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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수소연료전지자동차(FCV)의 핵심은 고분자고체형연료전지(Polymer Solid Fuell Cell: PEFC)이고 전지 중에서 전기화학적 전기를

발생하는 핵심 소재는 백금촉매이다. 백금은 남아프리카와 러시아 등에 편재되어있고, 백금의 세계생산량은 연간 약 178톤이고 고

가이므로 리싸이클링 한다. 현재 PEFC에 Pt를 사용하는 양은 0.2~0.1 mg/cm2인데, 전지의 가격을 줄여서 FCV보급을 확대하기 위

하여 사용하는 Pt양을 0.05~0.03 mg/cm2까지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여 각국이 연구 개발하고 있다. 나노배금 제조기술은 건식

법과 습식법으로 크게 나누며 습식환원법을 중심으로 제조하는 방식이 Pt를 제조하는데 유리하다. 나노Pt를 이용하여 폴리올법, 개

량형 Cu-UPD/Pt 치환법 및 나노캡슐법 등에 의해 Pt-Pd/Al2O3, Pt/C, Pt/GCB, Pt/Au/C, PtCo/C, PtPd/C 등의 Pt촉매가 연구 개발

되고 있으며, Pt촉매의 활성향상 및 안정화 기술 등이 보고되고 있다. 본고는 나노Pt와 나노Pt촉매의 제조기술 및 폐 촉매의 리사

이클링 및 Pt촉매의 응용기술 경향을 조사 분석하였다. 

주제어 : 나노백금족입자, 고분자고체형연료전지, 백금촉매, 나노캡슐, 리싸이클링

Abstract

The core of Hydrogen Fuel Cell Vehicles (FCV) is polymer solid fuel cell (PEFC), and the core material that generates elec-

trochemical electricity in the cell is platinum catalyst. Platinum is localized in South Africa and Russia, and the world production

of Pt is about 178 tons per year, which is expensive and recycled. At present, the amount of Pt used in PEFC is 0.2~0.1 mg/

cm2. In order to reduce the price of the battery and increase the FCV supply, the target is to reduce the amount of Pt used to

0.05~0.03 mg/cm2. Pt-Pd/Al2O3, Pt/C, Pt/GCB, Pt/Au/C, PtCo/C, PtPd/C, etc. by using polyol method using nano Pt, improved

Cu-UPD/Pt substitution method and nano-capsule method, Have been researched and developed, and there have been reported

techniques for improving the activity of Pt catalysts and stabilizing them.  This paper investigates the production technology of

nano-Pt and nano-Pt catalysts, recycling of spent Pt catalysts and application trends of Pt cataly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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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구온난화에 영향이 있는 CO2가스 과대 방출량으로

인하여 디젤유나 가솔린을 사용하는 자동차들의 CO2발

생량 규제가 심각한데, BRICs 등의 공업화 발전으로

NEDO 리포트 NO.1015에 의하면 2008년 기준, 전세

계 자도동차는 매년 약 3,500만대가 생산되어 전세계의

자동차수는 9억대로 추산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진국들은 CO2발생량을 줄이기 위하여 차체 경량화,

연비향상 및 하이브리드자동차와 CO2나 NOx가스를 배

출하지 않는 전기자동차(EV: Electric Vehicle)와 수소

연료전지자동차(FCV: Fuel Cell Vehicle)를 연구 개발

하고 있다. 

조선경제 NO. 29250에 의하면 2015년도에 세계

FCV 생산량은 약 6,000대이고 2025년도 경에는 FCV

를 25만대까지 증가할 전망이며, 현대자동차는 세계시

장 점유율을 40~50% 달성할 야심찬 목표로 연구 개발

및 시험판매하고 있다. 친환경 에코자동차 중에도 EV

는 1회 충전시간이 30분에 운행거리가 200 Km 정도이

지만 FCV는 1회 수소충전 3분에 운행거리가 500 Km

이상이므로 가솔린 승용차의 운행거리와 거의 비슷하여

장래 FCV자동차로 대체할 전망이 밝게 보인다. 

FCV 핵심요소 중의 하나는 고분자고체형연료전지

(PEFC: Polymer Electrolyte Fuel Cell)이다. 연료전지

의 핵심소재인 나노Pt와 나노Pt/C를 음극과 양극으로

사용한 PEFC전지는 수소탱크를 결합하여 이동하기 편

리하므로 자동차와 공장, 병원 및 가정용 Ene.Farm 등

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FCV의 성능, 내구성을 향상시키면서 제조비용을 줄

일 수 있는 핵심중의 하나는 연료전지의 백금전극촉매

가 중요한 요소인데, 연료전지의 원료인 백금족자원은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러시아가 세계생산량의 약 78%를

차지하고 있고, 2014년도 세계에서 생산된 Pt는 159톤

과 Pt초매 리싸이클링 양 65톤을 합한 224톤이고, Pd

는 생산량 190톤과 리싸이클링 양 86톤을 합하여 276

톤이 생산되었다1-3). 이와 같이 백금족 수요부족분은 리

싸이클링으로 충당하고 있다4). 

PEFC는 백금촉매를 사용하기 때문에 높은 제조비용

이 과제이다. 이 과제의 해결방법 중 하나는 Pt나노입

자 미세화로 분산면적을 증가시킴으로써, Pt사용량을

줄이고 효율을 향상시키는 방법, 다른 금속과 복합하여

Pt양을 저감 하거나 백금이외의 금속으로 촉매를 제조

하는 방법들이 연구 개발되고 있다5-7). 

나노Pt 제조방법은 기상법과 액상법으로 크게 분류

한다8). 나노Pt입자 제조방법은 고주파플라스마 법에 의

한 나노입자제조기술9), 전기분해에 의한 프라스마-액체

계면에서의 나노입자합성10), 초음파여기반응장을 이용

한 나노금속입자제조11,12), 합금화를 이용한 귀금속용해

법13), 표면폴리올 환원법14), N-methylpyrolidone(NMP)

을 이용한 백금나노입자 제조법15) 등을 이용한 나노입

자제조 및 수용액염을 액상 환원법으로 나노입자를 제

조하는 방법16), 수계 Pt나노입자 제조 및 분산액 제조17)

등 여러 방법이 있다. 

폐 백금촉매나 스크랩을 이용한 리싸이클링 방법은

환경조화형 염산 용해법18), 동제련소의 제련 원료에 폐

촉매를 같이 용해하여 동전해정련 슬라임으로 회수하여

분리 회수하는 방법19,20) 및 백금족 리사이클링 분리 정

제법21,22) 등이 있다.

