted form.

particles formed showed an average particle size of 30 - 40 nm. For the nozzle tip size of 5 mm, spherical droplets were alm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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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existent and most were in badly fragmented state. The tightness of surface structure of the droplets has greatly been reduced

compared with other nozzle tip sizes. Average size of the formed particles was about 25 nm. As the nozzle tip size increased

from 1 mm to 2 mm and 3 mm, the intensities of the XRD peaks have changed little, but significantly been reduced when the

nozzle tip size increased to 5mm. As the nozzle tip size increased from 1 mm to 2 mm, the specific surface area of the particles

decreased, but the nozzle tip size increased to 5mm, the specific surface area remarkably increased.

Key words : nano-sized cobalt oxide powder, nozzle tip size, spray pyrolysis process, average particle size, cobalt chloride solution

1. 서  론

일반적으로 미립의 금속산화물 분말을 제조하는 방법

은 크게 건식법(고상 반응법)1), 습식법2) 및 분무열분해

법3-10)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고품위 기능성

분말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구성 성분들을 용액상태에서

균일하게 혼합하여 복합 산용액을 제조한 다음 반응로

에서 고상화시키는 분무 열분해법이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방법은 금속염화물 용액을 특수 노즐

을 이용하여 반응로 내부로 미립화된 상태로 분무시킴

으로써 고온에서 순간적으로 반응이 완료되는 현상을

이용하여 직접적으로 금속 산화물을 제조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고상 분말들의 혼합과 하소에 의한 반응 및

이의 분쇄를 통한 분말 제조의 과정들을 생략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열분해 조건들에 의하여 입자 특성의

제어가 가능하고 불순물 혼입의 가능성이 적다는 공정

상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고상상태 보다는 용액

상태에서의 불순물 제거가 훨씬 용이하므로 고순도 원

료분말을 제조하는데 적합한 공정 방법이다. 이 방법은

입자들의 평균입도가 약 1 µm 이하이면서 치밀하고 형

상이 일정할 뿐만 아니라 입자들 사이에 응집 현상이

거의 나타 나지 않는 분말의 직접 제조가 가능하기 때

문에 고기능성 금속 산화물 분말의 제조에 적합한 방법

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의 Scimarec, 독일의

Merck 및 미국의 SSC 등에서는 분무열분해법에 의하

여 제조된 고기능성 ceramic 분말들을 판매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분무열분해법에 의한 나노 크기의 금속

산화물 분말의 제조에 관한 연구가 Yu3-9), Majumdar10)

및 Messing11) 등에 의하여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응용되는 범위도 크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의 경우 분무열분해법에 의한 금속산화물 분말 제

조는 포항제철 등에서 열연강판의 표면을 염산으로 산

세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산을 원료용액으로

사용하여 산화철(Fe2O3)을 제조하는 공정에만 응용되고

있으며 이들 분야를 제외하고는 다른 단일 산화물 분말

및 복합 산화물 분말제조에는 전혀 적용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반면 주석 염화물 용액으로부터 평균입도

50 nm 이하의 주석산화물 분말 제조3), 새도우 마스크

제조공정에서 발생되는 폐액으로부터 평균입도 100 nm

이하의 니켈 페라 이트 분말 제조6), ITO 박막 제조

공정 및 투명전극으로서의 특성 향상을 위한 평균입도

50 nm 이하의 ITO 분체제조 및 촉매로서의 기능 및

탁월한 염료 제거 효과 향상을 위한 평균입도 50 nm

이하의 니켈 산화물 분말 제조 등의 연구가 일부 이루

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분야를 제외하고는 다른 분

야의 단일 산화물 분말 및 복합 산화물 분말제조에 대

한 체계적인 연구가 전혀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는 상

황이다. 특히 리튬 2차 전지 용 음극 및 양극 소재,

촉매, 가스 센서 및 블랙 매트릭스 소재 등으로 널리

사용되는 코발트 산화물(Co3O4) 나노 분체의 제조에 대

해서는 전혀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 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코발트 염화물 용액을 원료로

하여 자체 기술에 의하여 제작한 분무열분해 반응장치

를 이용하여 입도분포가 균일하고 평균입도가 50 nm

이하인 초미립 코발트 산화물 분말을 연속적으로 대량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자 한다. 또한 원료용

액을 분사시키는 노즐 팁의 크기 변화에 따른 코발트

산화물 분말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2. 실험 방법

본 연구에서는 평균입도 50 nm 이하의 코발트 산화

물 분체를 분무열분해 공정에 의하여 제조하기 위한 원

료로 코발트 성분들이 2가 이온 형태로 존재하는 코발

트 염화물(CoCl2) 용액을 사용하였다.

