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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비율의 Pt와 Bi를 carbon black (Vulcan XC-72R)에 담지시킨 Pt-Bi/C 촉매를 환원법을 이용하여 합성하였다. Pt

와 Bi의 전구체로는 염화백금산(H2PtCl6⋅xH2O)과 비스무스트리질산(Bi(NO3)3⋅5H2O) 수용액을 각각 사용하였으며, 

금속을 carbon에 담지하기 전, 금속물질의 분산도를 높여주기 위해 열처리와 산처리를 수행한 carbon black을 사용하였다. 

XRD (X-ray Diffraction) 분석과 XPS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분석을 통하여 Pt-Bi/C 촉매 내에 Pt와 Bi가 소성

시키기 전에는 BiPt 혹은 Bi2Pt로 존재하지만 500 ℃에서 소성을 한 후에는 Pt 격자구조 안으로 Bi가 침투하여 alloy을 

형성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합성한 전극의 메탄올 산화반응은 전기화학분석장치(Potentiostat; Princeton applied research, 

VSP)를 사용하여 0.5 M CH3OH와 0.5 M H2SO4의 혼합수용액에서 순환전압법(cyclic voltammetry, CV)을 이용해 측정

하였다. 메탄올 산화에 대한 전기화학적 촉매 활성을 평가한 결과 적절한 양의 Bi를 첨가한 경우, 메탄올 산화반응에 

대한 높은 촉매활성을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메탄올 산화에 대한 활성은 전극과 전해질 사이의 안정성과 밀접한 관련

이 있다. 정전압법(Chronoamperometry, CA)을 이용하여 전극의 안정성을 평가한 결과 메탄올 산화반응에 높은 활성을 

나타내는 촉매일수록 전극의 안정성도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Pt-Bi/C catalysts supported on carbon black with various Pt/Bi ratios were synthesized by a reduction method. Chloroplatinic 

acid hydrate (H2PtCl6⋅xH2O) and bismuth (III) nitrate pentahydrate (Bi(NO3)3⋅5H2O) were used as precursors for Pt and 

Bi, respectively. Before loading metal on carbon, heat treatment and pretreatment of carbon black in an acidic solution was 

conducted to enhance the degree of dispersion. The physical property of the synthesized catalysts was investigated by X-ray 

diffraction and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The XRD pattern of untreated Pt-Bi/C catalyst showed BiPt and Bi2Pt peaks 

in addition to Pt peaks. These results imply that Bi atoms were incorporated into the Pt crystal lattice by Pt-Bi alloy 

formation. The catalytic activity for methanol oxidation was measured using cyclic voltammetry in a mixture of 0.5 M H2SO4 

and 0.5 M CH3OH aqueous solution. The addition of proper amount of Bi was found to significantly improve catalytic activity 

for methanol oxidation. The catalytic activity for methanol oxidation was closely related to the stability between electrode 

and electrolyte. In order to investigate the stability of catalysts, chronoamperometry analysis was carried out in the same sol-

ution at 0.6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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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화석 연료의 고갈로 인한 대체에너지 자원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환경오염 문제가 대두 되면서 환경 친화적이며 높은 에너지 효율을 

지닌 연료전지(Fuel Cell)가 에너지 전환장치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

다. 연료의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직접 변환하는 연료전지는 수

소 경제의 최종 단계로써 제안되고 있다.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고

분자 전해질 연료전지(Polymer Electrolyte Membrane Fuel Cell, 

PEMFC)는 높은 에너지 전환효율, 낮은 작동 온도, 그리고 오염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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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이 없어 특히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연료로 사용되는 수소의 

생산 및 저장, 수송 등의 기술적 어려움으로 인해 최근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1].

수소와 산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와 비교할 

때, 직접 메탄올 연료전지(Direct Methanol Fuel Cell, DMFC)는 액체

인 메탄올을 사용하기 때문에 부피가 큰 연료 재공급 장치가 필요가 

없어 가까운 미래에 휴대폰과 같은 휴대용 전력 수단으로써 각광 받

고 있다[2-7]. 현재 휴대용 전자기기에 주로 사용되는 리튬이온 이차

전지는 전기용량이 적어서 사용 시간이 짧고, 재충전을 하는데 상당

한 시간이 필요하며 전지의 수명은 2년 이하로 짧다. 특히, 갈수록 휴

대용 전자기기의 기능이 향상되면서 전기소모량의 증가로 전지의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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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용량이 커지게 되어 기기의 전체 부피가 커져야 하는 문제점이 있

