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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or the commercialization of polymer electrolyte membrane fuel cell (PEMFC), some serious problems such as the
decrease of platinum use as catalysts and a larger overpotential of oxygen reduction reaction (ORR) at cathode must be
solved. In this study, 20%Pt/C and 20%PtCo/C catalysts for the cathode of PEMFC were synthesized from the chemical
reduction method and evaluated using an electrochemical measurement. The ORR activity of synthesized 20%Pt/C and
20%PtCo/C had higher than that of the 20%Pt/C on the market. The synthesized 20%PtCo/C with the cobalt concentration
(Pt:Co atomic ratio) from 5 to 20% showed the highest ORR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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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환경,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서 연료전지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고분자전해질 연료전지(PEMFC) 는

아노드에서의 수소의 산화반응, 그리고 캐소드에서의

산소의 환원반응으로서 반응물로서 수소와 산소, 생성

물로서 물이 생성되므로 공해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타

연료전지에 비하여 고전류밀도, 그리고 저온(100oC이

하)에서 운전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자동

차, 모바일, 그리고 정지용 전원으로서 많은 연구가 되

고 있다[1,2]. 

이러한 고분자전해질연료전지를 상용화시키기위해

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나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

점은 아노드 그리고 캐소드 촉매로서 귀금속인 백금

(Pt) 전극촉매가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산소

환원반응과 Pt 표면에 산소의 흡착에 의한 Pt 산화물

생성에 의한 에너지 손실(과전압)은 약 0.2-0.3V에 이

른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고분자연료전지를 실

용화 시키기 위해서 Pt alloy, non-Pt 촉매개발 그리고

Pt의 단결정구조을 제어하여 촉매의 활성을 극대화 시

키는 방법 등이 제안되고 있다. 특히, Pt alloy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Pt alloy(Co,

Fe, Cr, V 등) 촉매가 Pt촉매에 비해 일반적으로 높은

활성을 나타내고, 이러한 높은 활성을 나타내는 이유는

Pt-Pt 원자간 거리, 지지체표면 위에 담지된 Pt상태, Pt

5d 밴드 공공 등의 여러 지 인자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3-8].

고분자전해질연료전지를 상용화를 위해서 고활성을

가지는 캐소드촉매 개발 및 백금저감 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 캐소드촉매는 50-60%Pt/C촉매가 사용

되고 있고 50-60% 이르는 백금의 담지량을 감소시키

면서 활성을 극대화한 촉매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서 본 연구에서는 화학환원법을 이용하여20%Pt/C 및

20%PtCo/C제조하였다. 그리고 캐소드촉매로서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전기화학측정을 실시하여†E-mail : hjryu@kric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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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환원반응을 평가하고 시판 중 20%Pt/C(E-TEK사)

의 촉매와 비교 검토하였다. 

2. 실험방법

2.1. 전극촉매제조

고분자전해질 연료전지용 캐소드촉매를 제작하기 위

하여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Fig. 1과

같은 과정의 화학환원법을 이용하여 백금 촉매를 제작

하였다. 

Vulcan XC 72(Cabot Co.)를 70oC의 질산용액에 전

처리 한 후, 탄소지지체로서 사용하였다. 전처리 된

Vulcan XC 72 0.4 g을 100 ml증류수에서 초음파를 이

용하여 30분간 분산시킨 후, 금속촉매 전구체 K2PtCl4
(Kojima Co., 99%) 및 CoCl2·6H2O(Samchum Co.