4 단계로 구성된 초 순수 제조 장치에 의하여 제조된

물에 삼전 순약 제품의 순도 99% CoCl2.6H2O를 첨가

하여 코발트 염화물 용액 중의 코발트 성분의 농도가

각각 100 g/L가 되도록 조절하였다. 이 용액을 여과지

로 3회 여과시킨 후 분무열분해 반응을 위한 최종 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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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액으로 사용하였다. 사용된 원료 용액 내에는 SiO2,

P, Ca, Cr 및 Cu 성분들이 50 ppm 이하로 존재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제조된 코발트 염화물 용액을 원료로

하여 분무열분해 공정에 의하여 입자형상 및 입도분포

등의 특성이 균일하며 평균입도가 50 nm 이하인 코발

트 산화물 나노 분말을 형성시키기 위하여 분무열분해

장치를 직접 설계 및 제작하였다. 즉 원료 용액을 효율

적으로 미립화시킨 후 반응로 내로 분무시킬 수 있으며,

반응로 내부는 균일한 열분포를 이루어 열분해반응이

완전하게 진행될 뿐만 아니라, 생성된 분말을 bag filter

포집장치에서 효율적으로 포집할 수 있으며, 유해 생성

가스를 청정 시킬 수 있는 scrubber 장치까지 포함하는

분무열분해로 system을 제작하였으며 이를 Fig. 1에 나

타 내었다. 용액의 미립화 장치로는 노즐 팁 내경이

1 ~ 5 mm인 티타늄 재질의 노즐을 사용하였다. 열분해

반응로는 로 내에서의 온도 분포를 균일하게 하기 위하

여 4개의 로를 결합한 높이 150 cm의 4 단계의 원통

형 수직 관상로이었으며 최고 1500oC에서 작동이 가능

하게 하였으며 온도편차를 ±1oC 이내로 조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분말 포집장치로 bag filter를 사용하였다.

Bag filter를 통과한 염산을 비롯한 생성기체와 일부 초

미립 분말들은 scrubber 내부를 통과하게 되며 안개 식

분무가 가능한 이류체 방식의 노즐을 사용하여 물을 분

무시키게 된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염산 기체는 용액

형태로 되어 미립 분말과 함께 scrubber 하부에 위치한

반응조 내로 유입된다. 반응조에 유입된 염산 기체 및

미립 분말들은 NaOH 수용액 등에 의해 중화시킨 후

배출하였다. 

원료용액을 800oC로 유지되는 반응로 내부로 노즐을

통하여 미립화된 액적 형태로 분무시킴으로써 평균입도

가 50 nm 이하인 분말들을 제조하였다. 원료 용액을 정

량화학펌프를 이용하여 10 ml/min의 유속으로 노즐의

한쪽 입구를 통하여 공급하고, 공기 압축기로부터 압축

된 공기를 3 kg/cm2 압력으로 노즐의 다른 쪽 입구로

투입하여 용액을 미립화시킴으로써 노즐 팁의 크기 변화

에 따른 생성 분말의 특성변화를 파악하였다. 입도분포,

평균입도 및 입자형상의 변화는 FEI 사의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모델명 Quanta 200 FEG),

생성된 분말의 상 및 조성 등의 변화는 Rigaku 사의

X-RAY Diffractometer (XRD, 모델명 DMAX-2500V)

또한 분체의 응집 및 분포 상태는 Micromeritic 사의

비표면적 측정 장치(모델명 ASP 2020)를 통하여 파악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열분해 반응에 대한 열역학적 고찰