는 반면, DMFC는 메탄올만 공급해주면 사용시간을 얼마든지 늘릴 

수 있어 기존 전지의 용량제한이나 충전시간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시

킬 수 있다. 그러나 직접 메탄올 연료전지가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휴대용 전력장치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다음과 같은 문제

점들이 존재한다. 느린 메탄올 산화반응 속도에 따른 저 출력 밀도, 

메탄올이 고분자 전해질 막을 통해 산화전극(Anode)에서 환원전극

(Cathode)쪽으로 이동해 환원전극의 과전압(Over Potential)을 높이는 

메탄올 Cross Over 현상이 일어나는 점을 들 수 있다[8]. 또한 값비싼 

Pt 촉매의 다량 사용으로 인한 고비용과 부산물인 일산화탄소(CO)의 

Pt 전극 피독현상으로 인한 활성 저하 등의 문제점이 있다[9]. 

Pt 촉매는 낮은 온도에서 알코올 산화반응에 매우 적합한 물질로 

알려져 있으나, 순수한 Pt는 일산화탄소 피독(CO poisoning)현상으로 

인하여 활성이 감소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

결하기 위하여 조촉매로써 Ru, Sn, Mo, Rh, Pb와 같은 합금 물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10-15], 특히 Pt/Ru 촉매는 CO에 대한 

내구성이 향상되어 Pt를 단독으로 쓰는 경우에 비해 뛰어난 성능을 가

진다는 사실이 최근 수년간 연구, 보고되었다[16-20]. 이와 더불어 최

근 Pt/Bi 합금촉매가 포름산 산화반응에 대한 전기화학적 활성과 CO

에 대한 내구성이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다[21]. 

본 연구에서는 직접 메탄올 연료전지의 CO에 대한 내구성 향상과 

이에 따른 메탄올 산화반응의 활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조촉매로써 

Bismuth를 첨가하여 다양한 비율의 Pt-Bi/C를 환원법에 의해 합성하

였고, 합성한 전극에 대한 특성분석 및 메탄올 산화반응의 촉매 활성

과 안정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2. 실    험

담지체로 사용한 carbon black (Vulcan XC-72R)은 금속을 잘 분산 

시키기 위해 열처리(500 ℃, 4 h) 및 왕수(염산/질산, v/v = 3/1)에서 

산처리를 수행하였다. 열처리는 air 분위기의 furnace 안에서 5 ℃/min

로 500 ℃까지 승온시킨 뒤 500 ℃에서 4 h 동안 온도를 유지시키며 

소성을 하였다. 열처리가 끝난 carbon black (Vulcan XC-72R)은 왕수

(염산/질산, v/v = 3 : 1)에 넣어 24 h 동안 교반을 시켜준 뒤에 72 h 

동안 aging time을 거친 것을 증류수에 충분히 세척하여 오븐에서 건

조한 뒤 사용하였다. 염화백금산(H2PtCl6⋅xH2O)과 비스무스트리질산

(Bi(NO3)3⋅5H2O)을 Pt와 Bi의 전구체로 각각 사용하였으며, 다양한 

비율로 증류수에 녹인 뒤 일정한 온도(80 ℃)의 카본 현탁액에 한 방

울씩 천천히 주입하였다. 금속과 담지체의 분산도를 향상시키기 위하

여 혼합용액은 ultra sonicator에 충분히 분산시켜 주었다. 환원제를 첨

가하기 전에 혼합용액의 pH를 조절해 주는데 이는 카본 위에 환원될 

금속의 입자크기를 조절하기 위함이다. 메탈의 담지량이 일정하더라

도 금속의 입자 크기에 따라 촉매의 활성 차이를 보이게 된다. 본 연

구에서는 수산화나트륨(NaOH) 수용액을 이용하여 pH를 9로 조절하

여 금속의 입자 크기가 약 3∼4 nm 안팎이 되도록 촉매를 합성하였

다. 카본 위에 금속을 환원시키기 위해서 수소화 붕소나트륨(NaBH4) 

수용액을 환원제로 사용하였다.

