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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기능성 복합소재에 대한 수요증가에 따

라 넓은 표면적과 조절 가능한 기공크기 및 분

포를 갖는 다공성 물질(porous material)에 대

한 관심이 커지고 있고, 그에 따른 연구가 활발

히 진행되고 있다 [1,2].  다공성 물질은 그 독

특한 기공구조로 인해 다양한 물질의 흡착 및 

분리를 가능하게 하고, 이로 인해 원하는 물질

의 선택적 흡착/분리, 제거를 가능케 한다. 이

중에서도 특히, 다공성 나노기공체는 단위 질

량당 높은 표면적(surface area)과 부피(pore 

volume)를 갖고 있어, 기체 및 유기분자, 바이

오 분자, 이온성 화합물 등을 다량 흡착, 담지

할 수 있다. 이러한 독특한 기능으로 인해, 다

공성 나노기공체는 촉매, 분리, 이온교환과 같

은 전통적 화학산업에서 널리 사용돼 왔을 뿐

만 아니라, 최근 다양한 환경이슈들로 인해, 이

와 관련된 흡착제 및 가스저장물질 등에도 광

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1-3].

일반적으로 다공성 물질은 0.4~100 nm 범위

의 기공크기(pore size)와 0.2~0.95의 기공율

(porosity)을 갖는 분말, 박막, 후막물질 및 벌

크 형태의 물질을 통칭한다. 좀 더 자세하게

는, IUPAC (International Union of Pure and 

Applied Chemistry)의 기준에 따라서 기공 크

기에 따라 미세다공성(microporous, 2 nm 이

하), 메조다공성(mesoporous, 2~50 nm) 및 매

크로다공성(macroporous, 50 nm 이상)으로 

분류된다. 그 중 메조기공구조가 발달된 메조

다공성 나노물질(mesoporous nanomaterial)

은 상대적으로 넓은 표면적과 활물질 담지에 

적합한 기공구조를 가져 흡착 대상 게스트 분

자의 물질수송 촉진과 반응부위로의 접근성

을 향상시켜, 타 종류의 다공성 나노물질 대비 

다양한 분야로 응용이 가능하다. 예컨대, 전

통적 화학분야(석유화학, 촉매 등)뿐만 아니

라, 입자형상이 조절된 나노입자 합성용 주형

물(template), 약물 전달체, 생유기물질의 선택

적 분리 및 합성 등을 위한 나노반응기, 생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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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의 검출 센서, 다양한 화학/바이오 센서, 

초고용량 캐패시터 및 휴대용 연료전지, 고집

적 정보/전자 소자용 저유전 박막와 같은 다양

한 첨단 분야에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1,2,4,5].

전통적 메조다공성 물질은 주로 높은 비표

면적, 흡착성, 균일 기공구조를 갖는 규질계

(silicate 및 alumina) 담지체를 지칭하며, 이를 

기반으로 나노입자를 분산시키거나 산화물을 

제작해 촉매 적용시, 높은 반응성/선택도를 나

타낸다 [1,2]. 그러나 고온 반응시 담지체 위에 

있는 작은 나노입자가 내열도가 낮아 쉽게 녹

거나 피독현상으로 인해 촉매 효율성이 저하

될 수 있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배기가스를 비

롯한 다양한 환경오염원에 대한 규제적용으로 

인해, 금속, 산화물, 황화물 및 무기-유기 하이

브리드 물질과 같은 다양한 골격 조성 및 구조

를 갖는 비규질계 메조다공성 나노물질을 이

용한 환경문제 해결이 시도되고 있다 [2-5]. 이

를 위해, 비규질계 다공성 나노물질의 합성공

정 개발과 관련 분야(다공성물질의 친환경 나

노촉매(내연기관의 연비 향상 및 배출가스 감

소) 및 차세대 에너지 저장매체(전기자동차 및 

에너지 저장기기) 적용) 연구가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1,4].

본 고에서는, 이와 같은 다공성 나노물질의 

연구동향을 고려, 최근 중요재료로 각광받고 있

는 전이금속, 합금 및 반도체(산화물, 황화물) 

등으로 이뤄진 비규질계 다공성 나노구조체의 

합성과 응용에 대해 주로 다루고자 한다. 특별

히 에어로솔 공정을 기반한 다공성 입자의 합

성과 이를 이용한 촉매 및 에너지저장/변환 소

자로 응용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2. 본론

2.1 기존 메조다공성 물질 연구

1992년 Mobil사에서 발표한 규질계 메조다

공성 물질 MCM-41의 합성이래 작은 기공직경 

(~nm)과 벌집모양의 열린 다공구조를 갖는 규

질계 다공성 물질 및 유사물 (ALPOs (Alumo-

nophosphates), MeALPOs (Metal substituted 

aluminophosphates), SAPOs (Silicon substi-

tuted aluminophosphates))에 대한 연구가 활

발히 진행되었다 [1,2,4,5]. 이러한 규질계 메조

다공성 물질은 규질계 사면체(silicate/alumina 

tetrahedral)가 꼭지점을 공유하면서 채널/기공

을 형성, 금속 원자 주위는 사면체(tetrahedral), 

팔면체(octahedral) 또는 그 이상 배위수를 갖

는 물질로 구성돼 있다 [1]. 규질계 다공성 물

질은 주형법(template method)을 통해 주로 합

성된다. 주형은 경질(hard)과 연질(soft) 주형

으로 나뉘며, 경질 주형으로 다양한 모양의 나

노/마이크로 입자 등을 사용하고, 연질 주형으

로 계면활성제(surfactant)나 양친성 블록 공중

합체(amphiphilic block copolymer)와 같은 유

기분자 기반 다공성 구조형성유도체를 사용

한다. 특히 연질 주형법은 그림 1(A)에서 나타

난 바와 같이, 구조유도분자(structure directing 

molecule)들의 자기조립(self-assembly)을 통

해 합성된 연질주형을 이용해 다양한 구조의 

다공성 물질 제작을 가능케 한다. 이는 유도체 

문자들은 친수성과 소수성 부분을 모두 포함

하므로 각 부분의 부피분율(농도)에 따라 자기

조립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1]. 이러한 개념을 

기반으로 양친성 블록 공중합체를 구조유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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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따라 미세다공성(microporous, 2 nm 이

하), 메조다공성(mesoporous, 2~50 nm) 및 매

크로다공성(macroporous, 50 nm 이상)으로 

분류된다. 그 중 메조기공구조가 발달된 메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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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 사용해 자기조립 과정에서 넣어주는 친

수성/소수성 전구체 양을 조절시, 층상구조(la-

mellar), 육각형(hexagonal), 정육면체(cubic), 

구(spherical) 등의 다양한 메조다공성 나노구

조체를 합성할 수 있다. 합성 후, 소성(calcina-

tion) 또는 용해(dissolution) 공정을 통해 주형

을 제거해 최종 다공성 물질(규질계 또는 탄소

계 다공성 소재)을 완성한다 [1].