원료 용액 내에 코발트 성분들이 2가 이온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 고상의 코발트 산화물을 형성시키기 위

한 열역학적 열분해 반응식은 다음의 과정들에 의하여

나타낼 수 있다.12)

Fig. 1. Schematic diagram of spray pyrolysi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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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Co(s) + 2O2(g) = Co3O4(s) (1) 

ΔGo = −884,916 + 360.24 T (J) (1-1)

H2(g) + 1/2O2(g) = H2O(v) (2)

ΔGo = −246,438 + 54.81 T (J) (2-1)

식 (1)에서 식 (2)에 4를 곱한 식을 빼면 다음의 식

(3)이 된다. 

3Co(s) + 4H2O(v) = Co3O4(s) + 4H2(g) (3)

ΔGo = 100,836 + 141 T (J) (3-1)

H2(g) + Cl2(g) = 2HCl(g) (4)

ΔGo = −188,200 − 12.8 T (J) (4-1)

Co(s) + Cl2(g) = CoCl2(l) (5)

ΔGo = −302,085 − 16.7 T

 ln T + 228.1 T (J) (5-1)

식 (4)에서 식 (5)를 빼면 다음의 식 (6)이 된다.

CoCl2(l) + H2(g) = Co(s) + 2HCl(g) (6)

ΔGo = 113,885 + 16.7 T ln T − 240.9 T (J) (6-1)

식 (3)과 식 (6)에 3을 곱한 식을 합치면 다음의 식

(7)이 된다.

3CoCl2(l) + 4H2O(v) =

Co3O4(s) + H2(g) + 6HCl(g) (7)

ΔGo = 442.491 + 50.1 T ln T - 581.7 T (J) (7-1)

식 (2)에 2를 곱한 식과 식 (7)에 2를 곱한 식을 더

하면 본 연구의 열분해 반응식인 식 (8)이 된다.

6CoCl2(l) + 6H2O(v)+ O2(g) =

2Co3O4(s) + 12HCl(g) (8)

ΔGo = 389,982 − 1,051.7 T + 100.2 T ln T (J) (8-1)

이에 따라 식 8)에 대한 반응온도 800oC, 900oC 및

1000oC에서의 표준자유 에너지 변화 값은 각각 11,768,

−13,007 및 −36,927 J이 된다.

그러나 열분해 반응에 의한 고상의 Co3O4의 형성 가

능 여부는 식 8-1)에 나타낸 ΔGo에 의해서가 아니라

식 (8-2)에 나타낸 ΔG에 의하여 나타낼 수 있다.

ΔG = ΔGo + RT ln

(a2
Co3O4·P

12
HCl / a6

CoCl2·P
6
H2O·

PO2) (8-2)

여기서 ΔG는 실제 반응조건에서의 자유에너지 변화,

ΔGo는 표준자유에너지 변화, a는 활동도, P는 분압을

나타낸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반응온도 800oC에서도 고상

의 코발트 산화물(Co3O4)이 형성되었다. 이 사실은 식

(8-2)에서 ΔGo의 +값에도 불구하고 RT ln(a2
Co3O4·

P12
HCl / a6

CoCl2·P
6
H2O·

PO2) 항이 절대값이 더 큰 −값을

나타남에 의하여 전체적으로 ΔG 값이 −값을 나타내게

된 것을 의미하고 있다. 

3.2. 생성된 분말의 특성에 미치는 노즐 팁 크기의

영향

Fig. 2는 반응온도가 800oC, 용액의 농도는 100 g/L,

용액의 유입속도는 10 ml/min., 공기압력은 3 kg/cm2로

유지되는 경우에 원료용액이 유입되는 노즐 팁의 크기

가 1 mm로부터 5 mm까지 변화함에 따라 열분해 반응

에 의하여 나타나는 입자들의 특성변화를 SEM에 의하

여 5,000배로 확대하여 나타낸 결과이다. 또한 Fig. 3

은 Fig. 2와 동일한 반응조건 하에서 형성된 분말들의

특성변화를 SEM에 의하여 300,000 배로 확대하여 나

Fig. 2. SEM photographs of produced powder according to

nozzle tip size at 800oC, raw material solution of

100 g/L cobalt, 10 ml/min. inflow speed of raw

material solution and 3 kg/cm2 air pressure ((a) 1

mm (b) 2 mm (c) 3 mm (d) 5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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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낸 결과이다. Fig. 2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열분해