현재 연료전지에 Pt를 사용하는 양은 0.2~0.1 mg/

cm2를 사용하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보급 확대를 실현

하기 위하여 Pt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 필수적이고, 가

솔린자동차와 동등한 수준 이하의 작은 Pt량 (0.05~

0.03 mg/cm2)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 로 하고 있다23).

촉매의 Pt량을 줄이면서 전극촉매의 활성과 내구성을

향상 시키는 방법으로 나노캡슐(nano capsule)법24), 폴

리올 법25), Pt skin 촉매 방법 및 개량형 Cu-UPD/Pt

법26) 등 여러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 촉매는 Pt/C, Pt/

core metal의 코어셀 촉매, Pt/Au/C 및 Pt촉매의 합금

화에 의한 활성향상 및 촉매층의 Pt 삭감과 내구성 향

상 및 안정화 기술 등이 보고되고 있다27). 연료전지촉

매 슬러리제조를 위한 혼합분산기술은 회분식 혼련 혼

합법이나 연속분산혼합법(CDM) 등에 의해 슬러리를 제

조하여 촉매 층을 제조한다28).

2. 나노Pt제조와 응용기술

연료전지는 2000년대 초기부터 연구개발이 시작되었

으며, 2009년도부터 가정용 에너지로 활용하기시작하면

서, 2015년도 FCV가 개발되어 시장에 선보이면서 우리

나라를 비롯하여 선진 각국이 시장에 판매하기 시작하

는 단계이다. 

FCV의 보급 확대에는 FCV 차체시스템의 기술개발

및 제조비용 감소 뿐만 아니라 수소연료 공급시스템 기

반기술 등의 많은 과제가 있다. 본 연구는 FCV의 고

성능화, 고내구성 및 생산 비용을 좌우하는 PEFC의 전

극재료인 나노Pt제조 및 Pt응용에 관한 백금촉매의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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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기술을 조사 분석한다. 연료전지구조 개략도를 Fig.

1에 제시하고, 연료전지의 화학반응구조 개략도를 Fig.

2에 도시한다. Fig. 1의 고분자고체형연료전지(PEFC)는

Pt촉매로 제조된 음극과 양극 및 수소이온교환막을 합

한 전극접합체(MEA: Membrane Electrode Assembly),

조립용 가스케이트 및 외곽 바이폴라플레이트로 구성되

어 있다. 

전극구조는 수소극과 산소극으로 되어 있고 이 양 전

극은 촉매 층과 가스 확산층으로 된 2층 구조의 Pt/C

전극이다. 촉매 층은 일반적으로 10~50 nm의 일차 입

자가 연주상의 구조를 한 Carbon Black(CB) 탄소미세

분말인 CB 표면에 입자직경이 1~5 nm의 Pt 미립자를

담지한 카본담지촉매(Pt/CB)이다. 촉매 표면에는 고분자

전해질 (ionomer)를 피복하여 촉매층을 형성한다. MEA

의 개발은 촉매층의 Pt촉매 표면반응을 촉진시키는 것

이 중요한 요점이다. 

Fig. 2의 단전지 내의 anode 반응은 연료 수소를 산

화시키는 반응을 하고, cathode측 산소환원반응(ORR:

Oxygen Reduction Reaction)에 의해 물을 생성하는 열

량을 전기에너지로 전환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촉

매 반응에 기여할 수 있는 반응면적을 증대시키고, 반

응 쪽에서 산소 및 수소의 공급과 수소이온이 통과하는

경로 및 생성한 H2O의 배출경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

하다.

FCV용 PEFC의 촉매로 사용하는 Pt를 줄이는 기술

이 발표되고 있는데, 현재 PEFC 사용량은 소형차1대에

80 kW에서 Pt 32g, 중형차1대에 150 kW시 Pt 60g,

대형차1대에 250 kW 전지 용량에서 Pt 150g를 사용되

고 있으므로 전극면적당 Pt가 0.2~0.1 mg/cm2 정도로

사용되고 있다7). 현재 전 세계 자동차 생산량은 매년

3,500만대를 생산하는데, 자동차 1대당 Pt 50g를 사용

한다면 Pt가 175t이 매년 필요하므로 세계 Pt생산량과

거의 같은 양이다. 그래서 배금의 생산량은 부족하고 고

가이므로 PEFC를 본격적으로 보급 확대하기 위하여 Pt

양을 줄이는 기술과 리싸이클링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2.1. 자동차용 나노백금족금속의 제조방법

자동차용 나노 백금족 금속의 제조방법은 건식법과

응집법으로 나누며 응집법은 건식 기상법과 습식 액상

법으로 분류한다. 전자는 벌크금속을 물리적으로 분쇄

하는 방법이고 후자는 금속의 원자, 분자를 응집시켜서

화학적으로 나노미터 크기까지 성장 결정화 시키는 방

법이다. Fig. 3에 금속나노입자 합성법을 도시하였다8).

분쇄법에 의한 미립화공정은 공업적으로 실용성은 높

으나 미분쇄 제품이 서브마이크로미터 입자 이하는 곤

란하고 입자크기 분포도 불균일한 결점이 있다. 이에 비

해 응집법은 반응 조건에 따라 입자크기가 다르고 입자

Fig. 1. Schematic of the fuel cell configuration.

Fig. 2. Schematic chemical reaction the fuel cell structure. Fig. 3. Manufacture of metal nanoparticle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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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도 건식법보다 균일하다. 응집법에는 건식법과 습

식법으로 분류하나 원리적으로 금속을 과포화 상태로

석출, 응집에 의해 입자의 핵을 형성하는 공통성이 있다.

건식응집법은 기상 중에서 미립자를 생성하는 방법이

다. 금속원료의 기화는 진공장치 중에서 비교적 Ar, He

가스의 높은 분압을 공급하여 가열 증발하는 방법으로

써, 레이저빔법, 스퍼터링법 등으로 분류한다. 증발되는

금속입자 조절은 Ar, He 분압 변화에 의해 제어할 수

있으며, 연속적 대량 합성이 가능해서 공업용 제조법으

로 이용된다. 