다른 한편으로, 최근, 비규질계 메조다공성 

물질(금속 및 반도체)의 합성과 응용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비규질

계 다공성 나노구조체는 높은 전기 및 열전도

도를 포함, 다양한 매력적인 물리화학/전자기

적 물성으로 인해 광범위한 응용처에 적용 가

능한 재료로 각광받고 있다. 예컨대 메조다공

성 금속의 형태와 구조는 물리적, 화학적 특

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며, 바이오 센서, 표면

강화 라만산란, 표면 플라스몬 공명, 수소저

장 및 촉매 작용과 같은 응용분야에 유용한 것

으로 알려져 있다 [2-4]. 그러나 비규질계 다공

성 물질(금속, 합금 및 복합물)은 소수의 전이

금속 및 화합물 중심으로 연구돼 왔고, 합성법 

또한 한정되어 있다. 현재까지 비규질계 다공

성 물질은 졸-겔법(sol-gel method), 공침법(co-

precipitation), 역미셀법(reverse micelle) 등을 

이용해 합성됐고,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토대

로 나노크기 금속산화물의 새로운 합성법을 모

색되었다 [4]. 예컨대, 그림 1(B)에서 나타난 바

와 같이, 나노크기의 기능성 금속 산화물 합성

시 무기주형틀로 사용하기 위해 계면활성제의  

역미셀(reverse micelle)을 나노 반응기로 사용

해 기능성 금속 산화물(촉매, 형광체, 전극물

질 등)을 합성했다 [2,4,5]. 그러나 이러한 합성

법들은 합성된 주형에 원하는 전구체의 함침

(impregnation) 및 고온 소성(calcination)해 다

공성 물질을 얻으므로, 그 공정이 복잡하고 오

랜 시간이 소요돼 상용화에 적합하지 않다. 또

한, 비규질 다공성 물질제조시 기공벽의 결정

화 및 또는 주형 제거시 기공구조가 붕괴될 수 

있어 구조체를 안정하게 유지하는 것은 여전

히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기존 합성법의 단점 

보완을 위해, 형상, 조성 및 구조제어가 용이하

며, 대량생산할 수 있는 새로운 비규질계 다공

성물질 합성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2,4].

2.2  에어로솔 기반 비규질계 메조 다공성  

 금속-탄소 나노구조체

최근 기존의 복잡한 메조다공성 나노구조체 

제조의 개선 위해 고안된 에어로졸(aerosol) 또

는 분무 건조(spray drying) 방법 기반의 다공

성 물질과 합성이 주목을 받았다 [2,6,7]. 알려

진 바와 같이 에어로솔 합성법은 기존 식품, 제

약 및 재료 가공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

는 저비용 및 환경 친화적 연속생산공정이다. 

따라서 유/무기 복합 전구체를 에어로솔 방법

으로 자기조립 할 경우, 다양한 다공성 물질을 

대량생산할수 있다 [2]. 

에어로졸 기반 다공성 복합체는 유/무기 하

이브리드 및 계면활성제로 분산된 전구체 용

액을 캐리어 기체(inert carrier gas) 통한 원자

화(atomization), 용매 증발 및 고체 입자로 응

축 통해 다공성 나노구조체로 합성될 수 있다. 

여기서 전구체 용액 디자인 및 합성이 에어로

졸 공정 기반 다공성 나노구조체의 형상과 조

성물 제어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2,6,7]. 

이 중, 최근 Lu 그룹을 중심으로 에어로솔 

기반 비규질계 다공성입자의 제조 연구가 진

행됐으며, 그 중 다공성 금속/합금-탄소 나노

복합체와 응용에 대한 연구가 주목을 받고 있

다 [1,2,7]. 다공성 입자의 시계열 합성도(그림 

2(A))에 나타난 바와 같이 금속-유기리간드 복

합체(metal-organic ligand complex; organic 

ligand: oligomer, surfactant, polymer 등) 기반 

전구체(metal oleate: Ni(OA)2)로 나노입자를 합

성 후, nucleation, particle growth/clustering, 

particle networking의 과정을 거쳐 최종 메조다

공성 금속-탄소 복합체가 형성된다. 모든 합성

공정은 8초 이내에 일어나는 매우 빠른 공정이

며, 본 에어로솔 공정으로 제작된 다공성입자

는 대량합성 및 상용생산이 가능하다 [2,6]. 그

림 2(B)는 합성된 다공성 금속(Ni)-탄소복합체

(porous Ni-C composite)를 전자현미경(고해

상, 투과, 단층 단면, 3차원투과, 주사투과 전자

현미경)을 통해 나타낸 이미지이다. 합성된 다

공성 나노 복합체는 다결정이며 대략 3~5 nm 

직경의 1차 나노 결정(primary nanoparticle)

을 기반으로 조립된 약 200 nm의 입자 크기의 

메조다공성 구조를 나타낸다. 단층 단면 및 3

차원 재조합으로 얻은 부피 이미지 분석을 통

해 나타난 바와 같이, 입자 전체에 균일하게 분

포된 흑백문양의 Ni 및 C을 식별할 수 있고, 화

학 매핑 분석을 통해 Ni 나노입자결정(황색)과 

탄소 층(녹색) 사이 전자 밀도의 변화를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Ni 나노입자(노란색)가 탄소 
그림 1 ▶  메조다공성 물질의 제작 개략도 (A) 계면활성제-무기물, 하이브리드 또는 유기빌딩 블록으로부터 제작된 규질계 메조다공성 물

질 합성, (B) 주형법을 통해 제작한 메조다공성 물질 [1,4].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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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 사용해 자기조립 과정에서 넣어주는 친

수성/소수성 전구체 양을 조절시, 층상구조(la-

mellar), 육각형(hexagonal), 정육면체(cubic), 

구(spherical) 등의 다양한 메조다공성 나노구

조체를 합성할 수 있다. 합성 후, 소성(calcina-

tion) 또는 용해(dissolution) 공정을 통해 주형

을 제거해 최종 다공성 물질(규질계 또는 탄소

계 다공성 소재)을 완성한다 [1].

다른 한편으로, 최근, 비규질계 메조다공성 

물질(금속 및 반도체)의 합성과 응용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비규질

계 다공성 나노구조체는 높은 전기 및 열전도

도를 포함, 다양한 매력적인 물리화학/전자기

적 물성으로 인해 광범위한 응용처에 적용 가

능한 재료로 각광받고 있다. 예컨대 메조다공

성 금속의 형태와 구조는 물리적, 화학적 특

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며, 바이오 센서, 표면

강화 라만산란, 표면 플라스몬 공명, 수소저

장 및 촉매 작용과 같은 응용분야에 유용한 것

으로 알려져 있다 [2-4]. 그러나 비규질계 다공

성 물질(금속, 합금 및 복합물)은 소수의 전이

금속 및 화합물 중심으로 연구돼 왔고, 합성법 

또한 한정되어 있다. 현재까지 비규질계 다공

성 물질은 졸-겔법(sol-gel method), 공침법(co-

precipitation), 역미셀법(reverse micelle) 등을 

이용해 합성됐고,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토대

로 나노크기 금속산화물의 새로운 합성법을 모

색되었다 [4]. 예컨대, 그림 1(B)에서 나타난 바

와 같이, 나노크기의 기능성 금속 산화물 합성

시 무기주형틀로 사용하기 위해 계면활성제의  

역미셀(reverse micelle)을 나노 반응기로 사용

해 기능성 금속 산화물(촉매, 형광체, 전극물

질 등)을 합성했다 [2,4,5]. 그러나 이러한 합성

법들은 합성된 주형에 원하는 전구체의 함침

(impregnation) 및 고온 소성(calcination)해 다

공성 물질을 얻으므로, 그 공정이 복잡하고 오

랜 시간이 소요돼 상용화에 적합하지 않다. 또

한, 비규질 다공성 물질제조시 기공벽의 결정

화 및 또는 주형 제거시 기공구조가 붕괴될 수 

있어 구조체를 안정하게 유지하는 것은 여전

히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기존 합성법의 단점 

보완을 위해, 형상, 조성 및 구조제어가 용이하

며, 대량생산할 수 있는 새로운 비규질계 다공

성물질 합성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2,4].

