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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안티몬 도핑된 주석 산화물(ATO)에 담지된 백금 촉매(Pt/ATO)의 에탄올 산화반응에 대한 활성

과 전기화학적 안정성을 평가하였다. Pt 콜로이드 입자를 ATO 입자에 담지하여 Pt/ATO 촉매를

제조하였으며, 제조된 촉매는 X-ray diffraction,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TEM), 그

리고 cyclic voltammetry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Pt/ATO 촉매의 에탄올 산화 활성은 Pt/C,

PtRu/C에 비해 크게 우수하였다. Pt/ATO 촉매의 전기화학적 안정성 또한 Pt/C에 비해 우수하였

으며, TEM 사진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Pt/ATO의 안정성은 Pt입자의 성장 속도가 Pt/C에 비해

느리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의 결과로부터 ATO 나노입자가 직접 에탄올 연료전지용

담지체로서, 활성 및 안정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물질임을 확인하였다.

Abstract :Electrocatalytic activities and stabilities of Pt supported on Sb-doped SnO2 (ATO) were

examined for ethanol oxidation reactions. Pt colloidal particles were deposited on ATO nanoparticles

(Pt/ATO) and the prepared electrocatalysts were characterized by X-ray diffraction, transmission elec-

tron microscopy (TEM), and cyclic voltammetry. Electrochemical activity of the Pt/ATO for ethanol

electro-oxidation was compared to those of Pt supported on carbon (Pt/C) and commercial PtRu/

C. The activitiy of the Pt/ATO was much higher than those of the Pt/C and commercial PtRu/

C. The Pt/ATO exhibited much higher electrochemical stabilities than the Pt/C in 0.5 M H2SO4

and in 0.5 M H2SO4/1 M C2H5OH. According to TEM, the growth rate of Pt particles was lower

in the Pt/ATO than it was in the Pt/C. The ATO nanoparticle appears to be a promising support

material that promotes electrochemical reactions and stabilizes catalyst particles in direct ethanol

fuel cell.

Keywords : Direct ethanol fuel cell, Sb-doped tin oxide, Ethanol electro-oxidation, Electrochemical

stability, Potential cyc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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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에탄올은 싼 가격, 높은 이론 밀도, 그리고 사용하

기 쉬운 점 등의 이점 때문에 연료전지에서 연료로

사용하기 쉽다. 이러한 직접에탄올 연료전지의 촉매

개발은 최근 꾸준히 연구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백

금을 기반으로 하는 촉매가 높은 활성을 가지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1) 직접 에탄올 연료전지 촉매는 주로

나노 입자와 담지체로 구성되며, 담지체는 촉매 입자

의 표면적을 증가시키고 촉매 입자의 성장을 감소시

키기 위해 사용된다.

탄소 물질은 넓은 표면적, 높은 전기전도도와 기공 구

조 때문에 나노입자의 담지체로 널리 이용된다.2-4) 그러

나, 탄소 담지체는 촉매 활성에는 도움을 주지 못하고 기

계적인 담지체로서의 역할만 하게 된다. 활성에 도움을

주는 담지체로서 몇몇 산화물들이 연구되어 왔다.5-8)

주석 산화물(SnO2)은 그 화학적 물성 때문에 직접

알코올 연료전지용 담지체의 후보로서 거론되어 왔다.

낮은 포텐셜에서의 OH 흡착, 백금과의 전자효과

(electronic effect)가 그것이며 이러한 특성은 CO 및

메탄올, 에탄올 등의 산화 반응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8-10)

활성 이 외에 전기화학 반응에서 담지체 물질의 안

정성 또한 중요한 문제이다. 탄소는 NHE (Normal

Hydrogen Electrode) 대비 0.2 V 에서 물과 반응하여

이산화탄소가 된다. 이 때 백금이 있으면 이러한 탄소

부식을 가속화하여 촉매 입자의 성장이나 뭉침을 유

발하므로 연료전지 성능을 감소시키게 된다.17, 18) 티타

늄 산화물과 인듐 티타늄 산화물 등의 전도성 산화물

은 내부식성을 가지며, 따라서 촉매의 표면적 감소가

탄소 담지체를 사용한 경우보다 적은 것으로 연구된

바 있다.11,12)

본 연구에서는 안티몬 도핑된 주석 산화물(ATO)에 담

지된 백금 나노 입자 (Pt/ATO)를 제조하여 에탄올 산

화 반응에서의 활성과 안정성을 평가하였다. SnO2의 전

기전도도 향상을 위하여 Sb를 도핑하였고 전기화학적

활성 평가를 위해 Chronoamperommetry와 Cyclic

voltammetry를 이용하였다.