97%)를 첨가하였다. Pt(+Co)를 20 wt% 담지시키기 위

해 Vulcan XC 72:Pt(+Co)의 비율을 0.4:0.1(wt%)로 하

여 금속전구체를 첨가, 30분간 교반시켰다. 금속전구체

Pt와 Co의 비율(Pt에 대하여 Co의 원자비)은 각각

100:0, 95:5, 90:10, 80:20, 60:40으로 하였다(이후, 각각의

촉매를 20%Pt/C, 20%PtCo(95:5)/C, 20%PtCo(90:10)/C,

20%PtCo(80:20)/C, 20%PtCo(60:40)/C로 한다.). 그 후에

NaOH를 첨가하여 80oC에서 2시간 동안 교반시킨 후,

HCHO(Kanto Co., 37%solution)를 50 ml첨가하여 80oC

에서 1시간 동안 환원시키고 pH7이 될 때가지 증류수

로 촉매를 세척, 80oC에서 건조시켜 촉매를 제작하였다.

2.2. 전기화학측정

전기화학측정을 위한 working electode는 다음과 같

은 과정으로 제작하였다. 

1) DuFont사의 Nafion Solution(Type: SE-5012)와 증

류수의 비율을 9:1(vol%) 혼합한 용액을 만든다.

2) 위의 용액 5 ml에 제작한 촉매 0.025 g을 첨가 후,

초음파를 이용 30분간 분산시킨다. 

3) 마이크로피펫을 이용 25 µg Pt/C 촉매를 glassy

carbon위에 코팅시킨 후, 120oC에서 1시간 열처리

시킨다.

전기화학측정으로서 cyclic votammetry(CV)를 0.05-

1.5V vs. SHE의 전위범위, 조사속도는 30 mV/sec, 실

온에서 측정하였다. 그리고 Reference electrode는 Ag/

AgCl전극, counter electrode으로 백금선을 이용하여

1M의 황산수용액에서 질소, 산소분위기에 CV를 측정

하였다. 질소분위기에서 20cycles CV측정 후, 산소분

위기에서 CV를 측정하여, 질소와 산소분위기의 차이

를 캐소드반응인 산소환원반응전류로 판단하여 각각의

조건에서 제작된 촉매의 산소환원반응을 평가하였다.

그리고 질소분위기 CV의 20cycle시, 0.3-0.05 V vs.

SHE(cathodic sweep)의 전위영역에서 백금표면에 수소

가 흡착하는 전하량(210 µC/cm2Pt)을 이용하여 백금의

실제표면적을 계산하여 비활성을 측정, 각각의 촉매를

평가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화학환원법으로 제조된 20%Pt/C와 20%E-
TEK사 Pt/C 촉매의 비교

고분자연료전지용 20%Pt/C 촉매를 제작하여 E-

TEK사의 20%Pt/C촉매와 1M의 황산수용액에서 질소

및 산소분위기에서 전기화학평가를 실시하여 질소분위

기에서의 전기화학거동을 검토하고 산소분위기에서 산

소환원반응 활성을 비교하였다. 또한 TEM분석을 이용

해서 담지된 백금의 사이즈 및 분산도를 검토하였다. 

3.1.1 제조된 20%Pt/C와 E-TEK 20%Pt/C의 질소분

위기에서의 Cyclic voltammograms

Fig. 2은 실온에서 질소 및 1M황산수용액 분위기에

서의 0.05V-1.5V(vs. SHE) 전위범위의 cyclic voltam-

Fig. 1. Synthesis process of 20%Pt/C and 20%PtCo/C
catalysts by chemical reduct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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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grams이다. 제조된 20%Pt/C와 E-TEK 20%Pt/C의

cyclic voltammograms는 몇 개의 영역으로 구분된다.

먼저 0.05-0.3V영역은 수소의 흡착에 의해 환원전류와

흡착된 수소의 산화에 의해 산화전류가 각각 나타난다.

그리고 0.4-0.7V영역(anodic sweep)에서는 전기이중층

의 충전전류가 흐른다. 0.7V이상의 영역에서는 Pt표면

의 H2O의 산화에 의해서 다음과 같은 반응이 나타난다.