2.2  에어로솔 기반 비규질계 메조 다공성  

 금속-탄소 나노구조체

최근 기존의 복잡한 메조다공성 나노구조체 

제조의 개선 위해 고안된 에어로졸(aerosol) 또

는 분무 건조(spray drying) 방법 기반의 다공

성 물질과 합성이 주목을 받았다 [2,6,7]. 알려

진 바와 같이 에어로솔 합성법은 기존 식품, 제

약 및 재료 가공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

는 저비용 및 환경 친화적 연속생산공정이다. 

따라서 유/무기 복합 전구체를 에어로솔 방법

으로 자기조립 할 경우, 다양한 다공성 물질을 

대량생산할수 있다 [2]. 

에어로졸 기반 다공성 복합체는 유/무기 하

이브리드 및 계면활성제로 분산된 전구체 용

액을 캐리어 기체(inert carrier gas) 통한 원자

화(atomization), 용매 증발 및 고체 입자로 응

축 통해 다공성 나노구조체로 합성될 수 있다. 

여기서 전구체 용액 디자인 및 합성이 에어로

졸 공정 기반 다공성 나노구조체의 형상과 조

성물 제어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2,6,7]. 

이 중, 최근 Lu 그룹을 중심으로 에어로솔 

기반 비규질계 다공성입자의 제조 연구가 진

행됐으며, 그 중 다공성 금속/합금-탄소 나노

복합체와 응용에 대한 연구가 주목을 받고 있

다 [1,2,7]. 다공성 입자의 시계열 합성도(그림 

2(A))에 나타난 바와 같이 금속-유기리간드 복

합체(metal-organic ligand complex; organic 

ligand: oligomer, surfactant, polymer 등) 기반 

전구체(metal oleate: Ni(OA)2)로 나노입자를 합

성 후, nucleation, particle growth/clustering, 

particle networking의 과정을 거쳐 최종 메조다

공성 금속-탄소 복합체가 형성된다. 모든 합성

공정은 8초 이내에 일어나는 매우 빠른 공정이

며, 본 에어로솔 공정으로 제작된 다공성입자

는 대량합성 및 상용생산이 가능하다 [2,6]. 그

림 2(B)는 합성된 다공성 금속(Ni)-탄소복합체

(porous Ni-C composite)를 전자현미경(고해

상, 투과, 단층 단면, 3차원투과, 주사투과 전자

현미경)을 통해 나타낸 이미지이다. 합성된 다

공성 나노 복합체는 다결정이며 대략 3~5 nm 

직경의 1차 나노 결정(primary nanoparticle)

을 기반으로 조립된 약 200 nm의 입자 크기의 

메조다공성 구조를 나타낸다. 단층 단면 및 3

차원 재조합으로 얻은 부피 이미지 분석을 통

해 나타난 바와 같이, 입자 전체에 균일하게 분

포된 흑백문양의 Ni 및 C을 식별할 수 있고, 화

학 매핑 분석을 통해 Ni 나노입자결정(황색)과 

탄소 층(녹색) 사이 전자 밀도의 변화를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Ni 나노입자(노란색)가 탄소 
그림 1 ▶  메조다공성 물질의 제작 개략도 (A) 계면활성제-무기물, 하이브리드 또는 유기빌딩 블록으로부터 제작된 규질계 메조다공성 물

질 합성, (B) 주형법을 통해 제작한 메조다공성 물질 [1,4].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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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eleton(녹색)에 균일 분포돼 있을 뿐만 아니

라 탄소를 통해 서로 연결된 형태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나노입자간 공간에 의해 형성된 

3.4 nm에서 가장 많은 기공이 분포된 나노 결

정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형성된 스폰지 형태

의 기공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2]. X-선 회절분

석 (그림 2(C)-(a))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합성된 

다공성 탄소-금속(Ni) 복합체는 (111), (200) 및 

(220) 회절의 면심입방구조(fcc: face centered 

cubic)를 갖는 금속결정특성을 나타낸다. 금속 

결정은 다공체입자를 구성하는 1차 입자를 통

해 결정되며, 크기는 전자현미경의 이미지와 

같이 3.4 nm로 추정된다. 또한, 합성체의 다공

성 구조를 질소 흡탈착 거동 (그림 2C-(b)) 및 

기공 부피 분석을 통해 확인시, 평균 3.5 nm의 

기공직경과 211 m2/g의 높은 BET 표면적을 갖

는 메조다공성 금속-탄소 복합체로 제작되었

음이 확인되었다 [2].

에어로솔 공정 통한 메조다공성 나노복합

체의 형상과 기공구조 조절은 크게 hollow와 

non-hollow 구조체의 형성으로 나뉘며, 이는 

전구체 조성에 따라 조절된다 [7]. 즉, 전구체내 

구성물 조성과 비율 조절을 통해 그림 3(A)에 

나타난 것과 같은 다양한 형상 및 기공크기의 

다공성무기입자(다공성 금속 (Ni)-탄소 복합

체)를 합성할 수 있다 [7]. 이러한 형상 조절은 

나노입자의 형성속도, 유기물의 종류/성질 및 

공정온도에 따라 좌우되며, 이는 기공구조와 

표면반응성과 연관된다. 또한, 다양한 크기 및 

형태를 갖는 메조다공성 금속은 자기조립공

정 및 연질 또는 경질 미세주형을 결합한 조건

에서 제조함을 통해 더욱 다양한 형상구현이 

가능해져,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2,7]. 비규질계 다공성 무기입자의 조성조절은 

그간 큰 화두였으나, 공정상 어려움으로 산화

가 되지 않는 Pt 및 Au계 전이금속(Pt, Pd, Au 

등), 금속산화물 및 황화물에 한정된 조성으로 

제작됐다 [4]. 메조다공성 금속합성을 위해, 사

용되는 금속-유기 복합전구체(metal-organic 

complex)는 구성물에 의한 산화물 형성을 유

도하므로 생성된 입자조성은 금속 산화물의 

깁스형성에너지(gibbs free energy of metal 

oxide formation: ΔGo)와 전기음성도(electro-

negativity: χp)와 같은 조성원소의 반응온도와 

고유파라미터에 의해 결정된다. ΔGo는 온도

와 관련된 3항 방정식 (three-term-equation: Δ

Go = A + BT + CTlogT, T: 온도, A, B, C: 조성

별 고유계수)으로 기술되고, 전기음성도는 물

질의 고유 특성에 연관된다. 그림 3(B)의 그

래프는 550℃(합성온도)에서의 다양한 금속

에 대한 ΔGo의 전기음성도와 관련된 그래프

를 나타내며, ΔGo가 클 때(산화물 형성 억제

시) 메조다공성 금속 나노구조체 형성이 열역

학적으로 선호된다. 이는 원소별로 다른 특성

을 나타내며(Pt, Pd, Cu 및 Ni: ΔGo >149.3 kJ/

mol, FeO: ΔGo ≥210.5 kJ/mol, ZnO: ΔGo ≥

257.5 kJ/mol, MnO: ΔGo ≥331.4 kJ/mol), Δ

Go가 작아질수록 메조다공성 산화물상이 좀더 

형성된다. 이와 함께 전기음성도(χp)는 전자

를 끌어당기기 위한 화학적 결합능력을 측정

한 것이기 때문에, 원소자체 성질은 전기음성

도와 더 밀접히 관련돼 있다. 원소의 전기음성

도가 1.90(Cu)보다 낮을 경우 메조다공성 금속 

및 금속 합금을 형성하며, 반대경우 산화물을 

그림 2 ▶  에어로솔 공정을 통한 다공성 탄소-금속/산화물 복합체 제작 (A) 에어로솔 공정을 통한 메조다공성 나노구조체의 합성과정 

(scale bar: 50 nm), (B) 합성된 메조다공성 나노구조체의 전자현미경 분석(고해상도, 주사투과전자현미경-에너지 분산스펙트

럼 화학매핑, 단면 투과전자현미경, 원소별 3차원 재조합 이미지), (C) (a) X선 회절 통한 결정구조분석, (b) 기공측정기(porosim-

eter) 통한 표면 질소(N2) 흡착특성 분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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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탄소를 통해 서로 연결된 형태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나노입자간 공간에 의해 형성된 