환원법에 의해 합성된 촉매는 증류수를 이용하여 여러 번 세척을 

해주어 잔류하는 염화물 및 기타 불필요한 이온을 충분히 제거한 뒤

에 80 ℃의 건조기에서 건조시켜주었다. 건조된 촉매는 500 ℃에서 3 h 

동안 질소 분위기 하에서 소성한 후 특성분석 및 메탄올 산화반응 특

성을 조사하였다. 일반적으로 다성분계 금속 촉매의 열처리는 금속간

의 alloy형성을 돕고, 촉매 표면에 잔류하고 있는 유기 흡착물을 제거

해 줌으로써 촉매의 성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준다[22]. 모든 촉매

의 금속 물질은 담지체인 carbon black에 대해 20 wt% 비율로 환원 

시켰으며, 활성 비교를 위하여 같은 담지량의 Pt/C 촉매를 동일한 방

법으로 제조하였다.

합성된 촉매의 결정성은 X선 회절(X-ray Diffraction; Philips, X’pert 

MRD)분석을 통해 확인하였고, Pt와 Bi의 산화가는 XPS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Thermo-scientific, ESCA 2000) 분석을 통

해 조사하였다. 촉매의 조성과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SEM (Scanning 

Electron Microscopy)-EDS (Energy Dispersive Spectroscopy) 분석과 

TEM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Philips, CM200) 분석을 수

행하였다. 

합성한 전극의 메탄올 산화반응은 전기화학분석장치(Potentiostat; 

Princeton applied research, VSP)를 통해 0.5 M CH3OH와 0.5 M 

H2SO4의 혼합수용액에서 50 mV/s의 속도로 -0.2∼1.2 V (vs. Ag/AgCl)

의 범위에서 순환전압법(Cyclic Voltammetry, CV)을 이용하여 수행하

였다. 또한 Pt/Bi 비율에 따른 촉매의 메탄올 산화반응에 대한 안정성

을 평가하기 위해서 0.5 M CH3OH와 0.5 M H2SO4의 혼합수용액에서 

0.6 V (vs. Ag/AgCl)로 1 h 동안의 전류변화를 일정전압법(Chronoam- 

perometry, CA)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전극은 GDL (Gas Diffusion Layer) paper 위에 제조한 촉매잉크를 

고르게 뿌려 사용하였다. 촉매잉크는 손실량을 고려하여 GDL 위에 

뿌려져야 될 양의 3배를 제조하였다. 환원법에 의해 합성한 촉매 54 mg

과 5% Nafion 용액 89.1 mg, 2-propanol 2922.8 mg을 섞은 후에 ultra 

sonicator에 충분히 분산시킨 촉매 잉크를 스프레이 건을 이용하여 일

정한 면적의 GDL (Gas Diffusion Layer) paper 위에 고르게 뿌려서 전

극을 제조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모든 샘플은 계산된 같은 양의 금속

(approximately 0.4 mg metal/cm
2
)이 담지 될 수 있도록 동일한 방법으

로 제조된 것을 일정한 크기의 셀(노출 면적이 1cm
2
인 원형 셀)에 적

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모든 전기화학적 분석에 이용한 전기화학 셀은 Ag/AgCl을 기준전극

(Reference Electrode)으로 Pt전극을 상대전극(Counter Electrode)으로 

이용한 3원 전극시스템을 사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합성한 촉매의 특성 분석

다양한 비율의 Pt/Bi을 환원시키기에 앞서 금속의 분산도를 향상시

키기 위해서 담지체로 사용한 carbon black (Vulcan XC-72R)을 열처

리(500 ℃, 4 h) 및 왕수(염산/질산, v/v = 3/1)에서 산처리를 실시하였

다. 일반적으로 산처리는 질산, 황산, 염산과 같은 강산 혹은 이들의 

혼합용액이 사용되며 탄소 표면에 카르복실기(-COOH), 히드록시기

(-OH), 카보닐기(>C=O)와 같이 산소를 포함한 작용기를 형성시키는 

역할을 한다. 탄소 표면에 형성된 작용기는 친수성을 증가시켜 극성 

용매에서 용해도를 증가시킨다. 또한 탄소 표면에 생성된 작용기는 

백금 이온들의 교착 지점을 제공함으로써 고 비율, 고 분산의 백금 담

지 촉매를 얻을 수 있다[23-25].

합성된 촉매의 X선 회절(X-ray Diffraction, XRD)분석 결과를 

Figure 1에 나타내었다. Figure 1(a)을 보면 25
o 

부근에서 모든 샘플에 

동일하게 나타난 피크는 육방정계의 구조를 갖는 Vulcan XC-72R car-

bon black에 의한 것이며, cubic (fcc) 구조를 가지는 Pt 금속의 (111), 

(200), (220), (311), (222)의 특성피크가 40
o
, 46

o
, 68

o
, 82

o
, 87

o
에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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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ure 1. (a)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as-prepared Pt-Bi (80:20)/C and Pt-Bi (80:20)/C calcined at 500 ℃; (b)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the Pt-Bi/C catalysts as a function of the Pt/Bi ratio; (c) The change of Pt (200) reflection peak as a function of Bi content.