Pt + H2O → Pt-OH + H+ + e- (1)

Pt-OH → Pt-O + H+ +e- (2)

Pt-O → PtO (3)

P-O + H2O → PtO2 + H+ + e- (4)

이러한 (1), (2)의 Pt의 표면흡착상태를 지나서, 산소

원자의 벌크백금 내부로의 확산에 의해 (3), (4)의 반응

과 같은 백금산화물이 생성(Place exchange model)되

어 0.7V 이상의 전위영역에서 산화전류가 흐른다. 이

러한 백금산화상태가 캐소드의 산소환원반응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Fig. 2의 제조된

20%Pt/C와 E-TEK 20%Pt/C의 cyclic voltammograms

에서는 산화반응은 0.7V 의 같은 전위에서 시작되지만

1.3V이후의 전위에서는 제조된 20%Pt/C가 E-TEK

20%Pt/C에 비하여 급격하게 산화반응이 나타나는 것

을 관찰할 수 있다. 그리고 0.3-0.05V(cathodic sweep)

전위영역에서 수소의 흡착 피크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

은 제조된 20%Pt/C와 E-TEK 20%Pt/C의 표면상태,

결정구조등과 같은 차이가 있다고 판단된다[9]. 

3.1.2 제조된 20%Pt/C와 E-TEK 20%Pt/C 촉매의 산

소환원반응

Fig. 3은 실온, 1M의 황산수용액분위기에서 제조된

20%Pt/C와 E-TEK 20%Pt/C의 산소환원반응전류를 나

타낸다. 산소환원반응전류는 산소, 질소분위기에서 전

류의 차(iO2-iN2)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제조된 20%Pt/

C와 E-TEK 20%Pt/C의 산소환원반응개시전위는 0.98,

1.01V로 E-TEK 20%Pt/C촉매의 개시전위가 높게 나타

났다. 그러나 0.91V이하의 전위에서는 제조된 20%Pt/

C가 높게 나타났다. 0.85V의 전위에서 산소환원반응전

류를 비교한 결과, 각각 0.086 mA/cm-2, 0.057 m A/cm-2

로 제조된 20%Pt/C가 E-TEK 20%Pt/C에 비하여 약

1.5배 산소환원반응전류를 나타냈다. 

Fig. 4는 제조된 20%Pt/C와 E-TEK 20%Pt/C를0.9,

0.8, 0.7, 0.6V에서의 300초간 정전위측정을 실시하여

산소환원반응전류를 측정한 결과이다. 0.9V이하의 각

전위에서 제조된 20%Pt/C가 E-TEK 20%Pt/C 촉매보

다 높은 전류값을 나타내며 이러한 결과는 Fig. 3의 결

Fig. 2. Cyclic voltammograms of the synthesized 20%Pt/C
and E-TEK 20%Pt/C catalysts at room temperature
in 1M sulfuric acid, N2.

Fig. 3. Current density of the oxygen reduction reaction
(iORR) for the E-TEK 20%Pt/C and synthesized
20%Pt/C at room temperature in 1M sulfuric acid.

Fig. 4. Time-current density curves of the E-TEK 20%Pt/
C and synthesized 20%Pt/C at 0.9, 0.8, 0.7, and
0.6V for 300s in 1M sulfuric acid, 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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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와도 일치한다. 그리고 0.8V이하의 각 전위에서 전

류의 편차가 큰 것은 산소환원반응의 속도가 물질의

이동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게 되므로서 교반에 의한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이다. 

Fig. 5는 제조된 20%Pt/C (a)와 E-TEK 20%Pt/C (b)

촉매의 TEM 분석결과를 나타낸 사진이다. (a), (b) 에

서 Pt는 1-4 nm의 입자크기와 유사한 분산도를 나타내

었다.

Fig 3-4의 산소환원반응결과로부터 제조된 20%Pt/C

촉매가 E-TEK 20%Pt/C 촉매와 유사한 담지량을 나타

낼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TEM분석결과에서는 E-TEK

20%Pt/C 촉매가 보다 높은 담지량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제조된 20%Pt/C촉매가 E-TEK 20%Pt/C 보

다 높은 산소환원반응을 나타낸 것은 Fig. 2결과에서

담지된 Pt의 표면상태, 나노입자의 결정구조의 차이에

서 오는 결과라고 판단된다.