3.4 nm에서 가장 많은 기공이 분포된 나노 결

정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형성된 스폰지 형태

의 기공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2]. X-선 회절분

석 (그림 2(C)-(a))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합성된 

다공성 탄소-금속(Ni) 복합체는 (111), (200) 및 

(220) 회절의 면심입방구조(fcc: face centered 

cubic)를 갖는 금속결정특성을 나타낸다. 금속 

결정은 다공체입자를 구성하는 1차 입자를 통

해 결정되며, 크기는 전자현미경의 이미지와 

같이 3.4 nm로 추정된다. 또한, 합성체의 다공

성 구조를 질소 흡탈착 거동 (그림 2C-(b)) 및 

기공 부피 분석을 통해 확인시, 평균 3.5 nm의 

기공직경과 211 m2/g의 높은 BET 표면적을 갖

는 메조다공성 금속-탄소 복합체로 제작되었

음이 확인되었다 [2].

에어로솔 공정 통한 메조다공성 나노복합

체의 형상과 기공구조 조절은 크게 hollow와 

non-hollow 구조체의 형성으로 나뉘며, 이는 

전구체 조성에 따라 조절된다 [7]. 즉, 전구체내 

구성물 조성과 비율 조절을 통해 그림 3(A)에 

나타난 것과 같은 다양한 형상 및 기공크기의 

다공성무기입자(다공성 금속 (Ni)-탄소 복합

체)를 합성할 수 있다 [7]. 이러한 형상 조절은 

나노입자의 형성속도, 유기물의 종류/성질 및 

공정온도에 따라 좌우되며, 이는 기공구조와 

표면반응성과 연관된다. 또한, 다양한 크기 및 

형태를 갖는 메조다공성 금속은 자기조립공

정 및 연질 또는 경질 미세주형을 결합한 조건

에서 제조함을 통해 더욱 다양한 형상구현이 

가능해져,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2,7]. 비규질계 다공성 무기입자의 조성조절은 

그간 큰 화두였으나, 공정상 어려움으로 산화

가 되지 않는 Pt 및 Au계 전이금속(Pt, Pd, Au 

등), 금속산화물 및 황화물에 한정된 조성으로 

제작됐다 [4]. 메조다공성 금속합성을 위해, 사

용되는 금속-유기 복합전구체(metal-organic 

complex)는 구성물에 의한 산화물 형성을 유

도하므로 생성된 입자조성은 금속 산화물의 

깁스형성에너지(gibbs free energy of metal 

oxide formation: ΔGo)와 전기음성도(electro-

negativity: χp)와 같은 조성원소의 반응온도와 

고유파라미터에 의해 결정된다. ΔGo는 온도

와 관련된 3항 방정식 (three-term-equation: Δ

Go = A + BT + CTlogT, T: 온도, A, B, C: 조성

별 고유계수)으로 기술되고, 전기음성도는 물

질의 고유 특성에 연관된다. 그림 3(B)의 그

래프는 550℃(합성온도)에서의 다양한 금속

에 대한 ΔGo의 전기음성도와 관련된 그래프

를 나타내며, ΔGo가 클 때(산화물 형성 억제

시) 메조다공성 금속 나노구조체 형성이 열역

학적으로 선호된다. 이는 원소별로 다른 특성

을 나타내며(Pt, Pd, Cu 및 Ni: ΔGo >149.3 kJ/

mol, FeO: ΔGo ≥210.5 kJ/mol, ZnO: ΔGo ≥

257.5 kJ/mol, MnO: ΔGo ≥331.4 kJ/mol), Δ

Go가 작아질수록 메조다공성 산화물상이 좀더 

형성된다. 이와 함께 전기음성도(χp)는 전자

를 끌어당기기 위한 화학적 결합능력을 측정

한 것이기 때문에, 원소자체 성질은 전기음성

도와 더 밀접히 관련돼 있다. 원소의 전기음성

도가 1.90(Cu)보다 낮을 경우 메조다공성 금속 

및 금속 합금을 형성하며, 반대경우 산화물을 

그림 2 ▶  에어로솔 공정을 통한 다공성 탄소-금속/산화물 복합체 제작 (A) 에어로솔 공정을 통한 메조다공성 나노구조체의 합성과정 

(scale bar: 50 nm), (B) 합성된 메조다공성 나노구조체의 전자현미경 분석(고해상도, 주사투과전자현미경-에너지 분산스펙트

럼 화학매핑, 단면 투과전자현미경, 원소별 3차원 재조합 이미지), (C) (a) X선 회절 통한 결정구조분석, (b) 기공측정기(porosim-

eter) 통한 표면 질소(N2) 흡착특성 분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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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한다. 따라서 이러한 전기음성도(원소)와 

합성조건(온도) 조절 통해 다양한 조성의 메조

다공성 나노구조체를 설계할 수 있다 [2]. 상술

한 바와 같이, 그림 3(C)에 나타난 에어로솔 공

정을 통해 나노입자 조립/재결합된 다공성 무

기나노구조체 경우, 개별 금속나노입자의 형

성과 조립공정 통해 합성되므로, 기존보다 다

양한 조성의 다공성입자 합성이 가능하다.

2.3  에어로솔 기반 비규질계 메조 다공성  

 금속-탄소 나노구조체의 응용

2.3.1 고효율 나노촉매 및 기체저장 매체 

에어로솔 방법으로 합성된 메조다공성 나노

물질은 광범위한 응용가능성을 제공한다. 특

히, 메조다공성 금속-탄소 복합체 경우 높은 고

온 내열성/기계적 안정성, 저온반응성과 넓은 

비표면적으로 인해 기존대비 개선된 표면 반

응성을 나타내므로, 고효율 나노촉매 및 전기

화학적 에너지 저장/변환 매체의 전극물질 용

도로 응용 가능하다 [2].