(a)

(b)

Figure 2. TEM images of the synthesized catalysts; (a) Pt/C and (b) 

Pt-Bi(80:20)/C.

Table 1.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Pt-Bi/C Electrocatalysts

Catalyst 2 theta (deg.) Lattice parameter (nm)

(Pt/C) 46.22 0.3924

(Pt-Bi (90:10)/C) 46.28 0.3919

(Pt-Bi (80:20)/C) 46.30 0.3917

(Pt-Bi (70:30)/C) 46.33 0.3915

찰 되었다[1]. 또한 소성하기 전의 촉매에서는 24
o
, 30

o
, 33

o
, 42

o
, 47

o
, 

52
o
, 53

o
, 57

o
에서 추가적인 피크를 확인 할 수 있는데 이는 BiPt와 

Bi2Pt의 특성피크이다[26]. 이와는 대조적으로 500 ℃에서 3 h 동안 소

성시킨 촉매에서는 BiPt와 Bi2Pt의 특성피크가 관찰되지 않는데 이는 

Pt 격자구조 안으로 Bi가 침투한 결과이다[27]. 또한 500 ℃에서 3 h 

동안 소성을 시키면 각각의 피크 세기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는데 이로부터 환원된 Pt-Bi 금속의 결정성이 증가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Pt/Bi 비율에 따른 XRD 결과를 Figure 1(b)에 나타내었다. Pt의 특

성피크를 확인 할 수 있으며, Bi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FWHM (Full 

width at half maximum)가 증가함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입자 크기

가 감소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환원제로 사용한 수소화 붕소 나트륨

(NaBH4)이 Bi를 환원시키기에는 적합하나 Pt를 환원시킬 때는 분산이 

잘 안되고 뭉침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Bi의 비율이 증가할수록 분

산이 잘 된 상태로 금속이 환원되기 때문이다. 

Pt-Bi/C 촉매를 500 ℃에서 3 h 동안 소성시키면 Bi가 Pt 격자구조 

안으로 침투하게 되어 alloy를 형성하게 되므로, XRD의 Pt 특성 피크

가 Bi함량이 증가할수록 더 많이 shift하게 된다(Figure 1(c)). Bi가 Pt

격자 구조 안으로 침투하면서 Pt-Bi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결합에너지

가 증가하고, 결과적으로 격자상수(lattice parameter)를 변화시킨다. 

Pt-Bi 비율에 따른 2θ (deg.) 및 격자상수(nm)를 Table 1에 나타내

었다. 본 연구에서 제조한 Pt/C 촉매의 Pt 격자 상수는 0.3924 nm로 

기존에 보고된 바 있는 순수한 Pt의 격자 상수 0.3923 nm (JCPDS 

Card 00-005-0681)와 거의 일치한다. Table 1에서 볼 수 있듯이 Bi의 

함량이 증가 할수록 2θ (deg.)의 값은 증가하고 격자상수(nm)는 감소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Pt-Bi alloy가 형성되면서 Pt‐Pt 결합 길

이를 변화시키기 때문이다[27].

담지체에 환원된 금속의 입자 사이즈와 분산 정도의 확인을 위해 

TEM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Pt/C 촉매와 Pt-Bi(80:20)/C 샘플의 분석 

결과를 Figure 2(a), (b)에 각각 나타내었다. TEM image에서 보듯이 

환원법에 의해 5 nm 이하의 입자가 합성되었으며 Bi의 함량 변화에 

따라 카본 표면에 환원된 금속의 분산도가 다른 것을 확인 할 수 있

다. 이는 촉매 합성에 사용된 수소화 붕소 나트륨(NaBH4)이 Bi의 환

원에는 적합하나 Pt를 환원시킬 때는 입자의 뭉침 현상을 일으키기 때

문이다. 일반적으로 Pt의 환원제로는 포름알데히드 수용액이 많이 사

용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Bi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카본 표면 위에 금

속 나노 입자가 더 고르게 분산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Pt-Bi/C 촉매의 산화 상태를 조사하기 위해 Pt-Bi (80 : 20) 촉매에 