반응에 의하여 최종 형성된 액적형태는 노즐 팁의 크기

가 증가할수록 점점 심하게 분열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

으며 입도분포도 매우 불균일함을 알 수 있었다. 노즐

팁의 크기가 1 mm인 경우에는 형성된 대부분의 액적형

태는 구형을 이루고 있으며 표면은 매우 치밀한 조직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노즐 팁의 크기가 2 mm

인 경우에는 형성된 액적형태는 일부는 구형을 이루고

있었지만 상당 부분은 심하게 분열된 형태를 나타내고

있었다. 구형을 나타내는 액적형태의 표면은 비교적 치

밀한 조직을 나타내고 있었다. 노즐 팁의 크기가 3 mm인

경우에는 형성된 액적형태는 입도분포가 매우 불균일하

였으며 대부분 심하게 분열된 상태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분열된 액적들이 재차 소결된 형태

를 일부 나타내고 있지만 표면의 조직은 노즐 팁 크기

가 1 mm 및 2 mm의 경우에 비하여 치밀함이 감소하

였음을 알 수 있었다. 노즐 팁의 크기가 5 mm인 경우

에는 구형을 이루는 액적형태는 거의 존재지 않았으며

거의 대부분은 심하게 분열된 상태를 나타내고 있었다. 액

적형태의 표면조직은 다른 노즐 팁의l 경우에 비하여

치밀함이 크게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Fig. 3의 결과에 의하면 노즐 팁의 크기가

1 mm에서 2 mm로 증가함에 따라 입자들의 평균입도

는 20 ~ 30 nm로부터 30 ~ 40 nm로 증가 함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는 노즐 팁 크기가 1 mm인 경우에는

미립화 되는 액적 크기가 노즐 팁 크기 2 mm인 경우

에 비하여 더 작기 때문에 액적 분열이 감소될 뿐 아

니라 열분해 반응 후의 소결반응이 더 장시간 진행됨으

로 인하여 노즐 팁 크기가 2 mm인 경우에 비하여 최

종 생성되는 입자들의 평균입도가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 효과보다는 노즐 팁 크기가 2 mm로 증가됨

에 따라 미립화되는 액적 크기의 증가에 따른 최종 생

성되는 입자들의 평균입도가 증가되는 효과가 더욱 현

저하게 작용하여 나타난 현상으로 판단된다. 한편 노즐

팁 크기가 1 mm로 부터 2 mm로 증가함에 따라 입자

들의 입도분포는 더욱 불균일하였다. 특히 노즐 팁 크

기가 1 mm인 경우에는 형성된 나노 입자들 사이의 결

합이 다른 노즐 팁 크기의 경우에 비하여 비교적 치밀

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들은

노즐 팁 크기가 1 mm인 경우에는 미립화되는 액적 크

기가 작고 액적분열 현상도 감소될 뿐 아니라 미립화된

액적 내에서 용매의 증발이 다른 노즐 팁 크기의 경우

에 비하여 더 빨리 진행됨으로 인하여 열분해 반응이

일어난 후의 소결반응이 더 장시간 동안 진행됨에 의하

여 나타나는 현상으로 사료된다. 한편 노즐 팁 크기가

3 mm로 증가되는 경우에는 Fig. 3(c)에 나타낸 바와 같

이 최종 형성된 입자들의 평균입도는 30 nm 정도이었

음을 알 수 있었다. 일차적으로는 노즐 팁 크기가 증가

함에 따라 미립화되는 액적 크기가 현저하게 증가하게

됨으로서 액적형태를 이루는 나노 입자들의 평균입도가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노즐 팁 크기가