그림 4(A)-(a)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열적, 구

조적으로 견고한 메조다공성 이종금속합금 

(NixPt1-x alloy)이 에어로졸 공정에 의해 합성됐

고, 견고한 다공성 탄소 골격 및 합금 나노입

자의 결정구조를 갖는다. 메조다공성 금속 합

금 입자는 설계된 비율을 갖는 전구체를 사용

하여 정교한 조성비율을 갖는 합금으로 합성

될 수 있다. 그림 4(A)-(b)와 (c)는 몰비 1:1의 

Ni 및 Pt 올레산을 사용하는 Ni0.5Pt0.5 입자의 투

과전자현미경 및 주사투과전자현미경 이미지

를 나타낸다. 이들 입자는 단일 금속 메조다공

성 입자와 유사한 기공 구조(그림 3)를 나타낸

다. 투과전자현미경 이미지(그림 4(A)-(b))는 

다공성 합금의 1차 나노입자가 다결정 구조로 

구성돼 있음을 나타낸다. 그 구조는 주사투과

전자현미경의 에너지분산스펙트럼과 화학 매

핑을 이용(그림 4(A)-(c)), 입자 전체에 걸쳐 Ni

와 Pt의 균질한 분포를 나타낸다. 그림 4(A)-

(d)에 나타난 바와 같이, 메조다공성 NixPt1-x 

합금은 프로필렌(propylene: C3H6)의 프로판 

(propane: C3H8)으로 수소화반응 촉매로서 상

업용 Ni 나노분말(Ni nanopowder) 및 니켈-실

리케이트(Ni-SiO2) 복합체 대비 모든 온도 범위

(25~140℃)에서 탁월하게 개선된 촉매 활성을 

나타낸다. NixPt1-x 합금기반 촉매는 상대적 저

온(40℃)에서 활성을 나타내기 시작, 80℃에

서 80% 이상의 높은 전환율을 나타내나 상업용  

그림 4 ▶  (A) 메조다공성 탄소-금속 (NixPt1-x 합금) 복합체의 프로필렌 수소화 반응 촉매, (a) 다공성 NixPt1-x 합금형상의 개략도 (b) 투과전자

현미경 이미지 (c) 주사투과전자현미경-에너지 분산스펙트럼 (STEM-EDS)을 이용한 화학매핑 분석 (d) NixPt1-x 합금의 촉매특성 

(e) 촉매합금의 활성화에너지 (Ea: activation energy). (B) 메조다공성 탄소-금속 (Ni) 복합체 및 Ni-MgH2 복합체의 수소저장매체

로서 흡착능력 비교. (a) Ni 복합체의 상온 수소흡착특성 (b) Ni-MgH2 복합체의 고온 수소흡착특성 [2,8].

A

B

그림 3 ▶  에어로솔 공정을 통한 다공성 탄소-금속/산화물 복합

체 제작. (A) 다양한 형상의 탄소-금속 나노복합체의 투

과전자현미경 이미지(scale bar: 100 nm), (B) 전기음성

도(electronegativity)와 산화물 형성 깁스 자유에너지 

(gibbs free energy)에 따른 다공성 금속과 금속산화물 

형성 조건, (C) 합성조건 및 전구체 조절 통해 제작된 다

양한 조성의 메조다공성 물질(금속, 합금, 산화물, 황화

물)의 투과전자현미경 이미지(scale bar: 100 nm)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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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한다. 따라서 이러한 전기음성도(원소)와 

합성조건(온도) 조절 통해 다양한 조성의 메조

다공성 나노구조체를 설계할 수 있다 [2]. 상술

한 바와 같이, 그림 3(C)에 나타난 에어로솔 공

정을 통해 나노입자 조립/재결합된 다공성 무

기나노구조체 경우, 개별 금속나노입자의 형

성과 조립공정 통해 합성되므로, 기존보다 다

양한 조성의 다공성입자 합성이 가능하다.

2.3  에어로솔 기반 비규질계 메조 다공성  

 금속-탄소 나노구조체의 응용

2.3.1 고효율 나노촉매 및 기체저장 매체 

에어로솔 방법으로 합성된 메조다공성 나노

물질은 광범위한 응용가능성을 제공한다. 특

히, 메조다공성 금속-탄소 복합체 경우 높은 고

온 내열성/기계적 안정성, 저온반응성과 넓은 

비표면적으로 인해 기존대비 개선된 표면 반

응성을 나타내므로, 고효율 나노촉매 및 전기

화학적 에너지 저장/변환 매체의 전극물질 용

도로 응용 가능하다 [2].

그림 4(A)-(a)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열적, 구

조적으로 견고한 메조다공성 이종금속합금 

(NixPt1-x alloy)이 에어로졸 공정에 의해 합성됐

고, 견고한 다공성 탄소 골격 및 합금 나노입

자의 결정구조를 갖는다. 메조다공성 금속 합

금 입자는 설계된 비율을 갖는 전구체를 사용

하여 정교한 조성비율을 갖는 합금으로 합성

될 수 있다. 그림 4(A)-(b)와 (c)는 몰비 1:1의 

Ni 및 Pt 올레산을 사용하는 Ni0.5Pt0.5 입자의 투

과전자현미경 및 주사투과전자현미경 이미지

를 나타낸다. 이들 입자는 단일 금속 메조다공

성 입자와 유사한 기공 구조(그림 3)를 나타낸

다. 투과전자현미경 이미지(그림 4(A)-(b))는 

다공성 합금의 1차 나노입자가 다결정 구조로 

구성돼 있음을 나타낸다. 그 구조는 주사투과

전자현미경의 에너지분산스펙트럼과 화학 매

핑을 이용(그림 4(A)-(c)), 입자 전체에 걸쳐 Ni

와 Pt의 균질한 분포를 나타낸다. 그림 4(A)-

(d)에 나타난 바와 같이, 메조다공성 NixPt1-x 

합금은 프로필렌(propylene: C3H6)의 프로판 

(propane: C3H8)으로 수소화반응 촉매로서 상

업용 Ni 나노분말(Ni nanopowder) 및 니켈-실

리케이트(Ni-SiO2) 복합체 대비 모든 온도 범위

(25~140℃)에서 탁월하게 개선된 촉매 활성을 

나타낸다. NixPt1-x 합금기반 촉매는 상대적 저

온(40℃)에서 활성을 나타내기 시작, 80℃에

서 80% 이상의 높은 전환율을 나타내나 상업용  

그림 4 ▶  (A) 메조다공성 탄소-금속 (NixPt1-x 합금) 복합체의 프로필렌 수소화 반응 촉매, (a) 다공성 NixPt1-x 합금형상의 개략도 (b) 투과전자

현미경 이미지 (c) 주사투과전자현미경-에너지 분산스펙트럼 (STEM-EDS)을 이용한 화학매핑 분석 (d) NixPt1-x 합금의 촉매특성 

(e) 촉매합금의 활성화에너지 (Ea: activation energy). (B) 메조다공성 탄소-금속 (Ni) 복합체 및 Ni-MgH2 복합체의 수소저장매체

로서 흡착능력 비교. (a) Ni 복합체의 상온 수소흡착특성 (b) Ni-MgH2 복합체의 고온 수소흡착특성 [2,8].

A

B

그림 3 ▶  에어로솔 공정을 통한 다공성 탄소-금속/산화물 복합

체 제작. (A) 다양한 형상의 탄소-금속 나노복합체의 투

과전자현미경 이미지(scale bar: 100 nm), (B) 전기음성

도(electronegativity)와 산화물 형성 깁스 자유에너지 

(gibbs free energy)에 따른 다공성 금속과 금속산화물 

형성 조건, (C) 합성조건 및 전구체 조절 통해 제작된 다

양한 조성의 메조다공성 물질(금속, 합금, 산화물, 황화

물)의 투과전자현미경 이미지(scale bar: 100 nm)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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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매는 100℃ 미만에서는 거의 활성이 없다 (

전환율 <5 %). 또한, 주목할 만한 것은, Pt (예: 

Ni0.75Pt0.25)의 소량 첨가는 촉매 활성을 크게 향

상시킬 수 있다. 다양한 촉매에 대한 반응 활

성화에너지 결과(그림 4(A) 내부)에 따르면, 

다공성 금속 및 합금 촉매가 상업용 촉매 (Ea: 

48~58 kJ/mol) 대비 훨씬 낮은 활성화 에너지

(Ea: 0.1~20 kJ/mol)를 나타낸다. 이는 흡착물 

(예: H2 및 프로필렌)의 단축된 확산길이 및 다

공성 합금의 증가된 활성사이트와 독특한 기

공구조 때문이다 [2,8].