대해 XPS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분석을 수행하여 Pt(4f) 

와 Bi(4f) spectra를 Figure 3(a)와 (b)에 각각 나타내었다. Pt 4f7/2의 

71.2 eV와 Pt 4f5/2의 74.8 eV에 존재하는 두 개의 피크는 Pt
0
에 대한 

피크이며, Pt 4f7/2의 72.3 eV와 Pt 4f5/2의 75.9 eV에 존재하는 두 개의 

피크는 Pt-O 혹은 Pt(OH)2 형태 안의 Pt
2+
으로부터 기인하는 값이다

[21,28]. 순수한 Bi 금속의 결합에너지(Binding Energy, BE)는 156.6∼ 

157.1 eV로 보고되어 있다[21,28]. 그러나 Pt-Bi(80 : 20)/C 안의 Bi 

4f7/2 의 값은 이 값보다 큰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즉, 합성한 촉매의 

Bi
0
에 대한 결합에너지 변화의 명백한 증거로 해석 할 수 있다. 이는 

앞서 XRD 결과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Pt-Bi alloy 안에서 Pt와 Bi의 

상호 작용 때문이다. 158.8 eV에 존재하는 Bi 4f7/2의 피크는 Pt-B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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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3. XPS (source: Al Kα = 1486.6 eV) of (a) Pt (4f) and (b) 

Bi (4f) of Pt-Bi (80:20)/C catalyst.

(a)

(b)

Figure 4. XPS of Pt-Bi/C catalysts as a function of Bi content; (a) Pt
0

and (b) Bi
0
.

Table 2. The Variation of Pt/Bi Ratio Measured by EDS as a Function

of Pt/Bi Ratio in the Precursor

Catalyst

Pt : Bi in precursors 

(wt%)

Pt : Bi in samples 

(wt%)

Pt Bi Pt Bi

(Pt/C) 100 0 100 ‐

(Pt-Bi (90:10)/C) 90 10 89.54 10.46

(Pt-Bi (80:20)/C) 80 20 78.20 21.80

(Pt-Bi (70:30)/C) 70 30 67.82 32.18

(Pt-Bi (50:50)/C) 50 50 45.09 54.91

촉매 표면의 Bi
3+
에 의한 것이다[21,28].

Pt-Bi alloy 안에서 Bi의 함량에 따른 두 금속간의 상호 작용에 의한 

Pt
0
과 Bi

0
의 결합 에너지 변화를 Figure 4에 나타내었다. 결과에서 명

백하게 확인 할 수 있듯이 Bi의 함량이 증가 할수록 Pt
0
 및 Bi

0
의 결합

에너지는 증가한다. 이는 XRD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Pt-Bi 상호

작용 힘에 의해서 금속의 결합 에너지가 증가하며, XRD 결과로부터 

얻는 격자 상수가 감소하는데 기인한다[27].

Pt/Bi 첨가 비율에 따른 각 촉매의 조성 분석을 위한 EDS (Energy 

Dispersive Spectroscopy) 분석 결과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Pt/Bi 

조성 분석 결과는 전구체 내의 Pt/Bi의 비율과 합성된 촉매의 조성이 

거의 일치하는 비율을 나타냄으로 촉매합성 시의 Pt/Bi의 비율이 전구

체에서의 두 금속의 상대적인 비로 조절이 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3.2. 합성한 촉매의 전기화학적 특성 조사

순환전압법(Cyclic Voltammetry)은 금속과 수소 및 산소와의 상호

작용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전기화학적 안전성을 조사하는데 이용

된다. 0.5 M H2SO4 용액 내에서 합성된 촉매의 산화환원 반응 특성을 

50 mV/s의 속도로 -0.2∼1.2 V (vs. Ag/AgCl)의 범위에서 순환전압법 

(Cyclic Voltammetry)을 이용하여 분석하여 그 결과를 Figure 5에 나타

내었다. 모든 샘플은 -0.2∼0.1 V 범위에서 수소(H
+
)의 흡착과 탈착에 

대한 반응 피크가 관찰되었고 Bi가 첨가된 모든 샘플에서 비슷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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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EAS Values of Pt-Bi/C Catalysts as a Function of Bi 

Content Determined by Hydrogen Electro-Adsorption

Catalyst MPt (mg) QH (mC) EAS (m
2
/g)

(Pt/C) 0.40 41.585 49.51

(Pt-Bi (90:10)/C) 0.36 44.724 59.16

(Pt-Bi (80:20)/C) 0.32 51.131 76.09

(Pt-Bi (70:30)/C) 0.28 53.310 90.67

(Pt-Bi (50:50)/C) 0.20 52.989 126.17

Figure 5. Cyclic voltammograms of synthesized Pt-Bi/C catalysts with 

respect to bismuth content: 0% (Black Line), 10% (Red Line), 20% 

(Blue Line), 30% (Green Line), 50% (Yellow Line) in 0.5 M H2SO4

at a scan rate of 50 mV s
-1

.