2. 실험 방법

ATO 나노 입자의 제조 과정은 다음과 같다.

SnCl4·5H2O (10.517그램), SbCl3 (0.342그램, Sn

대비 5 wt%), 37% HCl (4.6 ml)을 DI(deionized)

water에 섞고 NaOH 수용액 (6 그램/100 ml DI

water)를 첨가하여 전체 부피는 150 ml가 되도록 하였

다. 용액을 삼구플라스크에 넣고 100οC 온도에서 2시

간 동안 환류한 후 자연냉각, 원심분리하여 분말 시료

를 얻고 오븐에서 건조하였다. 건조된 분말을 튜브로

에 넣고 400οC 온도 및 공기 분위기에서 1시간 동안

열처리하여 ATO 나노 입자 합성을 완료하였다.

Pt/ATO 나노 입자의 제조는 폴리올법을 기반으로 하

였다.13) H2PtCl6·xH2O (0.8그램)을 0.1 M NaOH가

포함된 에틸렌글리콜 (200 ml)에 넣고 160οC 온도에서

30분 동안 환류하였다. ATO 대비 5 wt%에 해당하는 양

의 백금 콜로이드를 ATO가 분산된 수용액에 넣고 황산

수용액을 첨가하여 백금 입자를 ATO에 담지한 후 여과/

건조하였다. 건조된 Pt/ATO 분말을 튜브로에 넣고 160οC

온도에서 2시간 동안 열처리하여 Pt/ATO 나노 입자 합

성을 완료하였다. 탄소에 담지된 백금과의 비교를 위한

40 wt% Pt/C 촉매와 Sb 도핑 효과 확인을 위한 5 wt%

Pt/TO 촉매 또한 같은 방법으로 제조하였다.

X-ray diffraction (XRD) 측정은 Rigaku D/MAX

2500 장비를 이용하였으며 Cu Kα source와 40 kV,

100 mA에 2ο/min의 스캔속도로 측정하였다. 시편의 비

표면적 측정은 surface area analyzer (ASAP 2020,

Micromeritics)와 multipoint Brunauer-Emmett-Teller

(BET) 측정법을 이용하였다.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TEM) 측정은 Cu grid에 시료용액을 떨어

뜨려 시편을 만들고 JEOL 2010 TEM 장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Cyclic voltammetry는 전통적인 3극셀에서 측정하였

고, glassy carbon을 작동전극, Pt wire를 반대전극,

saturated calomel electrode (SCE)를 기준전극으로 사용

하였다. 모든 전기화학 측정 값은 normal hydrogen

electrode (NHE)에 대한 포텐셜로 기록되었다. 촉매

잉크는 DI water, 2-propanol (JUNSEI), 5 wt%

Nafion® solution (Aldrich Chem. Co)를 섞어 제조하

였다. 전기화학 측정은 마미크로피펫을 이용하여 촉매

잉크를 작동전극에 떨어뜨려 건조한 후 수행하였다. 측

정 장비는 AUTOLAB (Eco Chemie)을 이용하였고, 측정

전에 0.5 M H2SO4과 0.5 M H2SO4/1 M C2H5OH 용

액은 Ar 가스로 퍼징하였다. 촉매의 활성 평가는 0.5 M

H2SO4/1 M C2H5OH 용액에서Chronoamperometry로

30분 동안 하였으며 cyclic voltammetry는 50 mV/s의

스캔속도로 100회 실시하였다. 또한, 전기화학적 안정성

을 평가하기 위하여 0.5 M H2SO4에서 50 mV/s의 스

캔속도로 1,000회의 cyclic voltammetry를 수행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Fig. 1은 제조된 ATO, Pt/ATO, Pt/C 입자의XRD분

석 결과이다. 가장 위쪽의 XRD 패턴은 전형적인

cassiterite SnO2의 XRD 회전 패턴과 동일하며,14) 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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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합물과 관련된 피크가 없는 것으로 보아 모든 Sb

이온이 Sn 자리에 치환되었음을 알 수 있다. ATO와

탄소 담지체 (Vulcan XC-72R)의 비표면적은 BET 분

석을 통하여 측정하였으며, 그 값은 각각 99.7과

239.6 m2/g 이었다. Pt/ATO의 XRD 패턴에서는 Pt의

회절 피크가 뚜렷이 발견되지는 않았으며, 그 이유는

Pt의 양이 ATO에 비해 매우 적고 입자 크기 또한 작

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Pt/C의 패턴에서

는 Pt의 회절 피크가 잘 관찰되며 피크의 폭이 넓은

것으로 보아 Pt 입자가 매우 작은 크기로 제조되었음

을 알 수 있다.