3.2. 20%Pt/C와 20%PtCo/C의 산소환원반응

고분자연료전지용 캐소드 촉매로서 적용하기위해서

는 고활성을 가지는 촉매와 더불어 Pt저감기술에 관한

연구 또한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의 대표적인 방법으로

서 Ptalloy촉매에 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E-TEK 20%Pt/C촉매보다 높은 산소환원반응을 나타낸

20%Pt/C에서 Pt양을 5%-40%까지 감소시키는 대신

Co를 첨가하여 촉매를 제조하였다.

Fig. 6은 20%Pt/C와 20%PtCo/C촉매의 산소환원반

응 전류를 나타낸다. Co의 양이 5-20%까지 증가할수

록 20%PtCo/C의 산소환원반응전류가 증가하였고 Co

의 양이 40%에 이르러서 급격하게 산소환원반응전류

가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

하여 0.025 mA/cm-2에서의 전위를 산소환원반응 개시

전위(EORR), 그리고 0.85V에서의 산소환원반응전류

(iORR)를 분석하였다. 

Fig. 7은 20%Pt/C와 20%PtCo/C 촉매의 Co의 양에

따른 산소환원반응개시전위와 산소환원반응 전류를 나

타낸다. 

Fig. 5. TEM images of (a) E-TEK 20%Pt/C and (b) the
synthesized 20%Pt/C catalysts(50 nm and 20 nm).

Fig. 6. Current density of the oxygen reduction reaction
(iORR) for and synthesized 20%Pt/C and 20%PtCo/
C at room temperature in 1M sulfuric acid.

Fig. 7. Potential (EORR) at 0.025mA/cm-2 and current
density (iORR) at 0.85V vs. SHE for and
synthesized 20%Pt/C and 20%PtCo/C catalysts by
Co amou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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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Pt/C촉매보다 Pt 대신 5-20% Co첨가하여Pt

alloy를 제조했을 경우, 적은 Pt의 양임에도 높은 산소

환원반응 개시전위 및 전류를 나타내었다. 특히, Co의

양이 20%일 경우, 산소환원반응개시전위가 0.94V, Co의

양이 10%일 경우, 산소환원반응전류는 0.986 mA/cm-2의

값을 각각 나타내었다. 

캐소드촉매의 산소환원반응에 관한 연구에서 Pt촉배

보다 Pt alloy촉매가 고활성을 나타내는 이유는Pt-Pt 원

자간 거리, Pt d-밴드공공의 증가, 표면구조의 변화와

같은 인자에 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작된20%PtCo/C촉매가 20%Pt/C촉매보다 고활성을

나타내는 것은 Co의 첨가에 따른 Pt-Pt 원자간 거리,

Pt d-밴드공공의 증가, 표면구조의 변화와 같은 인자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며 산소화원반응과 이러한

인자와의 정확한 규명을 위해서는 다양한 물성분석 및

전기화학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4. 결 론

고분자연료전지의 실용화를 위해서는 캐소드로서 사

용되는 백금촉매의 산소환원반응의 활성을 극대화시키

고 백금저감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

에서는 이를 위하여 20%Pt/C 및 20% PtCo/C를 제조

하여 전기화학측정를 이용하여 촉매의 전기화학거동

및 산소환원반응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시판되는 E-

TEK사의 20%Pt/C에 비하여 약 1.5배의 산소환원반응

활성을 갖는 20%Pt/C를 개발하였다. 그리고 Pt저감을

위해 Pt를 대신, Co를 담지시킨 결과, 20%Pt/C보다 높

은 활성을 가지는 PtCo/C를 개발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고분자 연료전지의 상용화를 위한 캐소드 촉매

연구에서 기초적인 데이터로서 활용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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