(a)

(b)

Figure 6. (a) Cyclic voltammograms for methanol oxidation of 

synthesized Pt‐Bi/C catalysts with respect to bismuth content : 0% 

(Black Line), 10% (Red Line), 20% (Blue Line), 30% (Green Line), 

50% (Yellow Line) in 0.5 M CH3OH/0.5 M H2SO4 at a scan rate of 

50 mV s
-1

; (b) Maximum current density with respect to bismuth 

content.

경향을 보였다. 또한 anodic 방향으로의 반응 중에서 약 0.6∼0.75 V 

사이의 반응은 Pt와 H2O가 반응하여 Pt(OH)2를 형성하는 반응이며 그 

바로 다음 구간은 Pt(OH)2에서 H2O가 떨어져 나가고 Pt-O를 형성하

며 나타나는 피크이다. 그리고 1.2 V 근처에서는 H2O가 분해되며 각

각 4개의 H
+
, e

-
와 O2를 내놓은 구간이다. Cathodic 방향으로의 반응 

중 약 0.7 V부터 나타나는 피크는 풍부해진 H
+
를 받아 Pt-O의 산소를 

때어내는 과정으로 Pt에서 불순물 역할을 하던 것들을 모두 휩쓸어 가

기 때문에 cathodic current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이다. 전류밀도 피크

의 면적은 Pt/C가 가장 작게 나온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촉매자체의 

활성과 활성 표면적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서로 다른 비율의 촉매 내에 존재하는 Pt의 활성표면적(Electrochemical 

Active Surface area, EAS)은 아래의 식을 이용하여, 측정한 Cyclic 

voltammogram의 수소 흡착 면적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

EAS = QH/MPtQH ref

여기서 QH는 Pt 표면에 흡착된 수소의 산화반응으로부터의 전하량, 

MPt는 담지된 Pt의 질량을 말하며, QH ref는 0.21 mC/cm
2
으로 가정한

다[29]. 위 식으로부터 계산된 각 촉매의 활성표면적을 Table 3에 나

타내었다. 앞서 살펴본 XRD 결과 및 TEM 결과에서도 확인했듯이 Bi

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금속이 잘 분산된 형태로 카본 위에 환원되며, 

고분산의 촉매는 결과적으로 넓은 표면적을 가진다는 것을 활성표면

적 계산으로부터 확인 할 수 있다. 

활성 표면적의 감소에 관여하는 매커니즘은 크게 결합(combine)과 

뭉침(agglomeration) 현상으로 나뉜다. 결합은 활성화 에너지가 필요

한 반면에 뭉침은 활성화 에너지가 없어도 표면에너지에 의해 일어나

게 되는 차이점이 있다. 결합에 의해 촉매가 하나의 bulk상태가 되든, 

혹은 뭉침에 의해 개별적인 입자가 붙어있든 간에 이 두 가지 현상은 

모두 표면의 활성 표면적을 감소시켜 촉매의 성능저하를 일으키게 된

다. 이 밖에도 촉매역할을 하는 금속이 담지체에서 떨어져나가 성능 

저하를 일으키는 연구도 보고되어 있다[30,31]. 즉, 전류밀도 피크 면

적이 단순히 Pt/Bi의 함량에 따른 촉매의 성능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

라 이들 촉매의 활성 표면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직접 메탄올 연료전지(Direct Methanol Fuel Cell, DMFC)

의 cathode 촉매는 Pt가 가장 좋은 촉매로 알려져 있으며, anode 촉매

는 Pt-Ru 등과 같은 합금 촉매가 순수한 Pt보다 더 좋은 성능을 갖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이는 순수한 Pt의 경우 일산화탄소 피독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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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Chronoamperometry for methanol oxidation of synthesized 

Pt-Bi/C catalysts with respect to bismuth content : 0% (Black Line), 

10% (Red Line), 20% (Blue Line), 30% (Green Line), 50% (Yellow 

Line) in 0.5 M CH3OH/0.5 M H2SO4 at 0.6 V vs. Ag/AgCl.

