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Korean Electrochemical Society

Vol. 15, No. 2, 2012,  109-114

http://dx.doi.org/10.5229/JECST.2012.15.2.109

− 109 −

AAO를 사용한 고분자전해질 연료전지의 공기극 촉매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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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고분자전해질 연료전지 (PEMFC)의 공기극을 양극산화 알루미늄 (AAO) 템플레이트를 이용하여

제조하고 촉매층의 구조적 특성을 주사현미경 (SEM) 측정과 BET (Brunauer-Emmett-Teller)

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SEM 측정을 통해 일정한 크기와 모양의 Pt nanowire 가 규칙적으로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BET 분석을 통해 AAO 템플레이트로 인하여 20-100 nm 크기

의 기공 분포가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다. 단위전지 성능평가와 임피던스 측정을 통하여 막-전극

접합체 (MEA)의 전기화학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AAO 템플레이트를 이용하여 제조한

MEA는 촉매층의 구조 개선으로 인하여 물질 전달 저항을 감소시킬 수 있었으며, 25%의 단위

전지 성능이 향상되었다. 

Abstract :  The cathode catalyst layer in polymer electrolyte membrane fuel cells (PEMFCs)

was fabricated with anodic aluminum oxide (AAO) template and its structure was characterized

with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and Brunauer-Emmett-Teller (BET) analysis. The

SEM analysis showed that the catalyst layer was fabricated the Pt nanowire with uniform shape

and size. The BET analysis showed that the volume of pores in range of 20-100 nm was

enhanced by AAO template. The electrochemical properties with the membrane electrode

assembly (MEA) were evaluated by current-voltage polarization measurements and electrochem-

ical impedance spectroscopy. The results showed that the MEA with AAO template reduced

the mass transfer resistance and improved the cell performance by approximately 25% through

controlling the structure of catalyst layer.

 Keywords : Polymer electrolyte membrane fuel cell (PEMFC), Membrane-electrode assembly,

Cathode catalyst layer; AAO tem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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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직접 변환하는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 (PEMFC)는 낮은 운전온도와 높은

에너지 변환 효율로 인하여 자동차, 휴대용 전자기기,

가정용 전원 등 다양한 분야의 차세대전원으로 주목

받고 있다.1-3) 그러나 PEMFC를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연료전지의 내구성을 높이고 제조 가격을 낮추어야

한다. 막-전극접합체 (MEA)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촉

매로 사용하는 백금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백금

합금 촉매 및 비백금 촉매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4-7) 또한, 백금 이용률을 증가시키고 촉매층의 구

조를 최적화하기 위하여 MEA 제조 방법에 관한 연

구가 진행되고 있다.8-11)

촉매층의 구조를 개선하려는 연구의 일환으로 기공

형성제를 이용한 MEA 제조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2-14) 암모늄 카보네이트, 리튬 카보네이트, 암모

늄 설포네이트 등을 기공형성제로 사용하며, MEA 제

조 과정 중 넣어준 기공형성제를 열이나 특정 용액을

이용하여 제거하는 방식으로 촉매층 내 기공을 형성

한다. 기공형성제를 사용할 경우 촉매층의 구조 개선

으로 인하여 성능이 향상되고 물질 전달 저항이 감소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MEA의 촉매층 구조 개선을 위하여

양극산화 알루미늄 (anodic aluminum oxide, AAO)

템플레이트를 사용하여 촉매층을 제조하였다. AAO 템

플레이트는 일정한 크기의 기공이 규칙적으로 정렬된

다공성 물질로서 AAO 템플레이트의 제조 과정에서

산화 전압과 전해질 종류에 따라 기공 크기와 두께를

제어할 수 있다. 또한, AAO 템플레이트를 사용하여

촉매를 제조 할 경우, 다양한 소재의 나노와이어

(nanowire, NW)를 제조할 수 있으며, 촉매의 제조 조

건의 변화를 통하여 나노와이어의 크기를 제어할 수

있다.15-17) 본 연구에서는 공기극 촉매층의 전극 구조

변화에 따른 연료전지의 특성에 대해 평가하였다. 공

기극 촉매층은 AAO 템플레이트의 한쪽면에 Pt/C 층

을 형성하고 그 위에 전기도금을 하여 Pt NW층을

제조하였으며, 제조된 촉매층의 구조적 특성을 주사현

미경 (SEM)과 Brunauer-Emmett-Teller (BET) 분석

을 통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전기화학적 특성을 평가

하기 위하여 단위전지를 제조하고 성능을 평가하였으

며, 임피던스 측정을 통해 촉매층 구조 변화에 따른

저항 변화를 측정하였다. 