3 mm로 더욱 증가함에 따라 미립화되는 액적 크기의

증가에 의하여 액적분열이 더욱 현저하게 증가될 뿐 아

니라 액적 내에서 용매가 더욱 장시간 증발함에 의하여

열분해 반응 후의 소결반응 시간이 더욱 감소되는 효과

가 더 현저하게 작용함으로서 나타나게 된 현상으로 사

료된다. 또한 노즐 팁 크기가 3 mm인 경우에는 심한

액적 분열에도 불구하고 입자들 사이의 심한 응집 현상

은 나타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는 노즐

팁 크기의 증가에 따라 액적분열은 더욱 심해지지만 액

적 크기의 증가에 따라 액적 내에서 용매가 증발되는

시간 및 증발양이 증가되고 용매의 증발열도 증가하기

때문에 액적분열의 감소 효과가 나타나게 되며 또한 열

분해 반응 후의 소결반응 시간이 더욱 감소됨에 의하여

나타나게 된 현상으로 사료된다. 한편 노즐 팁 크기가

5 mm로 증가되는 경우에는 Fig. 3(d)에 나타낸 바와

Fig. 3. SEM photographs of produced powder according to

nozzle tip size at 800oC, raw material solution of

100 g/L cobalt, 10 ml/min. inflow speed of raw

material solution and 3 kg/cm2 air pressure ((a) 1 mm

(b) 2 mm (c) 3 mm (d) 5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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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형성된 나노 입자들 의 평균입도는 25 nm 정도를

나타내었다. 이 결과는 노즐 팁 크기의 증가에 따라 미

립화되는 액적 크기가 현저히 증가하게 됨으로서 액적

형태를 이루는 나노 입자들의 평균입도가 증가하게 되

는 효과보다는 노즐 팁 크기가 5 mm로 더욱 증가함에

따라 미립화되는 액적 크기의 현저한 증가에 의한 효

과가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사료된다. 즉 팁 크기가

5 mm로 증가함에 따라 액적분열이 더욱 증가될 뿐 아

니라 액적 내에서 용매가 더욱 장시간 증발함에 의하여

열분해 반응 후의 소결반응 시간이 감소되는 효과가 더

욱 현저하게 작용함으로서 나타나게 된 현상으로 사료

된다. 또한 Fig. 3(d)에 나타낸 바와 같이 노즐 팁 크

기가 5 mm인 경우에는 다른 노즐 팁 크기의 경우에

비하여 입자들 사이의 응집현상이 현저히 증가 하였으

며 입자 표면의 치밀성도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는 노즐 팁 크기가 현저하게 증가 함에 따라

액적분열은 더욱 심해지게 될 뿐 아니라 액적 크기의

증가에 따라 액적 내에서 용매가 증발되는 시간 및 증

발양이 증가될 뿐 아니라 용매의 증발열도 증가하기 때

문에 열분해 반응 후의 소결반응 온도 및 시간이 더욱

감소됨에 의하여 나타나게 된 현상으로 사료된다. 

Fig. 4는 Fig. 2와 동일한 반응조건에서 XRD 분석

에 의하여 각각의 노즐 팁 크기 하에서 생성된 분말들

의 상 및 각각의 피크를 나타낸 결과이다. 노즐 팁 크

기가 1 mm로부터 5 mm로 증가함에 따라서 Co3O4 상

만이 존재하고 있었다. 본 반응조건 하에서는 코발트 염

화물(CoCl2) 상의 미반응 생성물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 결과로부터 본 연구에서의 노즐 팁 크기 범위에서는

짧은 반응시간에도 불구하고 식 (8)에 나타낸 열분해

반응이 충분히 진행됨을 알 수 있었다. Fig. 4(a) 및

(b)의 결과에 의하면 노즐 팁의 크기가 1 mm로 부터

2 mm로 증가함에 따라 우선 피크 뿐 아니라 2차 및 3

차 피크 강도도 거의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는 다음의 2가지 요인의 상호 절충에 의하여 일어

