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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수정된 폴리올법에 의해 합성된 백금-이트륨 및 백금-니켈 합금 촉매들의 성능 및 특성 평가를 진행하
였다. 그렇게 합성된 합금 촉매들은 고분자전해질연료전지의 공기극 촉매로 사용되며 그 촉매들의 산소환원반응성 
및 연료전지의 전기적 성능이 측정되고 상업적으로 사용되는 백금 촉매와 해당하는 결과들이 비교되었다. 성능 및 
특성 비교를 위해, 백금 합금 촉매들의 입자크기와 분포는 투과전자현미경에 의해 관측되었고 활성표면적은 반복주사 
전압-전류법에 의해 측정되었으며 그들의 산소환원반응성 및 연료전지의 전기적 성능은 회전원판 및 회전-고리 원판 
전극을 이용한 선형주사 전압-전류법 및 완전지 테스트를 통해 평가되었다. 그 결과 백금 합금 촉매들의 구조적 특성인 
입자크기 및 분포 및 활성표면적은 상용 백금 촉매와 그 특성이 비슷하였다. 촉매들의 산소환원반응성의 경우에도 
백금 합금 촉매들은 상용 백금 촉매와 비슷하거나 더 나은 반파장전위, 속도론적 전류밀도, 산소분자당 전이되는 전자
수, 과산화수소 생성율을 나타내었다. 촉매의 구조적 특성 및 산소환원반응성에 입각해서 완전지 성능을 평가했을 
때, 백금 합금 촉매들은 상용백금 촉매보다 더 우수한 0.6 V에서 전류밀도 및 최대출력밀도 값을 나타내었다. 이를 
토대로 수정된 폴리올법에 의해 합성된 백금 합금 촉매들은 상용백금 촉매보다 비슷하거나 우수한 산소환원반응성 
및 완전지 성능을 가질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In this research, we evaluated the performance and characteristics of carbon supported PtM (M = Ni and Y) alloy catalysts 
(PtM/Cs) synthesized by a modified polyol method. With the PtM/Cs employed as a catalyst for the oxygen reduction re-
action (ORR) of cathodes in proton exchange membrane fuel cells (PEMFCs), their catalytic and ORR activities and elec-
trical performance were investigated and compared with those of commercial Pt/C. Their particle sizes, particle distributions 
and electrochemically active surface areas (EAS) were measured by TEM and cyclic voltammetry (CV), while their ORR 
activity and electrical performance were explored using linear sweeping voltammetries with rotating disk electrodes and rotat-
ing ring-disk electrodes as well as PEMFC single cell tests. TEM and CV measurements show that PtM/Cs have the compat-
ible particle size and EAS with Pt/C. When it comes to ORR activity, PtM/C showed the equivalent or better half-wave poten-
tial, kinetic current density, transferred electron number per oxygen molecule and H2O2 production(%) to or than commerical 
Pt/C. Based on results gained by the three electrode tests, when the PEMFC single cell tests were carried out, the current 
density measured at 0.6 V and maximum power density of PEMFC single cell adopting PtM/C catalysts were better than 
those adopting Pt/C catalyst. It is therefore concluded that PtM/C catalysts synthesized by modified polyol can result in the 
equivalent or better ORR catalytic capability and PEMFC performance to or than commercial Pt/C cataly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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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연료전지 시스템은 에너지 변환효율이 높고 이산화탄소 저감을 유추

하는 친환경적인 것이므로 현재 우리 지구가 직면하고 있는 에너지고

갈, 환경오염 및 기상이변과 관련된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대안 중의 

하나로 고려되고 있다[1,2]. 이러한 연료전지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특히 고분자전해질연료전지(Proton Exchange Membrane Fuel Cell, 
PEMFC)가 그것의 다양한 장점 때문에 가장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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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PEMFC는 수소의 산화반응과 산소의 환원반응을 통해 화학적 
에너지를 전기적 에너지로 전환하는 에너지 변환 장치로서 낮은 작동

온도(100 ℃ 이하에서 구동), 높은 출력밀도 및 높은 출력범위로 인해, 
휴대용 전자기기의 전원장치부터 수송용 및 발전용 전력공급까지 그 

응용분야가 다양하다[1-3]. 
PEMFC는 크게 수소의 산화반응(Hydrogen Oxidation Reaction, HOR)