2. 실험 방법

2.1. AAO 템플레이트를 이용한 MEA 제조

공기극 촉매층의 구조가 제어된 MEA를 제조하기

위하여 AAO 템플레이트에 전기도금을 하여 Pt NW

층을 형성하였으며, 연료극과 공기극을 제조하기 위하

여 Pt/C 촉매를 사용하였다. AAO 템플레이트는 상용

AAO membrane filter (AnodiscTM, Whatman)를

Fig. 1. Schematic illustration of the fabrication of MEA with AAO tem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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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였으며,  40 wt.% Pt/C 촉매 (Johnson

Matthey)는 코팅를 위하여 촉매 슬러리 형태로 준비하

였다. 분말 상태의 Pt/C를 deionized water와 IPA

(Isopropylalcohol)에 넣고 ultrasonic으로 분산한 후,

ionomer (5 wt.% Nafion solution, Aldrich Chem

Co.)를 첨가하여 촉매 슬러리를 제조하였다. MEA는

Fig. 1의 순서로 제조하였다. 우선, AAO 템플레이트의

한쪽 면을 Pt/C로 코팅한 후 Pt 염 (H2PtCl6xH2O,

Aldrich Chem. Co.)을 용해시킨 0.5 M 황산에서 전기

도금을 하였다. 2 mA cm−2의 정전류 조건에서 1시간

동안 전기도금을 수행하여 Pt NW층을 Pt/C층 위에

제조하였다. 제조된 Pt/C 층과 Pt NW층으로 구성된

공기극은 110oC, 80 kg cm−2의 조건에서 3분간 핫프레

싱을 통하여 고분자 전해질에 전사하였다. 고분자 전

해질로는 Nafion 212막을 0.5 M의 과산화수소와 황산

용액으로 각각 1시간씩 처리하여 사용하였다. 전사된

공기극과 고분자 전해질은 촉매층의 반응 면적인

5 cm2의 크기로 제작된 틀에 고정하여 공기극이 전사

된 반대편에 Pt/C 촉매 슬러리를 스프레잉 코팅하여

연료극을 제조하였다. 연료극 코팅 방법은 공기극의

Pt/C층을 제조하는 방법과 동일하다. 제조된 MEA는

NaOH 용액에 2시간 동안 담가두어 AAO 템플레이트

를 제거한 후, 0.5 M 황산 용액에서 1시간 동안 처리

를 하여 평가하였다. 연료극에는 0.1 mg cm−2 ,

Pt/C층과 Pt NW층으로 구성된 공기극에는 총

0.06 mg cm−2의 백금을 사용하였다. AAO 템플레이트를

이용하여 제조한 MEA와 비교하기 위하여 AAO를 사

용하지 않고 같은 방식으로 MEA를 추가 제조하였다.

2.2. 공기극 촉매층 구조 분석 및 MEA의 전기화학

적 특성 평가

SEM을 통하여 AAO 템플레이트를 이용하여 제조

한 MEA의 형상을 확인하였다. 상용 AAO 템플레이

트와 AAO 템플레이트를 이용하여 제조한 Pt 나노와

이어 및 AAO를 사용하지 않고 제조한 MEA의 표면

형상을 확인하였다. 제조한 MEA의 기공 분포는 BET

분석을 통하여 평가하였다. BET 분석을 위하여 기체

확산층 (gas diffusion layer, GDL) 위에 같은 방식

으로 촉매층을 제조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전기화학적 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제조한 MEA

를 사용한 단위전지 성능을 평가하였다. 공기극 촉매

층 구조에 따른 성능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AAO

템플레이트를 사용하지 않고 제조한 MEA에 대한 단

위전지 성능 평가도 진행하였다. 단위전지의 반응 면

적은 5 cm 2로 평가를 위하여 제조한 MEA는

serpentine flow field가 새겨진 흑연판 사이에 GDL을

접한 채 장착하였다. 단위전지는 같은 압력으로 체결

하기 위하여 토크 렌치를 사용하였다. 연료전지 평가

장치 (FCTS, WonATech Co., Ltd.)에 체결한 단위전

지는 연료극 쪽으로 55oC로 가습된 수소 가스를, 공기

극 쪽으로 50oC로 가습된 산소 가스를 양론비 1.5/2로

공급하였으며, 단위전지의 온도는 50oC로 유지하고 상

압에서 평가하였다.