Fig. 2는 제조된 촉매 입자들의 TEM 사진이다.

Fig. 2(a)에서 보이듯이 ATO 입자들은 균일한 구형을

이루고 있으며 그 지름은 약 5 nm 임을 알 수 있다.

Pt/ATO의 TEM 사진을 보면 (Fig. 2(b)), Pt와 ATO

의 명암비가 크지 않아서 Pt입자들이 명확히 구분되지

는 않으나, Pt와 ATO 입자의 크기 차이에 의해 구분될

수 있다. ATO 입자는 약 5 nm 정도이며, Pt 입자는

약 2~3 nm 이므로 구분이 가능하다. Pt 입자의 크기

는 Pt/C의 TEM 사진인 Fig. 2(c)에서 확인이 가능하

다. Pt/C의 TEM 사진을 보면 Pt 입자들이 탄소 담지

체 위에 고르게 분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ATO

담지체와 탄소 담지체에 담지된 Pt 입자는 모두 동일

한 Pt 콜로이드를 이용하여 제조되었으므로 담지체에

관계없이 Pt 입자들의 평균 크기는 모두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Fig. 3은 chronoamperometry를 이용하여 에탄올 산

화 반응에 대한 활성을 실험한 결과이다. Pt/C에 비해

Pt/ATO의 에탄올 산화 반응 활성이 크게 우수한 것을

볼 수 있으며, Pt/ATO의 활성은 PtRu/C 상용 촉매보

다도 우수하다. 에탄올 산화 반응에서, Pt와 SnO2가

공존할 경우 SnO2의 역할로는 (1) 낮은 포텐셜에서

OH를 제공하여 CO 산화 활성 향상 (2) Pt의 격자상

수를 변화시킴으로써 에탄올 흡착 또는 C-C bond 분

할 용이 등으로 언급되어 왔다.15,16) 이러한 논의들은

Pt/ATO 촉매에서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Fig. 1. XRD patterns of the ATO, Pt/ATO, and Pt/C

catalysts.

Fig. 2. TEM images of (a) ATO, (b) Pt/ATO, and (c) Pt/C.

Fig. 3. Mass specific current density of samples in

chronoamperometry for ethanol electro-oxi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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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지체에 Sb 도핑을 하지 않은 Pt/TO의 경우 PtRu/

C와 비슷한 활성을 보여 주었다. 이것은 SnO2가 활성

향상에 큰 영향을 주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ATO에 비

해 낮은 전기전도도는 그 영향이 미미하다는 것을 보

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에탄올 산화 반응에 있어서 제조된 촉매의 안정성

을 평가하기 위하여 0.5 M H2SO4/1 M C2H5OH 용

액에서 cyclic voltammetry를 100회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 4에 나타내었다. Fig. 4(a)는 Pt/C와 Pt/

ATO의 100회 수행한 결과 중 5회와 모든 10번째마다

(10, 20, … 100번째)의 cyclic voltammogram이다. Fig. 3의

chronoamperometry결과와 마찬가지로 Pt/ATO 촉매에

서의 에탄올 산화 활성이 크게 우수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cycling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Pt/ATO

촉매에서의 onset potential은 0.35 V에서 0.4 V로 증

가했으며, Pt/C의 경우는 약 0.5 V에서 0.6 V로 증가

하였다. positive going 방향이나 negative going 방향

모두 전류밀도가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Pt/C나

Pt/ATO 모두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Pt/ATO

의 경우 에탄올 산화 전류의 감소 폭이 더 적게 나타났

으며 그 비교 결과를 Fig. 4(c)에 나타내었다. Fig. 4(c)는

0.7 V에서의 전류밀도값을 normalize하여 그 감소 경향

을 나타낸 것이다. 약 50회까지는 비슷한 감소를 보이나

그 이후부터는 Pt/C에서의 전류 감소가 더 큰 것이 뚜

렷이 보인다. 따라서, 에탄올 산화 반응에서의 촉매 안정

성은 Pt/ATO가 Pt/C에 비해 우수한 것을 알 수 있다.

Fig. 4. 100 cycling results of (a) Pt/C and Pt/ATO in

0.5 M H2SO4/1 M C2H5OH, and (b) normalized current

at 0.7 V.