습식법은 금속염 수용액 중에서 금속이온을 환원시키

는 방법이다. 수용액 중 금속이온 환원방법은 열분해법,

화학환원법, 플라스마법 등으로 분류한다9,10). 그리고 생

성입자의 크기를 안정하게 제어하기 위하여 유기보호제

나 안정제를 금속이온 환원반응계에 주입한다. 습식법

은 건식법에 비해 대규모의 장치가 필요하지 않고 비이

커와 같은 용기에서도 나노입자를 합성할 수 있는 특징

이 있으므로 많이 연구되고 있다. 

화학환원법은 환원제의 강도를 변화시켜서도 용이하

게 입자직경을 제어할 수 있다. 이들 금속염, 환원제,

보호제, 안정제의 혼합 방법이 무수히 많으며 미지의 연

구도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습식법을 중심으

로 Pt 나노입자와 나노Pt촉매 제조에 관하여 기술한다.

Au, 백금족 금속염의 환원제는 수소, citric acid,

tartaric acid, sodium borohydride (NaBH4), 폴리올

(ethylene glycol 등의 다가 알코올), 알코올아민, N-

methylpyrrolidone (NMP) 등의 환원제가 사용되고

thiol 등의 고분자, polyvinylpirroidone(PVP) 등의 고분

자 caping제를 혼합하여 사용된다. Pt, Pd, Au염 등을

수용액환원제를 이용하여 제조한 나노입자는 비교적 균

일하게 생성된다. 

thiol 등의 caping제를 혼합해서 금속 나노입자를 제

조하는 방법과 초음파를 이용하여 환원제나 보호제를

사용하지 않고 나노입자를 제조하는 방법도 있다. 예를

들면 Au 나노입자는 HAuCl4 수용액에 NaBH4와 thiol

을 혼합하여 환원한다. 이 방법은 Au/thiol 비율이나

thiol 분자구조에 따라 입자직경을 변화시킬 수 있다.

Pt 나노입자도 [PtCl6]
2− 수용액에 보호제를 혼합한

후 NaBH4 환원제를 가하여 환원한다. PEFC는 촉매인

Pt 나노입자와 프로톤전도 폴리머와의 접촉이 충분하지

않으면 촉매의 유효한 이용률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Pt 나노입자 제조방법15)의 한 예로써, 염화백금산용액

Pt2+ 이온이 5 mMol 함유한 2 ml 수용액을 NMP(N-

methlpyrrolidone)용액에 주입하고, 이 혼합용액을 140oC

에서 15분간 교반하여 Pt를 환원한다. 반응 개시부터

약 14분 후에 담황색으로부터 다갈색으로 변화하고 18

분내에 반응이 완려 되었다. 반응 완료 후 용액중의 여

분의 NMP는 과잉의 아세톤을 이용하여 용매치환하여

제거한다. 제조한 Pt의 TEM사진을 Fig. 4에 제시하였

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Pt입자는 4~5 nm의 입자

가 분포되었다15).

내열성 향상을 목적으로 Pt와 Pd를 효율적으로 복합

화 할 수 있는 액상환원법을 이용해서 Pt코어/Pd, Pd셀

복합화 나노입자 합성25)은 Pt와 Pd의 금속염을 나노입

자 보호제인 PVP(polyvinylpyrrolidone: (C6H9NO)n)혼

합수용액에 NaBH4수용액 환원제를 주입하여 액상 환

원을 하여 Pt 입자나 Pt-Pd 복합나노입자를 제조한다. 

액상환원법은 복수의 금속종 공존 하에서 동시 환원

에 의한 합금이나 core shell 구조 등으로 복합화한 나

노입자가 제조되는 특징이 있다5). 연료전지의 전극으로

사용되는 Pt촉매의 사용량 삭감을 목적으로 액상환원법

으로 제조한 Au코어 Pt shell의 복합나노입자를 분산담

지한 전극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한 예로서, Pt와 Pd 금속염과 표면보호제 PVP의 혼

합용액에 NaBH4환원제 첨가에 의해 빠르게 액상 환원

되어 복합나노입자 분산액이 제조되었다. 이 분산액에

Al2O3 담체를 가하여 완전 혼합시킨 다음 물을 제거하

고 건조 소성하여 촉매를 제조한다. 이 방법은 탈수할

때와 소성할 경우 Na이나 B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불순물로 촉매에 존재할 수 있으므로 환원 방법을 수산

기 계통의 환원제 사용을 검토하였다.

Polyol에 의한 금속이온의 환원은 폴리올 분자 중의

수소를 뽑아내어 산화반응으로 생성한 알데히드에 의한

환원으로써, 즉 ethylene glycol (CH2OHCH2OH)이 산

화되어 제 (1)식, 제 (2)식과 같이 환원반응을 한다. 

Fig. 4. TEM image of Pt/NM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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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CH2OHCH2OH → 2CH3HO + 2H2O (1)

 
M2+ + 2CH3CHO → M + CH3COCOCH3 + 2H (2)

 
폴리올(다분자 알코올) 환원법에 의해 Pt, Pd의 금속

나노입자가 제조 된다5). PtCl4, PdCl2의 수용액과 보호

제인 PVP와 담체를 첨가한 용액에 폴리올을 첨가한 혼

합된 용액을 마이크로파에 의해 1800oC까지 급속 가열

하여 촉매를 제조한다. 폴리올 환원제는 금속이온을 환

원하면서 환원입자의 보호역할도 겸한다. 폴리올 환원

제는 다가알코올임으로 환원 후 건조하고 소성할 때 탄

소화합물은 증발하므로 B, Na 등의 무기물 불순물이

함입되지 않음으로 유리하다. Fig. 5에 폴리올 환원법으

로 제조한 귀금속 나노입자 담지촉매의 특징을 제시하

였다14,25).

Fig.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공정은 대량 생산 공

정이고 내열성 향상과 귀금속 사용량을 저감하는 특징

이 있다. 

담체에 높은 분산담지 하는 방법은 nanocapsule법24)

에 의해 나노세공에 Pt의 분포를 제어하는 방법을 취하

였다. 즉 나노세공이 있는 낮은 비표면적의 GCB(그라

파이트화 탄소)에서도 시판의 담지촉매에 비하여 극단

적으로 입도분포가 좁고 담체표면만 CB와 동등하거나

균일하게 분산될 수 있는 방법이다.