공기극 촉매층 구조에 따른 저항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임피던스 분석을 수행하였다. 임피던스는 정전

압 조건에서 단위전지의 운전 조건과 동일하게 연료

극과 공기극에 각각 수소와 산소 기체를 공급하며,

100 mHz에서 10 kHz의 주파수 범위에서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Fig. 2는 SEM을 통해 확인한 상용 AAO 템플레이

트 및 제조된 공기극 촉매층의 표면 SEM사진이다.

Fig. 2(a)에서 볼 수 있듯이 상용 AAO 템플레이트는

특정한 형태의 기공이 배열되어 있어 기공의 모양과

크기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Pt 나노와이어를 제조할

수 있다. AAO 템프레이트는 제조 과정 상 한쪽 면은

제품의 고유 크기에 맞게 제조되었으나, 다른쪽 면은

보다 큰 크기의 기공 형태가 나타난다. 따라서, 특정

한 기공 크기의 나노와이어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AAO 템플레이트의 면을 고려하여 사용해야 한다.18)

AAO 템플레이트를 이용하여 제작한 공기극 촉매층의

표면을 Fig. 2(b)에 나타내었다. Pt/C 층 위에 전기도

금을 통해 생성된 Pt 나노와이어는 AAO 템플레이트

의 기공 크기와 모양에 따라 20-50 nm 직경의 나노

와이어 형태로 제조되었다. 또한, Pt 나노와이어의 길

이는 약 200 nm로 생성되었다. 본 실험에 사용한 전

기도금 시간을 조절함으로써 Pt 나노와이어의 길이는

조절이 가능하다. 반면, AAO 템플레이트를 사용하지

않고 같은 전압과 시간 조건에서 전기도금을 할 경우

Fig. 2(c)와 같은 형태의 Pt 입자가 제조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제조된 Pt 입자는 약 200 nm 크기의

구형으로 표면이 얇은 조각 형태가 겹쳐진 형상으로

생성되었다. 이와 같은 형태와 크기는 전기도금 조건

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 시킬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전기도금 조건을 사용할 경우에는 얇은 조각

형태로 제조된다.

AAO 템플레이트를 이용한 공기극 촉매층의 기공

크기 및 분산도를 Fig. 3에 나타내었다. 두 촉매층 모

두 유사한 형태의 분포 곡선을 나타냈다. AAO 템플

레이트를 사용하지 않은 촉매층과 비교해보면, 20 nm

이하의 기공 크기 분포는 유사하게 나타나지만, 20-

100 nm 크기의 기공 크기 분포가 증가하였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기공 크기 분포의 증가는 AAO 템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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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를 이용해 제조된 Pt 나노와이어 사이의 기공 증가

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촉매층 내에서 기공은 반응

물인 산소와 공기 기체 및 생성물인 물의 이동 경로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촉매층 내 20-100 nm 크기의

기공 분포의 증가는 반응물과 생성물의 물질 전달에

영향을 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19-20)

Fig. 4는 연료극과 공기극에 각각 수소와 산소 기체

를 공급하고 운전한 MEA의 단위전지 성능을 나타내

는 I-V 곡선이다. 50oC에서 평가한 결과, OCV의 경

우에는 두 MEA가 0.93 V로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AAO 템플레이트 없이 전기도금을 통해 제조한 MEA