그림 4(B)는 상온(그림 4(B)-(a))과 고온(그

림 4(B)-(b))에서 메조다공성 금속(Ni 및 Ni-

MgH2)과 다른 나노물질(Vulcan XC-72 (다공성

탄소, 230 m2/g) 및 Ni 나노입자 (30~50 nm))

의 수소 (H2) 기체 흡착성능 비교이다. 상온(그

림 4(B)-(a))에서 수소압력 증가와 함께 지속적

으로 수소흡착량의 증가 경향성을 보이는 메

조다공성 금속 (Ni)의 과 달리 다른 수소흡착

물질은 거의 변화를 나타내지 않는다. 또한 고

온(258℃, (그림 4(B)-(b))에서 메조다공성 Ni-

MgH2입자는 압력에 따른 수소 저장량 증가가 

관찰되며, 비교샘플대비 매우 높은 수소 흡수

(0.30 wt.%)성능을 나타낸다. 이러한 수소저

장성능은 금속 도핑된 금속-유기 골격(metal-

doped metal-organic framework, Me-doped 

MOF) 또는 탄소 분말에서 관찰된 결과와 유사

하다 [2]. 

이는 나노구조체 내 많은 수소 결합/해리 사

이트와 금속수소화물(NiH2) 형성을 촉진하

는 나노결정 네트워크 구조에 기인한다. 메조

다공성 금속(Ni) 나노구조체의 수소저장능력

은 입자 내에 수소화마그네슘(MgH2)의 복합

화 통해 추가로 개선된다 (그림 4(B) 오른쪽). 

MgH2는 높은 저장 용량 (7.6 wt%)을 나타내지

만, 300℃ 이하에서 완만한 증가거동을 나타내

며 이는 Ni, Cu 및 Pt와 같은 전이금속의 혼합 

통해 개선된다. 따라서 메조다공성 Ni-Mg 나

노구조체 형성통해 40 중량%의 MgH2를 구조

체내에 함유하며, 이 복합 나노구조체는 25℃

에서 수소를 흡수하기 시작하며, 포화 수소저

장용량은 온도에 따라 증가하여 62 bar 및 250

℃에서 6.2 wt%에 이르며, 이는 비슷한 성능

의 벌크 Mg(400℃) 대비 150℃ 정도 감소된 온

도를 나타낸다 [2]. 이러한 실험 결과를 바탕으

로, 복합체 합성과 분산, 기체의 저장용량, 흡/

탈착 및 물질이동 속도와 재사용 효율의 극대

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나노복합체의 기체저장

매체으로 최적화시, 차세대 기체저장매체로서 

성능 개선이 가능하다 [2].

2.3.2 전기화학적 에너지 저장/변환소자 

메조다공성 무기 나노구조체는 고성능 전기

화학적 에너지 저장/변환 소자(이차전지, 슈퍼

커패시터, 연료전지)의 전극물질에 활발히 적

용되고 있다. 예컨대, 이론용량에 근접하고 장

기안정성 갖는 다양한 비규질계 다공성 나노

복합체(금속 산화물, 실리콘, 주석, 황 등)들이 

리튬이온전지의 음극재 또는 양극재로서 적용

돼 관련 연구가 진행 중이다 [8-14]. 에어로솔 공

정 기반 다공성 나노복합체 또한 전기화학적 

에너지 저장/변환 소재로 사용되고 있으며, 기

존 대비 우수한 성능, 안정성 및 대량생산성으

로 실제 기기(전기차 및 스마트 바이오전자기

그림 5 ▶  고성능 전기화학적 에너지변환/저장 소자 다공성 탄소 복합체의 리튬이온배터리 음극재 응용 (A) (a) 산화철 전구체를 기반으로 

에어로졸 공정과 탄소코팅-소결 공정을 이용한 산화철-탄소 코어-쉘 복합체 합성개략도, (b) 산화철-탄소 복합체의 전자현미경 

이미지, (c) 산화철-탄소 복합체의 장기사이클 특성, (d) 산화철-탄소 복합체의 다양한 전류밀도에서 율속 특성, (B) (a) 실리콘-

탄소 복합체의 에어로솔 공정을 통한 합성개략도, (b) 실리콘-탄소 복합체의 전자현미경 이미지, (c) 실리콘-탄소 복합체의 전기

화학적 성능 특성(장기안정성, 율속 특성)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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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매는 100℃ 미만에서는 거의 활성이 없다 (

전환율 <5 %). 또한, 주목할 만한 것은, Pt (예: 

Ni0.75Pt0.25)의 소량 첨가는 촉매 활성을 크게 향

상시킬 수 있다. 다양한 촉매에 대한 반응 활

성화에너지 결과(그림 4(A) 내부)에 따르면, 

다공성 금속 및 합금 촉매가 상업용 촉매 (Ea: 

48~58 kJ/mol) 대비 훨씬 낮은 활성화 에너지

(Ea: 0.1~20 kJ/mol)를 나타낸다. 이는 흡착물 

(예: H2 및 프로필렌)의 단축된 확산길이 및 다

공성 합금의 증가된 활성사이트와 독특한 기

공구조 때문이다 [2,8].

그림 4(B)는 상온(그림 4(B)-(a))과 고온(그

림 4(B)-(b))에서 메조다공성 금속(Ni 및 Ni-

MgH2)과 다른 나노물질(Vulcan XC-72 (다공성

탄소, 230 m2/g) 및 Ni 나노입자 (30~50 nm))

의 수소 (H2) 기체 흡착성능 비교이다. 상온(그

림 4(B)-(a))에서 수소압력 증가와 함께 지속적

으로 수소흡착량의 증가 경향성을 보이는 메

조다공성 금속 (Ni)의 과 달리 다른 수소흡착

물질은 거의 변화를 나타내지 않는다. 또한 고

온(258℃, (그림 4(B)-(b))에서 메조다공성 Ni-

MgH2입자는 압력에 따른 수소 저장량 증가가 

관찰되며, 비교샘플대비 매우 높은 수소 흡수

(0.30 wt.%)성능을 나타낸다. 이러한 수소저

장성능은 금속 도핑된 금속-유기 골격(metal-

doped metal-organic framework, Me-doped 

MOF) 또는 탄소 분말에서 관찰된 결과와 유사

하다 [2]. 

이는 나노구조체 내 많은 수소 결합/해리 사

이트와 금속수소화물(NiH2) 형성을 촉진하

는 나노결정 네트워크 구조에 기인한다. 메조

다공성 금속(Ni) 나노구조체의 수소저장능력

은 입자 내에 수소화마그네슘(MgH2)의 복합

화 통해 추가로 개선된다 (그림 4(B) 오른쪽). 