이 발생하는 연료극(Anode)과 산소의 환원반응(Oxygen Reduction Reaction, 
ORR)이 일어나는 공기극(Cathode) 및 그 사이의 수소양이온이 통과

하는 막으로 구성되어있다. 연료전지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산

화 및 환원반응의 반응속도를 증가시켜야 한다. 반응속도의 증가를 

통한 PEMFC의 성능향상을 위해서는 특히 율속반응의 반응성을 향상

시켜야 하고, 반응을 위한 활성화에너지를 낮춰야 한다. 그동안의 연

구결과, ORR이 율속반응임을 알게 되었다(HOR이 ORR 보다 약 5배 
이상 빠른 것으로 보고되었다)[3]. 이러한 ORR의 활성화에너지를 낮

추기 위해 그동안은 고가의 백금(Pt) 촉매를 사용하였다. 하지만 백금

촉매는 고가이고 공급처가 불안정하여(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만 전체 
생산량의 50% 이상 생산) PEMFC 상업화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PEMFC의 대표적인 응용처인 연료전지 자동차의 경우, 현재의 백금

가격을 고려할 때, 2015년까지 사용량을 현재의 절반 이하 수준인 20
∼25 g/vehicle로 줄여야 자동차의 상용화를 고려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고가의 귀금속 백금 촉매를 대체하는 신규 촉매가 필요하고, 
백금 함유량은 낮추면서 활성과 내구성은 향상된 촉매가 적절한 대안

으로 제시되고 있다[3-5]. 
이러한 목표에 입각해서, 연료전지 공기극의 촉매개발은 그동안 많

은 발전을 이루었다. 이러한 촉매개발은 크게 (1) 촉매자체의 구성을 

조정하는 것을 통해서 성능개선을 노리는 접근과 (2) 촉매합성 방법을 

개선하는 것을 통해서 성능향상을 이루려는 접근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촉매자체의 구성을 조정하는 방법으로는 백금 표면을 보조금속

으로 합금시키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이다. 이러한 보조금속으로는 주로 
전이금속(Ni, Co, Cu, Fe)이 주로 쓰이고 있고 근래에 희토류 금속인 

Y나 Sc도 이용되고 있다[6,7].
한편, 촉매합성 방법의 경우에도 기존에 가장 많이 이용되었던 함

침법(Impregnation)뿐 아니라, 솔버써멀법(Solvothermal), 스퍼터링법

(Sputtering), 나노캡슐법(Nanocapsule) 및 폴리올법(Polyol) 등이 이용

되었다[3-10]. 이 중에서 요즘 각광받는 합성법 중의 하나인 폴리올법

은 금속촉매입자의 크기를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고 표면활성제나 안

정제(surfactant and stabilizer)의 사용 없이 촉매 입자들의 배열을 일

정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즉, 에틸렌글리콜을 이용한 폴리올 

공정에서 금속 전구체 내 이온은 금속 콜로이드형태로 환원되며 에틸

렌글리콜은 글리콜산으로 산화된다. 글리콜산은 염기용매 하에서 글

리콜음이온으로 탈양성자화 되면서 금속 표면에 흡착되어 촉매 안정제 
및 표면활성제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 때문에 금속입자 간격의 균일

함이 유지되고 글리콜음이온 농도에 따라 금속입자 크기가 조절된다. 
또한, 글리콜음이온 농도는 pH를 증가시킬수록 증가하기 때문에 pH 
조절을 통해 금속입자의 간격 및 크기를 원하는 방향으로 통제할 수 

있다[11].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ORR 반응 활성을 통한 연료전지 공기극 및 

PEMFC 성능 향상을 위해, 촉매자체의 구성을 조정하고 또한 촉매합

성 방법을 개선하는 등의 2가지 변화를 시도하였다. 기존의 백금 촉매 

사용을 줄이기 위해 Pt-Ni 및 Pt-Y의 합금 촉매를 이용하였고 촉매 합

성 방법 개선을 위해 기존의 폴리올법을 수정한 수정된 폴리올법을 

이용하여 촉매합성을 진행하였다. 이렇게 합성된 공기극 촉매들의 촉

매활성 및 구조적인 특성들이 평가되었고 이 촉매들을 이용한 완전지 

성능 평가도 실시하였다. 