2011년 Tokyo university Sasaki 등은 합금화 및 미

립자를 이용한 귀금속 용해법을 발표하였다13). 이 방법

은 Pt나 Au 등의 귀금속 분체를 제조할 경우 건식법으

로는 입자의 크기를 µm단위가 한계임으로 습식법을 이

용해서 나노입자를 제조하려면 우선 금속을 용해하는

방법이 왕수나 NaCN, KCN 등을 이용해야하는 데, 이

들은 용해 반응 시에 NO3, HCN 등 독가스가 발생하

므로 이를 피하기 위하여 Zn과 합금화 처리하여 Pt3Zn10,

AuZn3 등의 합금으로 제조한 것을 HCl로 용해시켜서

[PtCl6]
2−, [AuCl4]

− 등의 염화물 용액으로 제조한 것을

환원제와 Caping 제를 넣고 반응시켜서 나노금속입자

를 제조하였다. 입자 제어는 염화물 농도와 캐핑제 등

의 조절에 의해 가능하다. 

초음파를 이용하여 Pt나노입자제조11) 예로서, 나노백

금제조는 에타놀과 물을 혼합한 용액에 산화백금입자를

분산 시킨 후 초음파를 조사하는 것만으로 캐핑제 사용

안하고 2~3 nm의 Pt입자를 합성하였다. 초음파 고액계

(固液系)에서 보호제 사용 안하고 합성한 Pt의 TEM 사

진을 Fig. 6에 제시하였다. 이 Pt합성 특징은 95% 물

용매에 합성이 가능하고 반영구적으로 분산상태로 있을

수 있으며 이 방법을 이용하여 Pt나노입자 담지촉매를

간단히 합성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현재 단체 분산 Pt

나노입자는 유기용매를 이용하여 합성하므로 보호제가

사용된다. 

2.2. 백금족 리싸이클링

백금족금속을 자동차 배기가스 정화용 촉매로 사용하

는 양은 전체 백금수요량의 40%를 차지한다. 요즘 환

경문제로 자동차용 Pt촉매 수요가 향상될 것으로 보인

다. 백금족은 남아프리카나 러시아에서 약 78%를 차지

하고 있어서 실수요자 들이 적기에 적당한 양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Pt수요는 확대 되고 있는데 공급

량과 원가문제가 따르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Pt리

사이클링 기술이 많이 개발되고 있다. 국내외 폐 PGM

촉매 유통은 크게 나누어 폐차장, 폐촉매 수집상 및 최

종처리로 분류한다. 국내에서 발생한 폐촉매는 2005년

도 까지는 일본 독일 등으로 수출 되었으며 2007년도

이후에는 폐촉매의 약 80~90%가 국내 유통을 통해

Fig. 5. Features of the noble metal nanoparticles supported

catalyst was prepared in the surface polyol reduction

method14,25).

Fig. 6. TEM of the synthesized Pt nanoparticles without

protective agent in ultrasound solid/liquid system11).



84 길상철 ·황용길

J. of Korean Inst. Resources Recycling Vol. 26, No. 3, 2017

(주)희성피엠텍에 공급되어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생

산품은 염화백금, 염화파라듐 등이 생산되고 있다. 귀금

속일부는 (주)고려아연과, LS-NiKKO 동제련소의 조동

전해정련 과정과 Pb정련 등의 부산물로 발생되는 슬라

임을 회수하여 귀금속을 회수한다. 

일본의 백금족 지금 생산회사와 회수 회사를 Table 1

에 제시한다. 

일본의 PGM 금속 생산회사와 리싸이클 회사를 보면

비철금속제련소도 한국에 비하여 월등하게 많지만 백금

족 회수회사도 10개 회사나 되기 때문에 백금족 스크

랩회수 방법도 유통구조가 잘 되어 있고 회수양도 한국

과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다. 장래에 우리나라도 외국

에서 폐촉매 등을 수입하여 리싸이클링에 의해 자원을

충당할 시기가 올 것으로 생각된다.

리싸이클링 기술은 Pt폐촉매를 동제련 시에 동제련7)

원료와 같이 장입하여 회수한 조동을 전기분해 하여 얻

은 슬라임에 함유한 백금족(PGM)을 습식법8-10)을 이용

하여 분리하는 기술, 백금을 염산에 용해하는 친환경적

새로운 리싸이클링 기술11) 등이 발표되고 있다. 

INCO Co의 Acton 제련소에서 귀금속을 분리 정제

하는 방법19,20)을 대표적으로 기술 한다. PGM의 분리

회수방법은 염소가스를 함유한 염산수용액을 이용하여

PGM을 침출한다. PGM 염화물 착체에 관하여 미리 알

필요가 있다. 염산 용액 중에는 통상 Pd 2가, Pt 4가,

Rh 3가가 안정하므로 Pd(II)는 평면 4배위, Pt(IV)와

Rh(III)은 8면체의 배위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높은 염화

물 이온농도 하에서는 [PdCl4]
2−, [PtCl6]

2−, [RhCl6]
3−

가 중요한 화학종으로 된다.

chloroanion착체는 염화물 이온농도 저하에 따라 Cl−

이 물 분자와 치환되어 착체의 가수를 변화시키기 때문

에 분리계의 선택을 위하여 용존 상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INCO회사의 귀금속 정제 기술을 Fig. 7에 제시

한다. PGM클로로착체의 추출형은 배위형추출과 이온

대형 추출로 분류하는 것이 이해하기 용이하다. 배위형

추출은 PGM클로로착체에서 Cl−/H2O와 추출제의 도너

원자가 치환함에 의해 추출되나 PGM클로로착체에 관

한 치환속도는 일반적으로 Pd(II) > Pt(II) > Ru(III)≫

Rh(III) > Ir(III) > Os(III)≫ Ir(IV), Rh(III)~Pt(IV)는 불

활성 치환으로 보인다. 그래서 Pd(II)는 적용할 수 있지

만 Pt(IV), Rh(III)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한편 [PdCl4]
2−

와 [PtCl6]
2−는 같은 정도로 추출하기 용이하다. 이상과

같이 Pd(II), Pt(IV) 공존 하에서 Pd(II)만 추출할 경우

에는 배위형 추출계를, Pd(II) 및 Pt(IV) 양쪽 다 추출

할 경우에는 이온대형 추출계를 선택하는 것이 양호하다.

INCO공정으로 Pd(II)추출은 DOS(di-n-octylsulfide)가

이용되고 있다. 일본은 DAS (dialcylsulfide)를 이용하

고 있다. 또한 DHS(di-n-hexylsulfide)가 사용되는 경우

가 많다. Pd은 소프트한 이온으로 분류되어 소프트도너

로 있는 설파이드기와 친화성이 높다. DAS는 배위형

추출에 의해 Pd(II)을 추출 분리할 수 있다. 추출식은

제 (3)식으로 표현된다.