MgH2는 높은 저장 용량 (7.6 wt%)을 나타내지

만, 300℃ 이하에서 완만한 증가거동을 나타내

며 이는 Ni, Cu 및 Pt와 같은 전이금속의 혼합 

통해 개선된다. 따라서 메조다공성 Ni-Mg 나

노구조체 형성통해 40 중량%의 MgH2를 구조

체내에 함유하며, 이 복합 나노구조체는 25℃

에서 수소를 흡수하기 시작하며, 포화 수소저

장용량은 온도에 따라 증가하여 62 bar 및 250

℃에서 6.2 wt%에 이르며, 이는 비슷한 성능

의 벌크 Mg(400℃) 대비 150℃ 정도 감소된 온

도를 나타낸다 [2]. 이러한 실험 결과를 바탕으

로, 복합체 합성과 분산, 기체의 저장용량, 흡/

탈착 및 물질이동 속도와 재사용 효율의 극대

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나노복합체의 기체저장

매체으로 최적화시, 차세대 기체저장매체로서 

성능 개선이 가능하다 [2].

2.3.2 전기화학적 에너지 저장/변환소자 

메조다공성 무기 나노구조체는 고성능 전기

화학적 에너지 저장/변환 소자(이차전지, 슈퍼

커패시터, 연료전지)의 전극물질에 활발히 적

용되고 있다. 예컨대, 이론용량에 근접하고 장

기안정성 갖는 다양한 비규질계 다공성 나노

복합체(금속 산화물, 실리콘, 주석, 황 등)들이 

리튬이온전지의 음극재 또는 양극재로서 적용

돼 관련 연구가 진행 중이다 [8-14]. 에어로솔 공

정 기반 다공성 나노복합체 또한 전기화학적 

에너지 저장/변환 소재로 사용되고 있으며, 기

존 대비 우수한 성능, 안정성 및 대량생산성으

로 실제 기기(전기차 및 스마트 바이오전자기

그림 5 ▶  고성능 전기화학적 에너지변환/저장 소자 다공성 탄소 복합체의 리튬이온배터리 음극재 응용 (A) (a) 산화철 전구체를 기반으로 

에어로졸 공정과 탄소코팅-소결 공정을 이용한 산화철-탄소 코어-쉘 복합체 합성개략도, (b) 산화철-탄소 복합체의 전자현미경 

이미지, (c) 산화철-탄소 복합체의 장기사이클 특성, (d) 산화철-탄소 복합체의 다양한 전류밀도에서 율속 특성, (B) (a) 실리콘-

탄소 복합체의 에어로솔 공정을 통한 합성개략도, (b) 실리콘-탄소 복합체의 전자현미경 이미지, (c) 실리콘-탄소 복합체의 전기

화학적 성능 특성(장기안정성, 율속 특성) [9,10].

B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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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의 상용화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9-13].

그림 5(A)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산화철(Fe3O4) 

코어 및 다공성 탄소 외피층을 함유하는 복합

나노구조체는 에어로졸 공정과 유기실란올(or-

gano-silanol) 기반의 증기 코팅(vapor coating)

을 통해 제작되었다 (그림 5(A)-(a)). 이러한 독

특한 합성을 통해 산화철이 고전도 다공성 탄

소에 감싸진 구조를 갖고(그림 5(A)-(b)), 이는 

배터리 음극재로서 높은 초기 용량(1,650 mAh/

g)과 좋은 사이클 안정성(864 mAh/g)을 가진 

복합 재료를 가능케한다 (그림 5(A)-(c),(d)) [9].

또한, 그림 5(B)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실리

콘(Si) 코어 및 다공성 탄소 외피층을 함유하

는 Semimicro-size agglomerate 복합나노구조

체는 에어로졸 공정과 탄소 코팅을 통해 제작

됐고, 얇은 탄소층이 실리콘을 감싼 나노입자

가 응집돼 슈퍼구조를 이루고 있다 (그림 5(B)-

(a),(b)). 합성된 semimicro-size agglomerate 구

조의 실리콘-탄소(mSi-C) 복합체는 실리콘 나

노 입자(~100 nm)의 집합체로서 리튬 이온 배

터리의 음극재로 사용할 수 있다. 형성된 mSi-

C 복합 재료는 높은 가역 용량(2,084 mAh/g)

과 50 사이클 후에도 초기 대비 96% 수준의 용

량 유지(1,999 mAh/g)를 나타낸다. 또한, 높

은 전류밀도(12 A/g)에서도 우수한 율속 성능

(906 mAh/g)을 나타낸다 (그림 5(B)-(c)) [10]. 

나타난 바와 같이 에어로솔 공정으로 합성

된 다공성 복합체의 우수한 전기화학적 성능

은 1) 충방전 과정에서 활물질(산화철, 실리콘)

의 부피 변화에 의해 유발된 응력을 수용하고 

이온 수송을 촉진하는 독특한 복합체 구조, 및 

2) 복합체의 전도성을 향상시키고 안정한 형태

를 형성하도록 균일하게 표면 코팅된 탄소층

에 기인한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으로 제작된 

다공성 복합체는 고성능 리튬이온전지의 음극

재로서 확장성과 실제 전지로의 적용가능성을 

높인다 [9-11].

그림 6(A)는 에어로졸 공정 통해 제작한 다공

성 구형 탄소(porous spherical carbon: PSC)의 

리튬-황 전지 양극재로서 응용에 대한 것이다 

[12,13]. 그림 6(A)-(a)~(c)에 나타난 바와 같이 

다양한 기공구조와 입자 형태의 PSC/S(S: ~59 

wt.%)를 제작할 수 있고, 이를 복합체의 기공구

조 및 입자형태에 따른 전기 화학적 성능을 조

절할 수 있음이 확인됐다. 예컨대 일정 이상의 

기공 부피 (>2.81 cm3/g) 및 기공 크기 (>5.10 

nm)와 구형입자형상을 갖는 PSC/S 복합체 기

반 양극은 개선된 물질 전달과 입자 사이의 전

기적 접촉저항이 낮기 때문에 우수한 전기 화

학적 성능을 나타낸다 (그림 6(A)-(d)) [12].

또한, 그림 6(B)에 나타난 바와 같이, 리튬-

황 전지 양극재로서 에어로졸 공정 통해 제작

한 다공성 황-고분자(폴리아크릴로니트릴)-탄

소(케첸블랙) (polyacrylonitrile- ketjenblack/

sulfur: pPAN-KB/S) 나노복합체 기반 리튬-황 

전지 양극재 적용이 가능하다 [11,12]. pPAN-

KB/S 복합체 (황 함유량: ~72%)는 KB의 높

은 전도성 및 물리 흡착력과 pPAN의 Lithium 

polysulfide와의 강한 화학결합에 착안해 제

작됐고, 충·방전시 강한 화학적 상호작용 통

해 외부황의 pPAN 골격 고정과, 내부 황이 물

리적 흡착에 의해 KB 탄소 내에 포획될 수 있

다 [11-15]. 이러한 특성을 이용, pPAN-KB/S 복

합체는 0.5C 속도(1C: 1.68 A/g)에서 고용량 

그림 6 ▶  (A) 다공성 탄소-황 복합체 (PSC/S)의 고성능 리튬-황 배터리의 양극재로 응용 (a) 다공성 탄소-황 복합체 합성개략도, (b) 투과

전자현미경 이미지, (c) 주사전자현미경 이미지, (d) 전기화학적 특성 결과(기공구조 및 형상에 따른 특성 비교), (B) 다공성 탄소-

고분자-황 복합체(pPAN-KB/S)의 고성능 리튬-황 배터리의 양극재로 응용 (a) 다공성 탄소-고분자-황 복합체의 합성 개략도, 

(b) 투과전자현미경 이미지, (c) 전기화학적 성능(장기사이클 안정성, 율속 특성, 고밀도 황전극에 따른 특성 비교) [12,13].