2. 실험방법

탄소(Vulcan XC-72R)를 담지체로 이용하는 PtM (M = Ni, Y) 구조

의 촉매가 수정된 폴리올법에 의해 제조되었다. 우선 증류수에 벌칸 

담지체 0.1 g을 섞고 초음파로 분산시켰다. 그 후, 0.1 M NaOH를 벌

칸 담지체에 넣고 30 min간 교반 후 Pt-Ni 촉매를 위해 PtCl4 0.086 g 
및 NiCl2⋅6H2O 0.161 g을, Pt-Y 촉매를 위해 PtCl4 0.13 g 및 YCl3 
0.0367 g을 담지체가 있는 비커에 각각 첨가하고 다시 30 min간 교반

한다. 이를 통해 벌칸 및 백금이 분산된 용액에 0.3 M의 글리콜산 

0.641 mL를 비커에 넣고 NaOH를 이용하여 pH 11이 될때까지 적정

한다. 그 후에 NaBH4 0.05 g을 섞고 12 h 동안 상온에서 교반한다. 
이렇게 교반한 용액을 여러 번 반복하여 여과 및 세척한 후 160 ℃에서 
1 h 건조시킨다. 

공기극 촉매의 환원반응 활성을 측정하기 위해 정전위기(CHI 7200, 
CH Instrument, USA)를 이용하여 다양한 반전지 반응특성을 평가하

였다. 주로 반복주사 전압-전류법(Cyclic Voltammetry, CV) 및 선형주사 
전압-전류법(Linear Sweep Voltammetry, LSV)을 이용하였는데 LSV 
측정의 회전디스크형(Rotating Disk Electrode, RDE)의 전극 조건하에서 
실험을 실시하였다. 반전지 특성 측정을 위한 기준전극으로는 3 M의 

KCl에 담궈진 Ag/AgCl 전극이 상대전극으로는 백금 와이어가 사용

되었다. 작업전극을 제작하기 위해 촉매입자들을 이소프로판올과 5 wt% 
나피온(Solution Technology, Inc., 1100 EW)에 용해시켜 초음파를 이용

하여 10 min간 섞어준다. 이렇게 제조한 촉매잉크를 유리탄소전극(Glass 
Carbon Electrode, GCE)에 적정량을 로딩시킨다. 전해질로는 1 M 황산을 
이용하였다. 

공기극 촉매의 환원반응 활성 테스트 후에 그 촉매들이 PEMFC 성능

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완전지 테스트가 진행되었다. PEMFC 
완전지 테스트를 위해 막전극(Membrane Electrode Assembly, MEA) 
제조가 필요하다. 제조된 막전극의 유효면적은 5 cm2이고 본 연구를 

통해 만들어진 촉매들 및 상용 Pt/C 촉매(Johnson Matthey Pt 40 wt%)
는 공기극에, 상용 Pt/C 촉매는 연료극에 로딩된다. 또한 막전극용 막

으로는 나피온 212 (Dupont사, 미국)가 이용되었다. 막전극의 촉매층

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잉크는 금속입자, 5 wt% 나피온, 증류수와 이

소프로필알코올을 적당량 섞고 초음파로 분산한 후 공기스프레잉 방

식으로 나피온 막 표면에 코팅되는 CCM (Catalyst Coated Membrane)
법으로 제조되었다[12]. 연료극 및 공기극에 코팅되는 촉매량은 0.2 mg/cm2

이었고 가스확산층(GDL E-Tek)과 가스켓을 이용하여 MEA 조립을 

완료하였다. PEMFC 완전지 성능 측정을 위해 단위전지 조립을 마친 

후, 그 전지는 연료전지 테스트스테이션(Fuel Cell Control System, CNL 
Inc.)에 연결한다. 단위전지 온도는 65 ℃, 1 atm 조건 하에서 운전한다. 
연료극 및 공기극 연료인 수소 및 산소가스는 상대습도 100% 하에서 

운전하였다[13]. 

3. 결과 및 토론

3.1. PtM 촉매의 구조 평가

PtM/C (M = Ni, Y) 촉매들의 분산도 및 입자크기를 정성적으로 평가

하고 상업용으로 판매되는 Pt/C와의 비교를 위해 TEM 분석을 실시하

였다. Figure 1에 나타난 것은 TEM으로 측정된 Pt/C, PtNi/C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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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EM images of Pt/C, PtNi/C and PtY/C catalysts.