난 현상으로 판단된다. 첫째 요인은 노즐 팁 크기가

1 mm로 부터 2 mm로 증가함에 따라 미립화되는 액적

크기의 증가에 따른 최종 생성되는 입자들의 평균입도

가 증가되는 효과가 액적 크기 증가에 의하여 액적분열

이 증가되고 이에 따라 최종 생성되는 입자들의 평균입

도가 감소하게 되는 효과보다 더욱 주된 요인으로 작용

한 것이다. 즉 Fig. 3(a) 및 (b)에 나타낸 바와 같이

입자들의 평균입도가 20 ~ 30 nm로부터 30 ~ 40 nm로

증가하게 되는 사실이다. 둘째 요인은 노즐 팁 크기가

1 mm인 경우에는 미립화 되는 액적 크기가 노즐 팁 크

기가 2 mm인 경우에 비하여 더 작기 때문에 액적 분

열이 감소될 뿐 아니라 열분해 반응 후의 소결반응이

더 오랜 기간 진행됨으로 인하여 Fig. 2(a)에 나타낸

바와 같이 노즐 팁 크기가 2 mm인 경우에 비하여 액

적 형태들은 대부분 분열되지 않은 구형을 나타 내고

있으며 표면도 매우 치밀한 조직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

실이다. 따라서 Fig. 4(a) 및 (b)에서 XRD 피크 강도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게 된 결과는 서로 상반되는 효과

를 가진 첫째 요인과 둘째 요인이 서로 절충되어 나타나

게 된 현상으로 사료 된다. 노즐 팁 크기가 3 mm로 증

가된 경우에도 Fig. 4(c)에 나타낸 바와 같이 우선 피

크 뿐 아니라 2차 및 3차 피크의 강도도 노즐 팁 크

기 1 mm 및 2 mm의 경우에 비하여 거의 변화가 없음

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도 다음 2가지 요인의 상호

절충에 의하여 일어난 현상으로 판단된다. 첫째 요인은

노즐 팁 크기가 2 mm로 부터 3 mm로 증가함에 따라

액적분열이 증가되고 이에 따라 최종 생성되는 입자들

의 평균입도가 감소 하게 되는 효과가 크게 작용한 점

이다. 즉 미립화되는 액적 크기의 증가에 따른 최종 생

성되는 입자들의 평균입도가 증가되는 효과보다 더욱

현저하게 작용함으로써 형성된 입자들의 평균입도가

Fig. 4. XRD patterns of powder according to nozzle tip size

at 800oC, raw material solution of 100 g/L cobalt,

10 ml/min. inflow speed of raw material solution

and 3 kg/cm2 air pressure ((a) 1 mm (b) 2 mm (c)

3 mm (d) 5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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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40 nm로부터 30 nm 정도로 감소하게 되는 사실이

다. 둘째 요인은 노즐 팁 크기가 3 mm로 더욱 증가함

에 따라 미립화되는 액적 크기가 증가됨으로써 액적 내

에서 용매가 증발되는 시간 및 증발양이 증가될 뿐 아

니라 용매의 증발열도 증가하기 때문에 액적분열의 감

소 효과가 나타나게 되며 이에 따라 Fig. 2(c)에 나타

낸 바와 같이 최종 형성된 액적형태들의 평균입도가 증

가하게 되는 현상이다. 따라서 Fig. 4(b) 및 (c)에서

XRD 피크의 강도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게 된 결과

는 서로 상반되는 효과를 가진 첫째 요인과 둘째 요

인이 서로 절충되어 나타나게 된 현상으로 사료된다.

한편 노즐 팁의 크기가 5 mm로 증가된 경우에는

Fig. 4(d)에 나타낸 바와 같이 우선 피크 뿐 아니라

2차 및 3차 피크들의 강도도 노즐 팁 크기 1 mm,

2 mm 및 3 mm의 경우에 비하여 현저히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는 다음의 2가지 요인의 상호 절