[PdCl4]
2− + 2DAS F [PdCl2(DAS)2] + 2Cl− (3)

Pt(IV)는 Pd를 추출한 후에 TBP(Tributylphospate)로

추출 하였다. TBP는 배위형 추출계로 자주 사용되고

있으나 이 공정에서는 TBP가 프로톤화 하는 고농도염

산(5~6 M)에서 이온대형 추출에 의해 Pt가 제 (4식)과

같이 분리된다. 

 
[PtCl6]

2− + 2[H.TBP]+ 
F [PtCl6(H.TBP)2] (4)

Pt(IV)는 물로 역추출해서 회수한다. Rh은 다른 금속

Table 1. Major production companies and production items

회 사 명
PGM 등 PGM 등

금속생산·회수 귀금속회수

Smitomo 금속광산 O −

Pan Pacific Cu Co. O −

Mizi 금속광업 O −

mizbushi material O −

DOWA metal mine O −

Kosaka 제련 O −

Kamioka 광업 O −

일본 PGM − O

Asahipreteck − O

Sekihuku 금속흥업 − O

N.E. CHEMCAT − O

Japan Energy석유개발(주) − O

Tanaka 귀금속공업 − O

ECOsystem Recycling − O

Fruya 금속 − O

ASAKA이연 − O

Aita 화학공업 − O

출처: YANO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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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분리 회수한 다음에 추출잔액에서 회수한다. 이는

Rh에 대한 유용한 추출제를 개발되지 않은 이유이다.

공업용 추출제인 DHS는 Pd(II)추출에 대한 선택성은

우수하지만 추출속도가 낮고 내구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Narita 등은 Pd(II)/Pt(IV)의 상호분리를 위하여

배위형 추출제를 사용하였다. 산에 대한 안정성이 높고

추출속도 향상을 위하여 계면 활성이 높은 thiodiglycol-

amide(TDGA)을 선택하였다. 

DHS로 추출할 경우는 4시간 정도 필요하지만 TDGA

를 사용할 경우에는 5분 내에 추출할 수 있었다.

Pd(II)/Pt(IV)의 상호분리를 DHS 및 DTGA를 이용하여

분리한 추출율 을 Fig. 8에 도시하였다21,22). 

Tanaka 등은 Rh(III) 착체에 대하여, 이온대형 추출제

인 3급 amine에 2개의 N,N-2치환 amide를 2개 도입

한 N-n-hexyl-bis (N-methyl-N-n-hexylethylamide)amine

을 합성하여 백금족(Rh, Pd, Pt)의 추출거동을 조사한

결과 염산농도 0.5~2 kmol/m3에서 Pd, Pt 및 Rh을

한 번에 추출한 다음 유기용매상을 10 kmol/m3 염산과

접촉시켜서 Rh만을 선택적으로 추출하였다. Pd, Pt의

추출율은 100%이고 Rh의 추출율은 90% 달하였음으로

공업적 유용성이 높은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백금을 용해하는 방법은 주로 왕수로 용해하는데

NO2가스가 많이 발생함으로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Horike 등은 염산에 용해시

키는 새로운 리싸이클링 기술을 개발18)하였다. 이 방법

은 Pt를 CuCl2와 반응시켜서 PtCl2로 치환시키는 방법

으로서 실용성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2002 Tokyo University 생산기술연구소의 Okabe 등

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Pt 리사이클공정에서 왕수침출

시에 NO3 유해가스발생이 문제가 있으므로 Pt-Mg 합

금화 하여 CuCl2증기를 반응시켜서 Pt염화물 회수하는

방법이 개발되었다18). 일본 PGM이나 Hitachi Metal-

recycling Complex(HMC)는 Cu제련공정을 이용하여 얻

은 Cu전해정련 시 회수한 슬라임을 원료로 하여 Pt 등

을 회수한다. 

염산 수용액 중의 Pt와 Pd는 용매 추출법에 의해 회

수되는 [PtCl6(TBP)2], [PdCl2(DAS)2] 등으로 분리됨으

로 역추출로 H2PtCl6로 회수하고 정밀 정제 하여 환원

제와 보호제를 첨가하여 Pt 나노입자를 회수한다. 습식

리싸이클링 공정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수한

[PtCl6]
2− 용액을 얻는 기술이 중요하다21,22). 이 순수하

게 정제한 [PtCl6]
2− 용액을 카본이나 TiO2 등의 담체

에 담지하여 Pt나노촉매를 제조할 수 있다. 

3. 국내외 연료전지용 나노Pt촉매의 제조기술

동향

3.1. 국내외 연료전지 기술개발 동향

우리나라는 1990년대부터 단위전지에 대한 기초연구

를 시작하였으며, KIST연료전지연구센터에서도 1996년

도부터 고분자전해질 연료전지 원천기술 개발을 시작한

후 2000년 5 kW급 스택을 제작하여 연료전지/배터리

하이브리드 골프카트에 적용한바있다. KIST는 최근

PtCo/C-PNIPM 촉매를 개발하여 산소활성화전극의 성

능향상에 돌입하고 있다30). 

현대자동차는 전극막접합체(MEA)를 개발하여 2018

년도의 평창동계올림픽에 맞춰서 차세대 수소연료전지

차를 출시할 계획이다. 개발한 MEA는 수입산보다도

13% 싸면서도 성능이 1.5배 개선되었다고 보고되었으

Fig. 7. The noble metals refining technology of INCO

Co.21,22)

Fig. 8. Pd(II) and Pt(IV) extraction rates by TDGA and

DHS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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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배금촉매 연구도 활성화되고 있다. 에너지기술평가

원은 전극에 사용되는 Pt양을 kW당 0.25g로 낮출 예

정이다. 미국3M은 0.3 g/kW을 개발하였으며 Pt촉매의

내구성도 자동차에 적합한 5,000시간으로 늘릴 계획이

다. 우리나라는 2013년 기준 2000시간 정도의 성능을

가진 저온 연료전지 Pt촉매기술을 확보하고 있다31). 

우리나라의 연료전지 자동차에 관련된 부품회사는 하

이스코, 동아공업, 우신공업, 대원강업, 현대모비스, 하

이록코리아, 캐놀퍼스틱, 한라공조, 명화공업, 한국3M

등 많은 기업이연료전지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을 제조

및 개발하고 있다. 정부는 2004년부터 고분자고체형연

료전지의 개발에 집중적 지원을 하여 자동차용 개발 및

실증에 2천억원, 전자기기휴대용에 280억원 가정용 보

일러에 530억원을 지원했다. 이중 자동차용은 현대자동

차에 의해, 가정용은 GS퓨엘셀 및 퓨엘셀파워에 의해

상품화에 성고 하였다32). 