에 의해 촉매의 활성이 감소하지만, Pt-Ru와 같은 합금 촉매를 사용함

으로써 이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촉매의 메탄올 산화반응 특성을 

조사하기 위해 0.5 M CH3OH + 0.5 M H2SO4의 혼합용액에서 50 mV/s

의 속도로 -0.2∼1.2 V (vs. Ag/AgCl)의 범위에서 순환전압법(Cyclic 

Voltammetry)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Figure 6). 작업전극의 노출면적

(1 cm
2
) 안에 담지되어 있는 Pt의 질량과 각 촉매의 Pt 활성표면적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메탄올 산화반응의 전류 밀도는 Cyclic vol-

tammogram의 수소 흡착 면적으로부터 구한 Pt의 활성 표면적과 담지

량을 고려한 전류밀도(mAcm
‐2

Pt)로 나타내었다. 합성한 촉매들의 메탄올 

산화 특성에 대한 CV 결과를 Figure 6(a)에 나타냈으며 Figure 6(b)에 

Bi의 함량에 따른 메탄올 산화 피크 중 anodic 방향 반응(0.8 V 부근)

의 최대 전류 밀도를 도식화 하였다. 피크에 따른 반응을 살펴보면 

anodic 방향으로의 반응에서 약 0.6 V부터 증가하기 시작하는 피크는 

두 가지 반응이 관여하는데 우선 CH3OH와 Pt가 반응하여 Pt-CO를 

형성하는 반응이다. 나머지 하나는 Pt와 H2O가 반응하면서 형성 된 

Pt-OH가 Pt-CO와 반응하여 두 개의 순수한 Pt로 돌아오면서 CO2, H
+
, 

e
-
를 내놓는 반응이다. 앞서 말한 반응들이 일어나면서 반응마다 전자

가 많이 방출되고 또한 kinetic 반응이 매우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전

류밀도가 급격히 상승하게 된다. 이후 Pt-OH에서 H
+
가 떨어져 나가면

서 전류가 감소하게 되는 것이며 다시 전류가 증가하는 이유는 H2O가 

분해되는 과정에서 생성된 H
+
가 다시 Pt-O에 붙으면서 0.6V 부근 이

후에 일어나는 반응이 일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Cathodic 방향

으로의 반응을 살펴보면 약 1.1∼0.7 V 사이는 H2O 분해과정으로 인하

여 풍부해진 H
+
이온을 받아 Pt-O의 산소가 떨어져 나가는 반응이 일

어나는 구간이고, 그 이후에 다시 전류밀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이유

는 Pt-OH가 다시 생성되면서 앞서 anodic 방향으로의 반응 중 0.6 V

부터 시작되는 반응이 다시 한번 격렬히 일어나기 때문이다. Figure 

6(a)에서 살펴 볼 수 있듯이 Bi를 10%, 20% 첨가한 촉매가 Pt/C 촉매

보다 메탄올 산화반응에 대해 더 좋은 활성을 나타냈다. 메탄올 산화

반응에 대한 촉매의 활성은 Pt-Bi(90:10)/C에서 가장 높은 전류밀도를 

나타냈으며 Bi를 30% 이상 첨가한 촉매는 오히려 Pt/C보다 더 작은 

전류 밀도를 나타냈다. Pt를 단독으로 사용할 경우 일산화탄소에 의한 

피독현상으로 인하여 촉매의 활성이 저하되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

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조촉매로써 Bi를 첨가하였다. Bifunctional 

mechanism에 따르면 Pt‐Bi/C 촉매에서 CO 산화반응 메커니즘은 아래

와 같이 표현 될 수 있다[32-35].

Pt-COads + Bi-OHads → Pt + Bi + CO2 + H
+
 + e

위와 같은 반응 메커니즘에 의하여 Pt를 단독으로 사용할 경우 Pt에 

일산화탄소가 피독되어 촉매의 활성을 저하시키는 일산화탄소 피독 

현상을 개선 할 수 있기 때문에 Bi를 첨가한 촉매에서 더 좋은 활성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나 Bi 자체가 메탄올 산화반응에 활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Pt와 함께 존재할 때 조촉매로써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기 때문에 적절한 양의 Bi 첨가는 Pt/C 촉매의 활성을 향상시키지만, 

반대로 과량 첨가된 조촉매는 오히려 촉매의 활성을 저하 시키는 문

제를 야기할 수 있다. 