Figure 2. CVs of Pt/C, PtNi/C and PtY/C catalysts that were recorded 
in N2-saturated state. 1.0 M H2SO4 was used as an electrolyte and 
the all CVs were implemented at room temperature with scan rate of 
50 mV/s.

Figure 3. LSV curves using RDE of Pt/C, PtNi/C, and PtY/C catalysts 
that were recorded in O2-saturated state. 1.0 M H2SO4 was used as an 
electrolyte and the all tests were implemented at room temperature and 
rotating speed for the tests was 1200 rpm.

Table 1. 
Half wave potential (V) Limitting current density (mA cm-2)

Pt/C 0.556 2.492

PtNi/C 0.508 2.400

PtY/C 0.568 2.351

PTY/C 촉매들의 이미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Pt/C 촉매뿐 아니라 

PtM/C 촉매들도 입자분포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Pt 기반 촉매들의 전기화학적 활성 표면적(Electrochemically Active 

Surface Area, ESA)을 측정하기 위해 CV에 의한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CV 테스트는 질소가스 조건에서 실시되었고 전해질로는 1 M 황산

수용액이 이용되었다. 주사속도는 10 mVs-1였다. 3가지 다른 종류의 

촉매들(Pt/C, PtNi/C 및 PTY/C)의 CV 커브는 Figure 2에 나타내었다. 
모든 촉매들의 EAS는 CV 커브와 다음 식에 의해 얻어졌다.

EAS = Q/mq (1)

여기서 Q는 촉매 입자 내에 흡착된 수소의 전하량이고 q는 Pt 표면

에 흡착된 수소층의 형성을 위해 필요한 전하량이며, m은 금속촉매의 

로딩량이다. 수소의 단일층이 Pt 표면위에 흡착된다는 가정 하에, q는 

210 µC cm-2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계산된 Pt/C, PtNi/C 및 PTY/C 촉
매들의 EAS는 각각 100.3, 103.9 및 102.0 m2g-1이다. 이를 통해, 각 

촉매물질들의 EAS는 큰 유의차가 없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3.2. PtM 촉매의 촉매활성 및 ORR 반응성 평가

PtM/C (M = Ni, Y) 촉매의 활성 및 ORR 반응성을 측정하기 위해 

회전원판전극(RDE) 및 회전 고리-원판 전극(Rotating Ring Disk Electrode, 
RRDE)을 이용한 LSV를 측정하였다. Figure 3은 촉매들의 RDE를 이

용한 LSV 커브 결과들을 보여준다. 각 촉매들의 한계전류밀도(Limiting 
current density)와 반파장 전위차(Half-wave potential)에 대한 결과는 

Table 1에 요약하였다. LSV 커브들의 결과에 의하면, 한계전류밀도의 

경우 세 촉매(Pt/C, PtNi/C 및 PTY/C)가 모두 비슷한 값을 나타내었다. 
반파장 전위차의 경우, PtY/C가 가장 좋은 값(0.568 V)을 보여줬고, 
PtNi/C 촉매가 가장 낮은 값(0.508V)을 나타내었다. PtY/C의 경우 상용 
촉매인 Pt/C 의 반파장 전위차(0.556 V)보다 더 좋은 값을 보여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PtY/C 촉매의 경우 Pt/C 촉매보다도 ORR 반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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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LSV curves gained by changes in the rotation speed of RDE in Pt/C, PtNi/C, and PtY/C catalysts. Rotation speed of the RDE was varied 
from 200 to 1200 rpm. For the tests, 1.0 M H2SO4 solution was used as an electrolyte in O2-saturated state with scan rate of 10 mV s-1.

Figure 5. Koutecky-Levich (K-L) plots showing the linear relationship between 1/j and 1/ω0.5 of Pt/C, PtNi/C, and PtY/C catalysts.

발생되는 과전압(overpotential)이 적다는 의미이다.
ORR 반응에 대한 PtM/C 촉매의 효과를 심화해서 평가하기 위해, 

각 촉매들의 산소분자당 전이되는 전자 개수, n 값과 속도론적 전류밀

도(Kinetic current density), jk를 측정하였다. n 값과 ik 값은 모두 쿠테

키-레비치 식(Koutechy-Levich, K-L식)을 적용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식을 통해 얻을 수 있었다[14].  