PEFC의 Anode와 Cathode의 전극은 Pt 촉매로 제조

되었으며, Pt촉매 상의 cathode의 산소환원반응(ORR:

Oxygen reduction reaction)이 anode의 수소산화반응에

비해 활성화에너지가 커서 Anode 보다도 Pt를 많이 사

용 한다(약 0.5 mg/cm2). Pt가격은 2014년 4월 기준으

로 약 53$/g 임으로 대단히 고가이다. Pt는 고가이고

특정지역에 편재되어 있으므로 Pt촉매의 ORR활성화 촉

매의 이용률을 크게 향상시키면서 Pt 사용량을 삭감하

는 등의 연구개발이 활성화되고 있다. 

NEDO는 2008~2014년 까지 Hiper-FCV 프로젝트

실용화 추진기술 개발계획을 세우고 산학연이 협력하여

연구개발 하여 왔다29). Pt 촉매 분야에서는 PEFC에 Pt

사용량목표를 현재의 Pt 촉매의 귀금속 사용량의 약 1/

10인 0.1 g/kW 이하로 2014년까지 제조하는 것을 목표

로 하였다. 고분자고체형연료전지(PEFC)의 전극촉매의

중요 연구개발기관은 Yamanashi university, Kaneka

Co., Toray-research Center, Fujielectric Co., Shimadzu

Co., Panasonic, Tanaka 귀금속 등이 주요멤버로 연구

개발하고 있으며 연구결과를 Nissan Co., Honda Co.,

Toyoda 등의 자동차회사와 공동 활용하거나 정보교환

을 하며 일본국 기술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독립법인신에너지산업기술총합개발기구(NEDO)는 신

에너지 성과 보고대회를 2014년도 6월에 개최하여 연

료전지분야의 연구개발 결과발표대회를 개최하였다.

NEDO의 연료전지 개발 현황을 Table 2에 제시한다29).

3.2. Pt촉매 제조

NEDO는 Pt-Pd(귀금속)나노입자촉매를 대량제조하기

위한 공정으로 표면 polyol 환원법을 개발하였다25). 이

방법은 귀금속염 수용액에 소량의 폴리올 환원제

(Ethylene glycol)를 가한 혼합수용액에 Al2O3분말을 함

침시킨 다음의 현탁액을 가열하여 건조 분말로 제조하

였다. 알루미나 분말 표면에 3 nm의 Pt가 담지되는 대

량 제조공정이 개발되었다. Fig. 9에 함침법과 표면 폴

리올 환원법에 의해 제조된 Al2O3 담지 Pt-Pd촉매의

내열성 시험후의 탄화수소 정화성능을 비교한 그림이

다14,25).

Fig.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함침법은 Pt 2.9 wt%를

사용하였으나 폴리올법으로 제조한 나노Pt 촉매는 1.0

wt% 사용하였어도 탄화수소 정화율은 비슷하다, 결과

적으로 Pt 사용량을 50% 이상 삭감할 수 있는 결과가

Table 2. Current status of NEDO's fuel cell development29)

사업진행 

연도
 프로젝트 비고

1980 NEDO 창립

1992 고체고분자형연료전지(PEFC)개발개시

2005 가정용 PEFC 대규모실증실험 3,307대

2008 가정용 PEFC 실용화 추진기술 개발개시

2009 Ene.Farm 판매개시

2010-2014
Hiper-FCV 고성능 연료전지차 프로젝트

실용화추진기술 개발계획

Pt

촉매개발 

2015 FCV 판매개시

2014. 6 NEDO 신에너지 성과 보고대회 실적
Fig. 9. Purification rate of Pt-Pd/Al2O3 produced by the

polyol method impregnat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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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Fig. 10에 폴리올법으로 환원한 다음 Pt 나노

입자 촉매(Pt담지량 1.0 wt%)의 TEM 사진을 제시한다.

Osaka Prefecture University는 NEDO 프로젝트 중

의 표면구조를 제어한 입자표면의 조도를 최적화한

단분산 나노입자의 개발 및 산소환원 활성을 평가하였

다29). 이 연구에서 2 nm까지의 Au 입자를 개발하여

Pd100-xAux/CB(x = 5~20)과 Pt/Pd100-xAux/CB 등을 제조

하였다.

Pd100-xAux/CB(x = 5~20) 촉매 제조는 Pd(CH3COO)2

와 KAuCl4 및 acetonitrile (CH3CN) 혼합한 용액을

30분 동안 Ar가스를 버블링한 다음 4oC에서 5분 동안

CO 버블링하고 카본블랙 분산액을 혼합하고 4oC에서 1

시간 동안 초음파 조사한 다음 흡인여과, 세정, 진공건

조하여 Pd100-xAux/CB(x = 5~20) 촉매를 제조한다. PdAu

는 26 ± 3 wt%, 평균입자 직경은 4.2 nm이다. PdAu/

CB 합성 촉매의 TEM-EDX분석에 의한 나노입자거리

와 빈도를 나타낸 그림을 Fig. 11에 도시하였다29). 그

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Pd가 외부에 Au가 안쪽에 분

포됨을 알 수 있다. 

Pt/Pd100-xAux/CB(x = 5~20) 촉매의 ORR 활성을 0.9 V

에서 질량활성과 비활성 관계를 Fig. 12에 도시하였다.

그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Pt/Pd4.2/CB는 비활성이 질

량활성보다 크고, Pt/Pd100-xAux/CB에서 x가 5일 때도

비활성이 크게 나타났지만 x=10에서 질량활성이 최대

가 되고 x=20에서 좀 질량활성이 크게 나타났다. 비교

용으로 사용한 TKK의 Pt/C촉매는 비활성이 질량활성

보다 상당히 크게 나타났으며, 개발한 Pt/PdAu/CB 촉

매는 TKK Pt/CB 촉매에 비하여 질량활성이 약 7.8

± 1.1배 우수하게 나타났다. 

내구성이 높은 cathode 전극촉매개발에 대하여,

Yamanashi university의 Watanabe 등24)은 anode에서

H2의 산화반응은 대단히 빨라서 Pt량은 작지만 cathode

에서의 산소환원반응(ORR)은 수만 분지 1의 속도이므

로 cathode 촉매의 Pt함유량은 anode에 비해 대단히

많음으로 cathode 촉매의 고성능화에 의해 필수적으로

Pt양을 저감할 필요가 있다.