Fig. 5. Cyclic voltammograms in 1000 cycling in 0.5 M

H2SO4 of (a) Pt/C and (b) Pt/ATO in 0.5 M H2SO4, and

(c) normalized H-desorption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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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매의 전기화학적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0.5 M

H2SO4 용액에서 potential cycling 실험을 1000회까지

실시하여, 에탄올이 없는 산성용액에서 순수한 전기화

학적 안정성에 대한 평가를 하고자 하였다. Potential

cycling실험을 하면 anodic scan 시 또는 Pt-oxide 환

원 시에 Pt가 녹게 되고, 녹은 Pt 이온은 전해질 속으

로 들어가거나 Pt입자에 달라 붙어 입자 성장을 유발

한다.17) 이와 동시에 탄소 부식 또한 입자 성장에 영

향을 준다. 따라서, 전기화학적 활성 면적은 감소하게

된다. Fig. 5(a)와 (b)에 3번째와 모든 100번째

(100, 200, … 1000번째) cyclic voltammogram을 나타

내었다. Pt/C와 Pt/ATO 모두 스캔 횟수가 증가할수록

수소흡탈착 영역 (0.05~0.4 V)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

으나, 그 감소 폭은 Pt/ATO의 경우가 더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Fig. 5(c)는 수소탈착 charge를 normalize하

여 나타낸 것이다. Pt/C의 경우 초기에는 면적이 증가

하는데 이것은 Pt 표면의 전기화학적 cleaning 때문이

다.18,19) Pt/ATO의 경우는 면적 증가 없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보아 담지체의 표면상태 또는 불순

물의 양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18) 전체 면

적 감소는 Pt/C의 경우 약 60%이고, Pt/ATO의 경우

약 30%이다. 이것은 Pt/ATO가 Pt/C보다 전기화학적

으로 안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앞서 언급

한 것처럼, ATO의 내부식성 때문일 것이다. 탄소는 Pt

와 함께 존재할 때, Pt에 흡착한 OH 기에 의해 부식

이 쉽게 발생한다.18) 반면, 산화물의 경우는 부식에 강

하며 산화분위기에서의 내부식성은 다른 문헌들에도

발표된 바 있다.11,12) 내부식성 이 외에 가능한 이유로

는, ATO와 cycling에 의해 녹은 후 redeposition되는

Pt 간의 상호 작용이다. 탄소는 금속과의 상호작용이

약해서 redeposition되는 Pt가 쉽게 이동하여 Pt 입자

에 붙어 입자 성장이 쉽게 되지만, 산화물은 금속과의

상호작용이 강해서 redeposition되는 Pt가 쉽게 이동하

지 못하므로 ATO는 이 때 anchor로 작용하게 된다.

Pt와 산화물간의 강한 상호작용은 ceria나 TiO2를 사

용한 실험에서도 보고된 바가 있다.20,21)

Fig. 6은 potential cycling 실험 이후 얻은 TEM 사

진이다. Pt/C (Fig. 6(a))의 경우 potential cycling 전

에 얻은 Fig. 2와 비교해 보면 Pt 입자의 성장이 명

확하게 관찰되며, 2~3 nm 정도의 입자가 5 nm 이상의

크기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6(b)는 cycling

실험 후에 얻은 여러 개의 Pt/ATO 사진 중 하나이고

(c)는 그 확대 사진이다. Pt 입자가 5 nm 이하의 크기

인 것을 볼 수 있으며 Pt 입자의 성장 속도가 Pt/C에

비해 느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Pt/ATO의

전기화학적 안정성은 Pt 입자의 성장 속도가 느리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4. 결 론

Pt/ATO 촉매를 제조하여 에탄올 산화 반응에 대한

활성과 전기화학적 안정성을 평가하였다. Pt/ATO의 에

탄올 산화 활성은 Pt/C와 PtRu/C보다 우수하였으며,

그 이유는 SnO2와 Pt간의 bifunctional 효과 및 Pt의

격자상수 변화에 의한 에탄올 흡착 또는 C-C bond

분할 용이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Pt/ATO는 전기화

학적 안정성 측면에서도 Pt/C에 비해 우수하였다. 전

해질에 에탄올이 첨가되었을 때나 그렇지 않은 경우

모두에서 에탄올 산화 전류 및 Pt의 전기화학적 활성

면적 감소가 Pt/ATO에서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Potential cycling 후 얻은 TEM 사진으로부터 Pt 입

자의 성장 속도가 Pt/ATO에서 더 느리다는 것을 확인

하였으며 이 때문에 Pt/ATO가 전기화학적으로 안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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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EM images of (a) Pt/C, (b) Pt/ATO, and (c) magnified one of (b) after 1000 cyc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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