A

B

(856 mAh/g, 100 사이클 후)과 고전류 밀도

(431 mAh/g, 8A)를 나타냈다. 또한, 높은 황밀

도(약 4.4 mg-S/cm2)를 갖는 pPAN-KB/S 전극

은 유사한 황밀도를 갖는 pPAN/S 및 KB/S 기

반 음극 대비 우수한 전기 화학적 성능(사이클 

안정성 및 속도 능력)을 나타냈다 [13].

현재, 이러한 에어로솔 공정 기반 다공성 나

노복합체의 물성, 전기화학적 계면특성 및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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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의 상용화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9-13].

그림 5(A)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산화철(Fe3O4) 

코어 및 다공성 탄소 외피층을 함유하는 복합

나노구조체는 에어로졸 공정과 유기실란올(or-

gano-silanol) 기반의 증기 코팅(vapor coating)

을 통해 제작되었다 (그림 5(A)-(a)). 이러한 독

특한 합성을 통해 산화철이 고전도 다공성 탄

소에 감싸진 구조를 갖고(그림 5(A)-(b)), 이는 

배터리 음극재로서 높은 초기 용량(1,650 mAh/

g)과 좋은 사이클 안정성(864 mAh/g)을 가진 

복합 재료를 가능케한다 (그림 5(A)-(c),(d)) [9].

또한, 그림 5(B)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실리

콘(Si) 코어 및 다공성 탄소 외피층을 함유하

는 Semimicro-size agglomerate 복합나노구조

체는 에어로졸 공정과 탄소 코팅을 통해 제작

됐고, 얇은 탄소층이 실리콘을 감싼 나노입자

가 응집돼 슈퍼구조를 이루고 있다 (그림 5(B)-

(a),(b)). 합성된 semimicro-size agglomerate 구

조의 실리콘-탄소(mSi-C) 복합체는 실리콘 나

노 입자(~100 nm)의 집합체로서 리튬 이온 배

터리의 음극재로 사용할 수 있다. 형성된 mSi-

C 복합 재료는 높은 가역 용량(2,084 mAh/g)

과 50 사이클 후에도 초기 대비 96% 수준의 용

량 유지(1,999 mAh/g)를 나타낸다. 또한, 높

은 전류밀도(12 A/g)에서도 우수한 율속 성능

(906 mAh/g)을 나타낸다 (그림 5(B)-(c)) [10]. 

나타난 바와 같이 에어로솔 공정으로 합성

된 다공성 복합체의 우수한 전기화학적 성능

은 1) 충방전 과정에서 활물질(산화철, 실리콘)

의 부피 변화에 의해 유발된 응력을 수용하고 

이온 수송을 촉진하는 독특한 복합체 구조, 및 

2) 복합체의 전도성을 향상시키고 안정한 형태

를 형성하도록 균일하게 표면 코팅된 탄소층

에 기인한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으로 제작된 

다공성 복합체는 고성능 리튬이온전지의 음극

재로서 확장성과 실제 전지로의 적용가능성을 

높인다 [9-11].

그림 6(A)는 에어로졸 공정 통해 제작한 다공

성 구형 탄소(porous spherical carbon: PSC)의 

리튬-황 전지 양극재로서 응용에 대한 것이다 

[12,13]. 그림 6(A)-(a)~(c)에 나타난 바와 같이 

다양한 기공구조와 입자 형태의 PSC/S(S: ~59 

wt.%)를 제작할 수 있고, 이를 복합체의 기공구

조 및 입자형태에 따른 전기 화학적 성능을 조

절할 수 있음이 확인됐다. 예컨대 일정 이상의 

기공 부피 (>2.81 cm3/g) 및 기공 크기 (>5.10 

nm)와 구형입자형상을 갖는 PSC/S 복합체 기

반 양극은 개선된 물질 전달과 입자 사이의 전

기적 접촉저항이 낮기 때문에 우수한 전기 화

학적 성능을 나타낸다 (그림 6(A)-(d)) [12].

또한, 그림 6(B)에 나타난 바와 같이, 리튬-

황 전지 양극재로서 에어로졸 공정 통해 제작

한 다공성 황-고분자(폴리아크릴로니트릴)-탄

소(케첸블랙) (polyacrylonitrile- ketjenblack/

sulfur: pPAN-KB/S) 나노복합체 기반 리튬-황 

전지 양극재 적용이 가능하다 [11,12]. pPAN-

KB/S 복합체 (황 함유량: ~72%)는 KB의 높

은 전도성 및 물리 흡착력과 pPAN의 Lithium 

polysulfide와의 강한 화학결합에 착안해 제

작됐고, 충·방전시 강한 화학적 상호작용 통

해 외부황의 pPAN 골격 고정과, 내부 황이 물

리적 흡착에 의해 KB 탄소 내에 포획될 수 있

다 [11-15]. 이러한 특성을 이용, pPAN-KB/S 복

합체는 0.5C 속도(1C: 1.68 A/g)에서 고용량 

그림 6 ▶  (A) 다공성 탄소-황 복합체 (PSC/S)의 고성능 리튬-황 배터리의 양극재로 응용 (a) 다공성 탄소-황 복합체 합성개략도, (b) 투과

전자현미경 이미지, (c) 주사전자현미경 이미지, (d) 전기화학적 특성 결과(기공구조 및 형상에 따른 특성 비교), (B) 다공성 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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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성, 기계적 물성, 안전성)을 만족 위해 매체

의 고효율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8-13].

3. 맺음말

본고에서는 에어로솔 공정 기반으로 제작한 

비규질계 다공성나노구조체와 촉매/에너지 저

장매체로 응용에 대해 소개했다. 단순 자기조

립(self-assembly) 및 주형(template)을 기반으

로 제작된 기존의 다공성 구조체와 달리, 본문

에서 소개된 메조다공성 나노구조체는 유기-

무기 복합전구체를 기반으로 에어로솔 공정 

통한 개별 나노입자형성과 Aggregation/Net-

working을 통해 제작되었다 [2,7]. 기존 규질계 

다공성 복합체와 달리 이러한 메조다공성 나

노복합체는 합성조건 및 전구체의 미세조절을 

통해 형상, 구조 및 조성에서 다양성(금속, 합

금, 산화물 및 황화물)을 나타내었고, 이는 기

존의 다공성입자 대비 높은 고온 안정성과 높

은 표면 반응성으로 이어졌다. 이를 통해 제작

된 다공성 나노구조체는 다공성 금속-탄소 복

합체의 경우 기체 저장(수소 저장), 수소화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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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변환 매체(리튬이온전지 전극재)로서 탁월

한 안정성을 나타내었다. 

향후 에어로졸 시스템으로 제작된 다공성 나

노구조체는 이론적 계산을 바탕으로 한 재료

선정, 나노유닛블록 전구체 디자인 및 합성, 타

겟 반응메커니즘 이해, 에어로솔 공정 자기조

립된 3차원 계층적 구조형성 과정 통한 제작이 

필요하다. 또한, 도핑, 기능화 및 복합화 등을 

통해 다공성 나노구조체의 형상, 조성, 및 구조 

조절과 신규물성 구현 및 최적화/극대화 위한 

물리·화학적 분석, 표면/계면 현상 이해 및 

다양한 응용소자와 재료간 구조-물성-공정-성

능 관계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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