충에 의하여 일어난 현상으로 판단된다. 첫째 요인은 노

즐 팁 크기가 5 mm로 증가함에 따라 Fig. 2(d)에 나타

낸 바와 같이 액적분열이 더욱 증가되고 이에 따라 생

성되는 입자들의 평균입도가 감소하게 되는 효과가 미

립화되는 액적 크기의 증가에 따른 생성되는 입자들의

평균입도가 증가되는 효과보다 다소 우세 하게 작용함

으로써 형성된 입자들의 평균입도가 약 30 nm로부터

25 nm 정도로 약간 감소하게 되는 사실이다. 둘째 요

인은 노즐 팁 크기가 5 mm로 더욱 증가함에 따라

식 (9)에 나타낸 바와 같이 미립화되는 액적 크기가

현저히 증가됨으로써 액적 내에서 용매의 증발 시간 및

증발양이 증가하기 때문에 열분해 반응 후의 소결반응

이 일어나는 온도 및 시간이 감소됨으로써 입자의 성장

및 치밀화가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 사실이다. 따라서

Fig. 4(d)에서 XRD 피크의 강도가 다른 노즐 팁 크기

의 경우에 비하여 현저히 감소하게 된 이유는 서로 같

은 효과를 가지는 첫째 요인과 둘째 요인이 서로 결합

되어 나타나게 된 현상으로 사료된다.

Fig. 5는 Fig. 2와 동일한 반응조건에서 노즐 팁의

크기 변화에 따른 입자들의 비표면적의 변화를 나타낸

결과이다. 노즐 팁의 크기가 1 mm로부터 2 mm까지 증

가함에 따라 입자들의 비표면적은 약간 감소하였다.

이 결과는 다음의 2가지 요인의 상호 절충에 의하여

일어난 현상으로 판단된다. 첫째 요인은 노즐 팁 크

기가 1 mm로 부터 2 mm로 증가함에 따라 미립화되는

액적 크기의 증가에 따른 최종 생성되는 입자들의 평균

입도가 증가되는 효과가 주된 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Fig. 3(a) 및 (b)에 나타낸 바와 같이 입자들의 평균입

도는 20 ~ 30 nm로부터 30 ~ 40 nm로 증가하게 되는

사실이다. 이에 따라 첫째 요인은 비표면적을 감소시키

게 되는 결과로 작용하게 된다. 둘째 요인은 노즐 팁

크기가 1 mm인 경우에는 Fig. 2(a)에 나타낸 바와 같

이 노즐 팁 크기가 2 mm인 경우에 비하여 액적형태들

은 대부분 분열되지 않은 구형을 나타내고 있으며 표면

도 매우 치밀한 조직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에 따라 둘째 요인은 노즐 팁 크기가 증가 함에 따라

비표면적을 증가시키게 되는 결과로 작용하게 된다. 따

라서 Fig. 5에서 노즐 팁 크기가 1 mm로부터 2 mm로

증가함에 따라 비표면적이 약간 감소하게 된 이유는 첫

째 요인이 더욱 현저하게 작용함으로써 나타나게 된 현

상으로 사료된다. 한편 노즐 팁의 크기가 2 mm로부터

3 mm까지 증가함에 따라 입자들의 비표면적은 약간 증

가하게 되어 노즐 팁 크기가 1 mm인 경우와 비슷한

값을 나타내게 됨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도 다음의 2

가지 요인의 상호 절충에 의하여 일어난 현상으로 판단

된다. 첫째 요인은 노즐 팁 크기가 3 mm로 증가함에

따라 액적 분열이 증가되고 이에 따라 최종 생성되는

입자들의 평균입도가 감소하게 되는 효과가 주된 인자

로 작용함으로써 입자들의 평균입도가 30 ~ 40 nm로부

터 30 nm 정도로 감소하게 되는 사실이다. 이에 따라

첫째 요인은 비표면적을 증가시키게 되는 요인으로 작

Fig. 5. Specific surface areas of powder according to

nozzle tip size at 800oC, raw material solution of

100 g/L cobalt, 10 ml/min. inflow speed of raw

material solution and 3 kg/cm2 air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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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게 된다. 둘째 요인은 노즐 팁의 크기가 3 mm로

더욱 증가함에 따라 미립화되는 액적 크기가 증가됨으

로써 Fig. 2(c)에 나타낸 바와 같이 최종 형성된 액적

형태의 평균크기가 증가하게 되는 사실이다. 이에 따라

둘째 요인은 비표면적을 감소시키는 인자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Fig. 5에서 노즐 팁의 크기가 2 mm로부

