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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담지체(CNTs)에 따른 직접메탄올연료전지용
Pt/Au/TiO2 촉매 제조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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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MWNT(CNTs)를 지지체로 촉매를 합성하고 특성평가를 진행하였다. Pt/Au/TiO2는 CNTs

(cabon 나노 튜브) 탄소 지지체에 첨가되어 직접 메탄올 연료 전지의 성능을 개선하였다. XRD와

SEM을 통해 아나타제 TiO2와 Pt/Au를 확인하였고 각각의 입자 사이즈는 200 nm와 20~25 nm

이다. 혼성 촉매의 활성은 CV를 통해 측정되었으며 제조된 촉매는 연료전지 이용에 유망하다.

Abstract : The synthesis and characterization of catalysts supported on multi-walled carbon nan-

otubes (CNTs). Pt/Au/TiO2 is added to a CNTs(cabon nano tube) carbon support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a direct methanol fuel cell. XRD and SEM showed that uniform anatase

TiO2 and Pt/Au particles were about 200 nm and 20~25 nm in diameter. The composite catalyst

activities were measured by cyclic voltammetry (CV), demonstrating that it is more promising

for use in fuel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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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1세기 에너지 문제의 해결책으로 연료전지는 친환경적

이며 높은 효율로 주목 받고 있다. 저온형 연료전지인 직

접메탄올 연료전지(DMFC)는 수송과 저장의 이점으로

소형 및 이동형으로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DMFC는

연료극에서의 느린 반응과 메탄올 크로스오버에 의한

장기 운전 시 성능감소에 따라 상용화에 문제가 있다.1-2)

연료전지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고성능, 장시간의 life-

time을 필요로 한다. DMFC의 고성능, 장시간 life-time을

위해 촉매 및 멤브레인과 같은 MEA (Membrane

Electrode Assembly)의 성능이 중요하다. MEA의 성능

저하 요소는 작동 중 촉매의 sintering 현상, 촉매의 활성

저하, 부산물에 의한 피독, 막의 퇴화, 기체 확산층의

성능 저하 등이 있다.3-5) 이러한 성능 저하 개선을 위

해 본 연구에서는 탄소 담지체의 변화와 촉매 물질의

개선을 통해 연료극 촉매를 제조하고자 한다.

기존의 보고된 연구에서는 탄소 담지체로 carbon black*E-mail: sgpark@cb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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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하거나 담지체를 대체하지 않는 경우는 Pt만을

첨가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탄소 담지체로는 기존의 carbon black 대신 카본나노

튜브(CNTs)를 이용하고 Pt alloy로 gold, TiO2를 첨가

하였다. 카본나노 튜브(CNTs)는 산업 필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연구 분야에서 물리 화학적 특성과 잠재적인

응용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다.6-8) CNTs는 우수한 기계,

전지 및 표면 특성으로 인해 전기적 촉매 반응으로 높은

전도도를 가지고 불순물 중독 억제와 반응물간의 교류에

도움을 주어 화학적·열적으로 안정되어 전기적 촉매

support로 유용한 물질이다. 이때 사용되어진 CNTs는

MWNT(Multi Wall Nano Tube)를 사용하였다. CNTs를

지지체로 높은 촉매 활성의 TiO2와 저온에서 금속산

화물이 전이될 때 CO 산화에 높은 활성을 나타내는

gold를 첨가하여 촉매 성능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2. 실 험

2.1. CNTs 전처리

구매한 CNTs(MWNT)는 2M의 질산을 이용해 불순물을

제거하는 전처리를 통해 촉매 담지체로 이용한다. 2 M의

질산에 CNTs를 첨가하여 1day 교반한다. 이때 온도는

20oC 내외를 유지한다. 교반 후에 pH를 중성으로 맞추어

감압 여과하고 60~70oC에서 1day 건조한다.