촉매 g당 전류(질량활성: MA)는 촉매 표면적당 전류

J와 촉매 g당 표면적 S의 곱셈 [MA(A/g) = S(cm2/g)

× J(A/cm2)]으로 표시한다. 따라서 촉매의 저감은 S(비

표면적) 및 비활(J)을 크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S의 증대는 촉매를 나노 크기로 해서 큰비표면적의

도전성 Carbon Black(CB) 표면 등에 분산 담지 함으

로 가능하다. 촉매의 입자직경을 작게 할수록 반응 표

면적이 증가하여 활성이 증가하는 반면 쉽게 용해되고

재차 석출되어 활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커진다. 그러므

로 가장 적당한 입자 직경 제어가 중요하다. 

Watanabe 등의 Pt나노갭슐법에 의한 촉매 제조법은

Fig. 10. TEM image of Pt nanoparticle catalyst after polyol

reduction14,25) (Pt loading amount: 1 wt%, black

color in the figure indicates Pt nanoparticles).

Fig. 11. Distance and intensity of PdAu/CB nanoparticles by

TEM-ED X-ray analysis29).

Fig. 12. Inertness and mass activity of Pt/PdAu/CB cata-

lyst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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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염과 LiBEt3H와 LiB(C2H5)3H 등의 보호제와 환원

제를 혼합한 용액을 270oC에서 반응 시킨 다음 30oC

에서 Carbon Black 분산액을 가하여 CB에 담지시킨

후 열처리하여 유기물을 제거하고 N2 기류 중에서

400oC로 가열처리하여 2~5 nm의 촉매를 개발하였다. 촉

매의 입자직경은 계면활성제 몰비에 의해 제어하여 제

조된 사진을 Fig. 13에 제시하였다24).

Watanabe 등은 Pt를 Co등의 천이비금속과 합금화함

으로써, 조성에 현저하게 의존하여 활성이 수배에서 20

배까지 증가하는 것을 처음 발견하였다. PtCo/CB 촉매

사용조건하에서 Co는 촉매표면에서 용출하여 잔유한 Pt

가 재배열하여 치밀한 2~3 원자층의 Pt skin을 형성하

여 Co를 제어한다. 그리고 Pt skin은 ORR활성 증대효

과를 분명히 나타냈다. 

Watanabe 등의 skin 촉매 발견을 토대로 하여, 요즘

Core shell 촉매라고 이름 붙여서 많은 촉매가 개발되고

있다. 나노캡슐법으로 제조된 촉매는 시판 촉매에 비하

여 입자직경이나 조성 분포 폭이 대단히 좁은 담지촉매

가 제조되었다. Fig. 14에 3종류의 조성비 PtxCo/CB

(x=1, 2, 3) 촉매에 대하여 여러 가지 온도에서 ORR

활성을 측정하여 구한 반응속도상수 Kapp 관계를 제시

하였다24).

Fig. 14에서 합금촉매의 활성화에너지(그림의 경사선)

가 일정한 상태에서 Pt/CB에 비하여 높은 활성을 보였

다. Co합금 중에는 Pt3Co/CB가 활성이 가장 높고 안

정성도 높으며 Pt/CB의 약 3배 이상 높은 활성을 나타

내며 활성 증대를 80oC까지 유지할 수 있었다. 활성

증대율은 스퍼터법으로 제조한 합금촉매와 동등한 활성

증대, 활성화에너지를 나타내며 활성 증대 기구로서 Pt

skin 촉매위의 O2 해리가 가속하여 활성이 높아진다는

결과이다. 

Tanaka귀금속공업(주)는 Pt/GCB촉매를 50g 로드에

대한 입자직경 제어 공정을 확립하여 양산 합성 시의

Pt/GCB의 소립자직경과 중입자 직경으로 제어한 결과

를 Fig. 15에 도시하고, 새로 개발한 Pt skin PtCo/

AB800의 양산 합성한 결과를 Fig. 16에 제시하였다29).

목적한 조성은 Pt/Co=1인데 실측치는 Pt/Co=1.2로써

약간 Pt가 많았고 목적하는 입자직경의 PtCo 고분산

촉매 및 신규 Pt skin PtCo촉매를 양산화 합성이 가능

하였다. PtCo의 목적하는 조성 및 입자직경이 고분산촉

매 제조를 15g 뱃취로 양산할 수 있게 되었다. PtCo

표면에 Pt skin층 피복도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Fig. 13. Control of particle size by molar ratio of metal/

surfactant24).

Fig. 14. Temperature and composition dependence of ORR

of PtxCo/CB24).

Fig. 15. TEM image of 50 g load synthesis of Pt/GCB

catalyst and diameter of nanoparticles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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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대량생산에 적합한 Pt shell 형성법 개발

Daimon 등은 Pt단원자층(PtML)을 금속 Core 입자

표면에 형성시켜서 코어/셀 촉매를 얻는 방법으로써, 전

기화학적 Cu 원자의 Under Potential 석출을 이용한

방법(Cu-UPD: Cu Under Potential)을 이용하여 코어/

셀 촉매를 합성하여 높은 ORR 활성이 얻어 지는 것을

실증하였다. 이들은 Pt shell 형성법으로써, 전위제어할

필요 없이 양산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써, Cu-UPD 법

을 토대로 개량형 Cu-UPD법을 개발하였다26). 개량형

Cu-UPD/Pt 치환법의 개략도를 Fig. 17에 제시한다. 

코어재료 carbon 담지 Pd 코어, Pd/C를 Ar 분위기

중에서 황산 산성의 황산동수용액 중에 분산시키고 Cu

mesh를 용액 중에 담그고 교반하면 Cu2+/Cu의 평형전

위인 0.34V vs RHE(Reversible Hydrogen Electrode)

의 전위가 Pd Core 입자에 인가되어 Cu-UPD 현상이

생겨서 요구하는 교반 시간에 따라 Cu 원자층이 Pd

코어 표면에 형성된다. Cu 원자층이 Pd 표면에 형성된

후 Cu 메쉬를 끄집어 낸 다음 Pt전구체인 K2PtCl4 수

용액을 첨가함으로써 다음 제 (5)식과 같은 반응으로

Pt/Pd/C 즉 Pd코어입자표면에 Pt셀이 형성된다.