메탄올 산화반응에 대한 Pt‐Bi/C 촉매의 비율에 따른 활성차이와 전

극의 일산화탄소 피독 현상에 대한 안정성 사이의 상관관계를 확인하

기 위하여 0.5 M CH3OH + 0.5 M H2SO4의 혼합용액 내에서 0.6 V 

(vs. Ag/AgCl)를 인가한 상태에서 1 h 동안의 전류변화를 일정전압법

(Chronoamperometry, CA)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Figure 7). 일정전

압법에서의 전류밀도 또한 메탄올 산화반응에서와 마찬가지로 Pt의 

활성 표면적과 담지량을 고려한 전류밀도(mAcm
‐2

Pt)로 나타내었다.

일정전압법은 일정한 전위를 인가한 상태에서 전극의 전류변화를 

측정함으로써 반응에 사용된 전해질 내에서 전극의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다. 일정한 전압이 인가된 상태에서 전류밀도가 낮아지는 것은 

전극의 반응 속도가 감소함을 의미하며, 전극과 전해질 사이에서 반

응속도에 관여하는 저항이 증가함을 말한다. 이는 일산화탄소 피독현

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순수한 Pt의 활성 저하가 일어나는 주된 

원인이며, 전극 촉매에 흡착된 일산화탄소가 반응 면적을 감소시키고, 

이로 인해 저항이 증가해 전류밀도가 감소하는 것이다. Figure 7의 결

과를 보면 이를 매우 잘 반영하고 있는데, 각 비율 별 전극은 모두 시

간이 지남에 따라 활성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며, 전해질 내에서 

안정성은 메탄올 산화반응에서의 활성과 정확히 일치한다. 즉, 순수한 

Pt만을 사용한 촉매보다 적절한 양의 Bi를 첨가한 촉매가 앞서 언급한 

bifuctional mechanism에 의하여 Pt에 흡착된 일산화탄소를 제거해 

주기 때문에 일산화탄소 피독에 의한 저항을 줄여주는 효과를 갖게 

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적절한 양의 Bi를 첨가한 Pt-Bi/C 촉매

가 시간이 지날수록 Pt/C 촉매보다 저항이 작기 때문에 더 높은 전류 

밀도 값을 갖게 된다. 전해질 내에서 시간에 따른 전류밀도는 Pt-Bi 

(90:10)/C에서 가장 높고, Pt-Bi(50:50)/C에서 가장 낮은 값을 갖는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조촉매로 사용된 Bi는 일산화탄소 피독에 대한 내

구성을 증가시키며, 적절하게 첨가될 경우 Pt/C 촉매의 활성을 향상시

키지만 과량 첨가된 Bi는 오히려 활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전구체의 양을 조절함으로써 다양한 비율의 Pt/Bi를 

전처리 한 카본에 환원법으로 담지 시킨 촉매를 합성하였다. XRD 분

석으로부터 소성시키기 전에는 BiPt 혹은 Bi2Pt의 특성 피크를 확인 

할 수 있었고, 500 ℃ 소성 후에는 Pt 격자 구조 안으로 Bi가 침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TEM 분석을 통해 carbon black (Vulcan 

XC-72R) 위에 금속 나노 입자들이 잘 분산되어 환원 된 것을 확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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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전구체 용액 내의 상대적인 농도를 조절함에 따라 원하는 

Pt/Bi의 비율로 환원이 잘 되었음을 EDS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또

한 환원제로 사용한 수소화 붕소 나트륨(NaBH4)이 Bi를 환원시키기

에는 적합하나 Pt를 환원시킬 때는 뭉침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Bi의 

비율이 증가할수록 분산이 잘 된 상태로 금속 물질이 환원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합성된 촉매는 0.5 M CH3OH + 0.5 M H2SO4의 혼합용액에서 메탄

올 산화반응을 측정하여 촉매의 전기화학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실험 

결과 합성된 촉매의 메탄올 산화반응에 대한 활성은 Pt/Bi의 비율과 

밀접한 관련을 나타내었다. 다양한 비율의 Pt-Bi/C 촉매들 중에서 Pt

와 Bi의 비율이 90 : 10인 촉매가 메탄올 산화반응에 대해 가장 높은 

전류 밀도를 나타내었다. 적절한 양의 Bi가 첨가됨으로써 Pt 격자구조

와 전기적 성질을 변화시켜 결과적으로 촉매의 활성을 증가시키는 결

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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