2.2. 촉매 합성

전처리를 통해 불순물을 제거한 CNTs를 지지체로 1M의

Citric acid를 섞어 교반한다. 교반되는 용액 안에 sodium

dodecyl sulfate(SDS)를 분산제로 HAuCl4와H2PtCl6·6H2O,

TiCl4를 첨가하여 촉매를 제조한다. 이때 HAuCl4와 H2PtCl6·

6H2O, TiCl4는 CNTs의 10%를 첨가하며 SDS는 1% 첨가

하여 제조한다. 초음파를 이용하여 4~5시간 교반하며 온도는

30oC 내외를 유지하고 교반 후에 감압여과를 통해 얻어진

촉매를 60oC에서 1day 건조한다. 건조된 촉매를 분쇄하여

450oC에서 소성하여 최종 물질로 Pt-Au-TiO2/CNTs를 얻

는다. 이때 사용되어진 CNTs는 MWNT를 사용하였다.

2.3. 촉매 잉크 제조

연료극 촉매는 제조한 Pt-Au-TiO2/CNTs를 공기극

촉매는 Pt black(Johnson Matthey Co.)을 사용하였으며

ionomer로는 5% Nafion solution을 사용하였다. 각 전극은

EDGE (ethylene glycol demethyl ether)을 일정한 비율로

촉매와 ionomer를 섞어 촉매 잉크를 제조하였다. 제조된

촉매 잉크를 기체 확산층(Toray, carbon paper)에 도포하여

연료극과 공기극 촉매층을 각각 제조하였다. 촉매량은 연

료극은 3.05 mg/cm2, 공기극의 경우 2.98 mg/cm2이 되도록

하였다. 제조한 두 전극은 멤브레인을 사이에 두고 맞대어

140oC에서 3분간 3 MPa의 조건에서 가열 압착하여 제

조하였다.

촉매의 평가는 XRD(X-Ray Diffraction)와 SEMz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BET 및 Cyclic Voltam-

metry를 통한 전기화학 분석을 진행하였다.

2.4. 단위전지 성능 평가

제조된 MEA를 단위전지에 성능 평가를 위해 제조

된 셀에 장착하여 성능 측정을 하였다. 단위전지는

MEA와 개스킷으로 구성되며 집전체로 gold mesh를

이용하였으며 단위전지는 원형으로 지름 0.5 cm로 유

효 면적은 0.785cm2이다. 연료전지 평가는 2 M의

MeOH을 연료로 이용하며 공기극의 공기는 대기 중의

공기를 이용한다. 평가는 연료전지 평가 시스템을 통하

여 일정 전류에서 시간에 따른 전압과 전류밀도의 변

화를 관찰하였다.

3. 결 과

3.1. 촉매 분석

Fig. 3은 촉매의 XRD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CNTs

의 종류 중 하나인 MWNTs의 피크는 18.21o, 41.65o,

77.22o에서 나타나며 이는 제조된 촉매와 비교하였을 경우

carbon의 주 피크인 18.21o 위치를 유지되며 39.76o, 46.24o,

67.45o, 81.28o에서 Pt가 38.18o, 44.39o, 64.57o,

77.54o에서 gold의 피크를 확인하였으며 Pt와 gold는Fig. 1. CNTs 전처리과정 (a), 촉매 제조과정 (b).

Fig. 2. 촉매 잉크 제조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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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족의 금속물질로 비슷한 XRD 결과를 나타내었

다. 또한 37.80o의 위치에서는 anatase TiO2의 피크를

확인 할 수 있었다.9-10)

제조된 촉매의 표면관찰을 통해 촉매의 분산을 Fig.

4에 나타내었다. Fig. 4(a)는 CNTs의 표면 Fig.

4(b)~(c)는 Pt/Au/TiO2-CNTs 촉매를 나타낸다. 표면관

찰은 SEM과 SEM-BSE를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BSE

는 각 물질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이용하여 빛의 정도

에 따라 구분된다. Fig. 4(b)~(d)에서 (c)가 SEM-BSE

를 이용한 결과로 CNTs는 어둡게 TiO2는 밝게 나타내

어진다. Fig. (c)를 통해 제조된 물질들이 고르게 분상

됨을 알 수 있다. 또한 TiO2안에 Pt와 Au의 입자가 들

어가 있음을 Fig. 4(b)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Fig.