1/j = 1/jk+1/Bω0.5 (2)

여기서 j와 ω는 가해진 전류밀도 및 RDE 회전속도이다. 이 식의 

1/j와 1/ω0.5를 축으로 하여 직선을 그리면 그 직선의 y절편 값(1/jk) 및 

기울기 값(1/B)으로부터 원하는 값들인 jk 및 B 값을 구할 수 있다. 일
단 B 값이 정해지면 n 값은 다음의 레비치 식(Levich)에 의해 계산되

어진다[15].

n = B/(0.2F(DO2)2/3ν-1/6 CO2) (3)

여기서 F는 Faraday상수이며 (96485 C/mol)이다. DO2는 1 M H2SO4 
전해질상에서 산소가스의 확산계수(1.4 × 10-4 cm2/sec)이다. ν는 동

점도(0.01 cm2/sec)이며 CO2는 산소가스의 벌크농도(1.87 × 10-6 mol/cm3)
이다. 상수 0.2는 회전속도가 실험조건의 rpm일때의 보정상수이다

[14,15].
jk 및 B 값을 통한 n 값을 얻기 위해 다양한 RDE rpm 하에서 LSV 

커브를 구했다. Figures 4와 5는 그러한 다양한 rpm에서 시도된 LSV 
그림과 그 LSV 커브들을 통해 얻은 1/j와 1/ω0.5를 축으로 결과를 얻은 
그림들을 나타내었다. Figure 4에서 얻은 세 가지 촉매물질들의 LSV 
커브들은 전극 회전 rpm을 200에서 1200까지 변화시켰고, Figure 5의 

직선들은 0.1∼0.4 V vs. Ag/AgCl 조건에서 정리되었다. 평가결과, 각 

촉매들의 산소분자당 전이되는 전자 개수 n 값은 각각 3.65 (Pt/C), 
3.95 (PtNi/C) 및 3.80 (PtY/C)였다. 모든 촉매가 이상적인 n 값인 4에 

근접하였다. 이는 모든촉매들이 산소의 환원반응에서 중간물질인 

H2O2를 거치지 않고 직접 목적생성물인 H2O를 얻는 바람직한 환원 

반응성이 좋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산소의 환원반응에서 중간물질인 H2O2를 거치지 않고 바로 목적

생성물인 H2O를 얻는 바람직한 환원 반응의 정도가 높을수록 ORR 
촉매로서 유리하다. 이러한 각 촉매물질들의 환원반응 선택성을 평가 

하기위해 RRDE법을 이용하여 H2O2 생성율을 측정하였고 Figure 6에 

그 결과가 나타나 있다. H2O2 생성율은 다음 식을 이용하여 계산하

였다.

H2O2% = 200 (Ir/N) / (Id + Ir/N) (4)

여기서 N은 콜렉션효율(Collection efficiency), Id는 디스크전극의 

전류(Disk current) 및 Ir은 링전극의 전류(Ring current)이다. N은 1.42의 
보정값을 이용하였다. 식 (3)을 이용한 H2O2 생성율을 계산한 결과, 
그 비율이 각각 3.4% (Pt/C), 3.8% (PtNi/C) 및 4.6% (PtY/C)였다. 
Figures 5와 6의 결과를 토대로 각 촉매물질들의 ORR 반응성은 중간

물질인 H2O2를 거치지 않고 바로 목적생성물인 H2O를 얻기에 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3.3. PtM 촉매의 PEMFC 성능 평가 

공기극 촉매의 환원반응 활성 테스트 후에 그 촉매들이 PEMFC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PtM/C (M = Ni, Y) 촉매의 

PEMFC 성능을 평가하였고 그 결과는 Figure 7에 나타내었다. PEM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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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RRDE curves for Pt/C, PtNi/C and PtY/C catalysts. For the tests, 1.0 M H2SO4 solution was used as an electrolyte in O2 saturated state 
with scan rate of 10 mV s-1 and rotation rate of 1200 rpm. 

Figure 7. Polarization curves of PEMFC single cells using Pt/C, PtNi/C
and PtY/C as cathode catalysts. For the tests, CCM method was used 
for making MEA with the loading amount of 0.2 mg cm-2 in both 
electrodes. 