터 3 mm로 증가함에 따라 비표면적이 약간 증가하게

된 이유는 첫째 요인이 더욱 현저하게 작용함으로써

나타나게 된 현상으로 사료된다. 한편 노즐 팁 크기가

3 mm로부터 5 mm까지 증가 함에 따라 입자들의 비표

면적은 20% 정도 크게 증가하게 됨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도 다음의 2가지 요인의 상호 절충에 의하여 일

어난 현상으로 판단된다. 첫째 요인은 노즐 팁 크기가

5 mm로 증가함에 따라 Fig. 2(d)에 나타낸 바와 같이

액적분열이 더욱 증가되고 이에 따라 최종 생성되는 입

자들의 평균입도가 감소하게 되는 효과가 우세하게 작

용함으로써 형성된 입자들의 평균입도가 약 30 nm로부

터 25 nm 정도로 감소하게 되는 사실이다. 둘째 요인은

노즐 팁 크기가 5 mm로 더욱 증가함에 따라 미립화되

는 액적 크기가 현저히 증가됨으로써 액적 내에서 용매

의 증발 시간 및 증발양이 증가될 뿐 아니라 용매의

증발열도 증가하기 때문에 열분해 반응 이후의 소결 반

응이 일어나는 온도 및 시간이 감소됨으로써 입자의 성

장 및 치밀화가 충분히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 사실이다.

따라서 Fig. 5에서 노즐 팁의 크기가 5 mm로 증가함에

따라 비표면적이 20% 정도 크게 증가하게 된 이유는

첫째 요인과 둘째 요인이 모두 비표면적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나타나게 된 현상으로 사료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코발트 염화물 용액을 원료로 하여 자

체 제작한 분무열분해 장치를 이용함으로써 분무열분해

반응에 의하여 평균입도 50 nm 이하의 코발트 산화물

분말을 제조하였으며 원료용액을 분사시키는 노즐 팁의

크기 변화에 따른 입자들의 특성 변화를 파악하였다.

노즐 팁의 크기가 1 mm인 경우에는 미립화된 액적

크기의 감소로 인한 액적분열의 감소로 인하여 형성된

대부분의 액적형태는 구형을 이루고 있었으며 표면은

매우 치밀한 조직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최

종 형성된 입자들의 평균입도는 20 ~ 30 nm이었다. 노

즐 팁의 크기가 2 mm인 경우에는 형성된 액적형태는

일부는 구형을 이루고 있었지만 상당 부분은 심하게 분

열된 형태를 나타내고 있었다. 또한 구형을 나타내는 액

적형태의 표면은 비교적 치밀한 조직을 나타내고 있었

다. 형성된 입자들의 평균입도는 30 ~ 40 nm를 나타내

고 있었다. 노즐 팁의 크기가 3 mm인 경우에는 형성된

액적형태는 입도 분포가 매우 불균일하였으며 대부분

심하게 분열된 상태를 나타내고 있었다. 표면의 조직은

노즐 팁의 크기가 1 mm 및 2 mm의 경우에 비하여 치

밀함이 감소하였다. 최종 형성된 입자들의 평균입도는

약 30 nm이었다. 노즐 팁의 크기가 5 mm인 경우에는

구형을 이루는 액적형태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으며 대

부분 심하게 분열된 상태를 나타내고 있었다. 액적형태

의 표면조직은 다른 노즐 팁의l 경우에 비하여 치밀함

이 크게 감소하였다. 형성된 입자들의 평균입도는 약

25 nm이었다. 노즐 팁의 크기가 1 mm로 부터 2 mm

및 3 mm로 증가함에 따라 XRD 피크들의 강도는 거의

변화가 없는 반면 노즐 팁 크기가 5 mm로 증가되는

경우에는 피크의 강도가 현저히 감소하게 되었다. 노즐

팁 크기가 1 mm로부터 2 mm로 증가함에 따라 입자들

의 비표면적은 감소하였으며 3 mm로 증가되는 경우에

는 비표면적이 다시 증가하였으며 반면 노즐 팁 크기가

5 mm로 증가되는 경우에는 비표면적이 현저히 증가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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