Cu/Pd/C + Pt2+ = Pt/Pd/C + Cu2+ (5)

제조된 Pt/Pd/C 코어셀 촉매의 ORR 질량활성은

410~440 A/g-Ptⓐ0.9V vs. RHE가 확인되었다. 이들

은 이 개량형 Cu-UPD/Pt 치환법을 NEDO 프로젝트내

의 촉매메이커에 1배취에 10g까지 제조할 수 있는 기

술을 이전하였다. 

Pt/Au/C 코어셀 촉매의 활성과 내구성을 Table 10에

제시하였다. 이것은 Au/C, 입자직경 2.8 nm, 담지율 30

wt%의 촉매이다. Pt/Au/C 촉매는 Pt/C 촉매의 ORR

표면적비활성과 질량활성은 Pt/C에 비해 1.8, 1.5배 향

상되었다. 

Daimon 등은 입자직경이 2.8 nm의 Au/C코어를 합성

하여 제조한 Pt/Au/C 촉매의 내구성을 단형파전위사이

클 시험[0.6 V (3s)/1.0 V(3s) vs. RHE, Ar 포화 0.1 M

HClO4 ⓐ 60oC, 10,000 사이클, ADT(Accelerated

Durability Test) 평가하였다. Pt/Au/C 촉매의 전기화학

적 표면적(ECSA: Electro-Chemical Surface Arear)는

3,000까지 약 50% 감소하여 Pt/C 촉매보다 내구성이

감소하였다. Pt/Au/C 촉매의 ECSA가 ADT에 의해 크

게 감소하였다. 이것은 Au와 Pt의 고용에 의한 것이라

생각되어 이를 억제하기 위하여 미리 Au에 Pt를 복합

한 AuPt코어를 사용한 Pt/AuPt/C 촉매 또는 PtRu/Au/

C 촉매는 ADT 후에 ECSA 감소가 억제되어 내구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Pt/Au/C, Pt/AuPt/C, PtRu/Au/C 및

Pt/C 촉매의 내구성을 Fig. 18에 제시한다. 

그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Au Pt 합금화 촉매가 내

구성이 향상되고 Ru을 첨가한 Pt코어셀촉매도 많이 향

Fig. 16. Mass production Comparison of TEM image and

particle distribution map of newly synthesized Pt

skin PtCo/AB 800 catalyst and PtCo/AB 800

catalyst29).

Fig. 17. Pt cell formation by modified Cu = UPD/Pt catalyst

method.

Table 3. ORR activity of Pt/Au/C catalyst (ⓐ0.9V vs.
RHE)26)

catalyst
ECSA

(m2/g)

Inertness

(µA/cm2)

Mass Activity

(A/g-Pt)

Pt/Au/C 116 596(×1.8) 306(×1.5)

Pt/C 76 328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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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되었다. 결과 적으로 Pt 사용량을 줄이는 방법은 나

노입자 코어 제조기술 개발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ADT에 의한 Pt/Pd/C 촉매의 활성 변화를 Table 4에

제시하였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Pt/Pd/C 촉매 초기

의 ORR 면적비활성은 Pt/C 촉매에 비하여 작지만 큰

비표면적에 의해 그 질량 활성은 Pt/C 촉매의 1.6배이

다. Table 4에 Pt/C와 Pt/Pd/C 촉매의 ORR활성(ⓐ

0.9V vs. RHE) ADT는 본래 촉매성능을 더욱 열화시

키는 실험이지만 Pt/Pd/C 촉매의 ORR 질량활성은

ADT 후에 크게 향상되어 초기 Pt/C 촉매의 3.8배나

높게 향상되었다.

4. 맺는 말

화석연료 과대사용으로 CO2 발생량이 증대하여 금세

기 말에는 지구환경이 최고 6.4oC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CO2 과대발생량을 줄이기 위하여

선진 각국은 전기자동차(EV)와 연료전지자동차(FCV)를

개발하여 시험판매 중에 있습니다. EV보다도 FCV는

에너지충전시간이 빠르고 운행거리도 1회당 2배 이상

되는 이점이 있다. 

PEFC의 핵심소재는 Pt촉매인데, 백금은 고가이고 희

소할 뿐만 아니라 원료가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러시아에

편재되어 있으므로 수요자가 적기에 공급받기에도 문제

가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진각국은 현재

PEFC제조용 나노Pt 사용량을 0.2~0.1 mg/cm2에서

0.05~0.03 mg/cm2까지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연구하

여 나노Pt촉매를 개발함으로써, FCV자동차 가격이 감

소될 수 있으며, Pt자원 보충을 위하여 리싸이클링 기

술도 개발하고 있다. 

본고는 습식법을 중심으로 한 나노백금과 나노백금촉

매에 관한 제조 기술을 아래와 같이 요약된다. 백금족

나노입자 제조 방법은 Pt, Pd 및 Au 염화염을 환원제

인 수소, citric acid, tartaric acid, sodium borohydride

(NaBH4), polyol(ethylene glycol 등의 다가 알코올),

알코올아민, N-methylpyrrolidone(NMP) 등과 thiol 등

의 고분자, polyvinylpirroidone(PVP) 등의 고분자 caping

제를 혼합하여 Pt 등을 환원한다. Pt, Pd, Au 등의 수

용액염을 수용액환원제를 이용하여 제조한 나노입자는

2~5 nm의 균일한 미립자로 형성된다. 산화백금입자를

물에 분산시킨 후 초음파를 조사하는 것만으로 캐핑제

를 사용안하고 2~3 nm의 Pt입자가 합성되었다. 

PEFC의 전극재료로 사용하는 Pt촉매는 Pt/C, 폴리올

법, 개량형 Cu-UPD/Pt 치환법 등에 의한 Pt촉매 및

나노캡슐법에 의한 Pt/GCB, Pt/Au/C, PtCo/C, PtPd/C

등이 연구 개발되고 있으며 개발한 Pt/PdAu/CB 촉매는

TKK Pt/CB 촉매에 비하여 질량활성이 약 7.8배 우수

하게 나타났다. Pt/Pd/C 촉매의 ORR 질량활성은 내구성

시험 후에 크게 향상되어 초기 Pt/C 촉매의 3.8배나 높

게 향상되었다. 장래 백금촉매의 미세화와 복합촉매 및

Co 등의 비백금 천이금속 등과의 복합화 촉매개발이 더

활성화되어 백금 사용량이 많이 감소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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