완전지 테스트를 위해 상용 Pt/C 촉매는 공통적으로 연료극 촉매로 

이용하였고, 본 논문에서 고려하는 3가지 종류의 촉매는(Pt/C, PtNi/C 
및 PtY/C) 공기극에 이용되었다. 평가결과, PtM/C 촉매들을 이용했을 

때의 PEMFC 성능이 Pt/C 촉매를 이용했을 때보다 더 우수하게 측정

되었다. 즉, 세 가지 촉매를 이용했을 때의 0.6 V에서의 전류밀도는 

각각 0.79 Acm-2 (Pt/C), 0.998 Acm-2 (PtNi/C) 및 0.899 Acm-2 (PtY/C) 
였고, 최대 PEMFC 출력밀도(Maximum power density)는 각각 550 
mWcm-2 (Pt/C), 661 mWcm-2 (PtNi/C) 및 620 mWcm-2 (PtY/C)였다. 

이러한 여러 촉매들을 이용했을 때, PEMFC 성능의 경향으로부터 

다음 사항들을 알 수 있다. 첫째, 공기극 촉매들을 이용했을 때, 
PEMFC 성능의 경향은 그 촉매들의 ORR 성능의 경향과 일치되게 나

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적용한 촉매에 의한 공기극 반응의 활성화 

정도에 의해 전체 PEMFC 성능이 영향을 받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둘째, 수정된 폴리올법을 이용하여 합성한 PtM/C 촉매는 상용으로 사용

하고 있는 Pt/C 촉매와 비교하여 ORR 반응성 (3전극 테스트 결과) 및 

PEMFC 성능(완전지 실험 결과)에서 비슷하거나 우수한 결과를 초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폴리올법의 장점인 (1) 정전기력 

발생에 의한 촉매입자 간에는 척력이 발생되어 금속입자 간격이 균일

하게 유지되는 점과, (2) 계면활성제 등 잠재적인 불순물들이 되어 촉매

활성을 낮출 수 있는 첨가제의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11].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수정된 폴리올법에 의해 합성된 PtM/C (M=Ni 및 Y) 
촉매들의 연료전지 성능 및 ORR에 대한 특성 평가를 진행하였다. 합
성된 합금 촉매들은 PEMFC의 공기극 촉매로 사용되며 그 촉매들의 

측정된 ORR의 반응특성 및 연료전지의 전기적 성능은 상업적으로 사

용되는 Pt/C 촉매의 그 특징들과 비교하였다. 성능 및 특성 비교를 위

해, PtM/C 촉매들의 입자 크기와 분포는 TEM에 의해 관측되었고 

EAS는 CV에 의해 측정되었으며 그들의 ORR의 반응특성 및 연료전

지의 전기적 성능은 RDE 및 RRDE를 이용한 LSV 및 완전지 테스트를 
통해 평가되었다. 그 결과 PtM/C 촉매들의 구조적 특성인 입자크기 

및 분포 및 EAS는 상용 백금 촉매와 그 특성이 비슷하였다. ORR의 

반응특성의 경우에도, 그 촉매들은 상용 Pt/C 촉매와 비슷하거나 더 

나은 반파장전위, 속도론적 전류밀도, 산소분자당 전이되는 전자개수, 
H2O2 생성율을 나타내었다. 촉매의 구조적 특성 및 산소환원반응성에 

입각해서 완전지 성능을 평가했을 때, PtM/C 촉매들은 상용 Pt/C 
촉매보다 더 우수한 완전지 성능을 보여주었다(더 우수한 0.6 V에서 

전류밀도 및 PEMFC 출력밀도 값). 0.6 V에서의 전류밀도는 각각 

0.79 Acm-2 (Pt/C), 0.998 Acm-2 (PtNi/C) 및 0.899 Acm-2 (PtY/C)였고, 
최대 PEMFC 출력밀도는 각각 550 mWcm-2 (Pt/C), 661 mWcm-2 
(PtNi/C) 및 620 mWcm-2 (PtY/C)였다. 결론적으로 수정된 폴리올법에 

의해 합성된 PtM/C 촉매들은 상용 Pt/C 촉매보다 비슷하거나 우수한 

산소환원반응성 및 PEMFC 완전지 성능을 가짐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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