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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Au/C 복합촉매에 있어서 Au 혼합비가 Pt 촉매의 활성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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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of Au content on the electro-catalytic activity 
of Pt catalyst for Pt-Au/C composite cataly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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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자 전해질막 연료전지(Polymer Electrolyte Membrane Fuel Cell; PEMFC)는 수소를 이용하여 전기를 발생시키

는 친환경적이고 이상적인 발전장치로 고효율과 높은 전류밀도를 가지며 그 응용분야가 다양하다. 저온에서 작동하는 

PEM fuel cell은 전극에서 효과적인 산화환원반응을 위해 그 촉매로 활성이 우수한 Pt(Platinum)을 사용하고 있으나, 
Pt의 높은 가격은 연료전지의 상용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료전지의 Pt/C 촉매 층에서 Pt의 분산성을 

높여 Pt의 담지량을 줄이고 작동 중 발생하는 Pt의 응집 현상을 방지하여 Pt의 수명을 연장시킬 목적으로, Au(gold) 
나노입자를 첨가한 Pt-Au/C 복합나노촉매를 제조하였다. 본 발표에서는 합성된 Pt-Au/C 복합촉매 중 Au 첨가량이 Pt 
촉매의 활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복합촉매 중에 금속(Pt+Au)의 총 함량이 30 wt.%와 40 wt.% 인 

Pt-Au/C 촉매에 대하여 각각 Au 첨가량을 변화시켜, cyclic voltammetry 법에 의해 Au 첨가 효과를 조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고자 한다. Au 나노입자를 제조하기 위한 출발 물질로는 HAuCl4･4H2O를 이용하였고 trisodium citrate와 

NaBH4를 환원제로 하여, 입경이 5～8 nm 인 Au 콜로이드를 제조하였다. Pt-Au/C 복합나노촉매를 제조하기 위하여 

먼저 Au/C 복합분체가 제조되었다. 0.03g의 carbon이 첨가된 carbon 현탁액에 합성된 Au 콜로이드 수용액을 첨가한 

후 24시간 동안 교반하여 Au/C 복합분체를 제조하였다. 이 Au/C 복합분체에 H2PtCl6･6H2O 수용액을 현탁하고 methanol
을 환원제로 사용해 Pt를 환원 석출시켜 Pt-Au/C 복합촉매를 제조하였다. Pt-Au/C 복합 나노촉매에서 Pt와 Au를 다양

한 비율(3:1, 2.5:1.5, 2:2)로 합성하였으며 Pt-Au/C 복합촉매 중 금속(Pt+Au) 촉매의 총 함량은 30 wt.%와 40 wt.%로 

각각 제조되었다. Au 나노입자 콜로이드의 분산성은 UV-visible spectrum의 흡광도에 의해 관찰되었고, Pt-Au/C 복합

나노촉매의 형상 및 분산성 분석은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TEM)에 의해 이루어졌다. 또한, 촉매의 전기화학

적 특성평가는 cyclic voltammetry(CV)에 의해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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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hybrid system with fuel cell and lithium secondary batt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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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fore, with this development assignment we’d like to develop the hybrid system combining 800W DMFC 
(Direct Methanol Fuel Cell) and 1.6kW of Lithium secondary battery pack which can be applied to the most common 
small cart. a scooter, to secure the development capability of hundreds of Watts DMFC, the high-capacity Lithium 
secondary battery pack, the technology of BMS (Battery Management System) and the development technology of 
hybrid system. DMFC, in fact, has lower energy efficiency than PEMFC (Polymer Electrolyte Membrane Fuel Cell); 
however, it has several advantages in terms of fuel storage and use. It is pretty easy to be stored and used without 
any additional colling and heating devices because of its insensitive liquid methanol to temperature. In conclusion, 
DMFC system is the most suitable device for small mobile veh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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