4(e)를 통해서 TiO2의 입자 사이즈는 약 200 nm 정도

되고 Pt와 Au의 사이즈는 약 20~25 nm임을 확인할 수

있다.

Fig. 5는 BET분석을 통해 기공 사이즈 및 분산도를

확인하였다. Fig. 5(a)는 기공 사이즈로 100 nm정도이며

Fig. 5(b)는 질소 흡/탈착을 이용한 등온선이다. Table 1은

질소 흡/탈착을 이용한 BET 기공 부피와 표면적이다.

단독 CNTs보다 CNTs를 이용한 촉매의 표면적과 기공

부피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11)

Fig. 6은 CNTs와 제조된 촉매를 전기화학적 분석을

진행한 결과이다.12-13) 본 결과를 통해 일반적으로 촉매가

갖는 수소의 산화피크가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이는

첨가된 촉매의 구성 중 Pt의 양이 적게 들어가 있음이 확

인되는 부분이다. Au와 Pt의 제조를 위해 HAuCl4와

H2PtCl6·6H2O 양을 동일하게 넣었고 TiCl4를 이용하여

TiO2를 제조하였지만 TiO2의 합성이 더욱 활발히 이루

어져 기존에 상용화 되던 촉매의 활성 피크가 다르게 나

타났다고 사료된다.

단위전지 성능 평가의 결과는 Fig. 7에 나타내었다.

제조된 MEA는 본 연구를 위해 제작된 아크릴 셀에 장착

하고, 성능 평가는 200mA/cm2의 전류밀도에 따른 전압과

전력밀도를 확인하였다.14) CNTs를 탄소 지지체로 이용

Fig. 4. SEM과 SEM-BSE를 통한 표면 관찰 . (a) 2 M의 질산을 이용한 전처리 후의 CNTs (b)~(e) 연료극 촉매로 제조된

Pt/Au/TiO2-CNTs 촉매 .

Fig. 3. CNTs(MWNts) 와 Pt-Au-TiO2/CNTs 촉매의 XRD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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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을 경우 OCV(Open-Circuit Voltage)는 0.72 V 정도이

며 전력밀도는 최대 240㎽/㎠에 도달하였다.

4. 결 론

CNTs(MWNT)를 탄소 지지체로 Pt/Au/TiO2를 첨가

하여 제조된 촉매는 Pt 고유의 특성보다는 Au, TiO2

의 특성이 우수하게 나타나지만 단위전지 성능 평가

에서는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었다. 이는 직접메탄올

연료전지용 촉매로의 이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된다. 그

러나 장시간 운전 테스트를 통한 성능 평가를 진행하

여 가능성보다는 가능을 목표로 하는 연구와 Pt의 양

을 증가하여, Pt 고유의 특성을 증가 시키는 연구를

병행하여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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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질소 흡 /탈착 등온선 Fig. 5를 통한 BET 기공 부

피와 표면적

샘플 BET 표면적 기공 부피

CNTs(MWNTs) 208.63 m2/g 0.0025 cm3/g

Pt/Au/TiO2-CNTs 245.85 m2/g 0.0095 cm3/g

Fig. 6. CNTs(MWNTs) 와 Pt/Au/TiO2-CNTs 촉매의 전기

화학적 분석 , 전해질 : 0.5 M H2SO4, 기준전극 : Ag/AgCl,

상대전극 : Pt.

Fig. 7. 단위전지 평가, 2 M의 MeOH이용 지름 0.5 cm 원형 전극 이용 유효 면적 0.785 cm2. (a) I-V 커브 , (b) I-P커브.

Fig. 5. 질소 흡 /탈착 등온선 . (a)CNTs(MWNT), (b) Pt/Au/TiO2-C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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