의 경우 0.6 V에서는 320 mA cm−2, 0.4 V에서는

670 mA cm−2의 전류밀도를 나타냈다. 반면에, AAO

템플레이트를 이용해 제조한 MEA는 0.6 V에서는 유

사한 성능을 나타냈으나, 0.4 V에서 약 150 mA cm−2

정도의 전류밀도 증가를 보였다. 0.6 V의 영역에서는

유사한 성능을 나타낸 반면, 0.4 V의 저전압 영역에서

의 성능 증가는 AAO 템플레이트를 사용하여 정렬된

구조를 지닌 MEA의 기공 크기 분포의 변화에 의한

것으로, BET 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기공 크기

분포의 변화가 공기극 내 반응물인 산소 기체와 생성

물인 물의 물질 전달 효과를 개선하여 단위전지 성능

이 향상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물의 응축이 보다

용이한 30oC에서 MEA를 평가한 결과, 50oC에서의 평

가와 유사하게 AAO 템플레이트를 사용하지 않은 경

우 0.6 V에서 230 mA cm−2, 0.4 V에서 480 mA cm−2

인 반면에, AAO 템플레이트를 사용한 경우 각 전압에

서 270 mA cm−2, 640 mA cm−2의 전류밀도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앞서 50oC에서 평가한 결과와 유사

한 경향을 나타내며, AAO 템플레이트의 사용에 따른

공기극의 구조 변화에 의한 영향으로 판단할 수 있다. 

Fig. 2. SEM images of (a) AAO template, (b) Pt NWs and (c) Pt particles by electrodeposition.

Fig. 3. BET analysis of pore size distribution of the

catalyst layer with and without AAO tem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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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는 AAO 템플레이트를 사용한 MEA와 사용

하지 않은 MEA의 임피던스 측정 결과이다. 임피던스

는 단위전지 운전과 동일한 조건에서 측정 온도를

30oC로 유지하며, 전압을 0.6, 0.4 V로 하여 각각 측정

하였다. 임피던스 측정 결과, 측정한 두 MEA는 0.6

과 0.4 V 조건에서 유사한 형태가 나타났다. 각각의

전압에서 측정한 이온 저항은 유사한 값을 나타내었

다. 이는 두 MEA 모두 같은 전해질막을 사용하여

제조했기 때문이다. 반면에, 측정된 결과의 반원의 반

지름 크기는 0.6과 0.4 V에서 AAO 템플레이트를 사

용한 MEA의 경우 더 작게 나타났다. 이는 Fig. 4(b)

의 단위전지 성능 결과에서 0.6과 0.4 V에서 AAO 템

플레이트를 사용한 경우 더 높은 성능이 나타나는 것

과 일치한다. 일반적으로 단위전지를 이용한 임피던스

측정 결과에서 Nyquist plot은 주파수에 따라 낮은 주

파수 영역과 높은 주파수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높

은 주파수 영역은 전하 이동과 양성자의 반응과 연관

이 있는 반면에, 낮은 주파수 영역은 물질 전달 효과

와 연관이 있다.21) 본 연구에서 제조한 MEA는 백금

촉매를 사용하였으며, 사용한 촉매의 양과 고분자전해

질도 같은 반면 제조 과정에서의 AAO 템플레이트

사용 유무에 따른 촉매층 구조의 차이가 있다. 따라서

단위전지 성능과 임피던스 측정에서 저항의 차이는 물

질 전달 특성의 개선에 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4. 결 론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의 공기극 촉매층을 AAO

템플레이트를 이용하여 촉매층 구조가 개선된 MEA를

제조하였다. AAO 템플레이트를 통해 구조를 제어한

공기극 촉매층은 AAO 템플레이트의 모양과 크기에

따라 Pt NW층이 제조되었으며, AAO 템플레이트를

사용하지 않은 공기극 촉매층과 비교하면 20-100 nm

크기의 기공 분포가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소

와 산소 기체를 연료로 공급한 단위전지 성능 평가

결과 고전압 부분에서는 AAO의 사용 여부에 따른 성

Fig. 4. Polarization curves of the MEA with and without AAO template at (a) 50oC and (b) 30oC. 

Fig. 5. Electrochemical impedance spectra of a single cell with and without AAO template at (a) 0.6 V and (b) 0.4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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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물질 전달의 역할

이 증대되는 저전압 영역에서는 AAO 템플레이트를

이용하여 제조한 MEA의 경우 25% 성능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단위전지 성능 향상의 결과는

공기극 촉매층 개선을 통한 물질 전달 저항의 감소에

의한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기공 크기 및 분포에

따른 연료전지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개선한다면 연

료전지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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