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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s

With the expectation to overcome the problem of increasing energy consumption, polymer electrolyte membrane 

fuel cells are getting more attention as a promising environmentally friendly and sustainable next-generation energy 

conversion system. In spite of the rapid improvement of polymer electrolyte membrane fuel cells(PEMFCs), there are 

several critical issues still need to be resolved for practical commercialization. Out of the many issues, the main hurdle 

comes from oxygen reduction reaction(ORR), thus development of efficient ORR electrocatalysts is the main key for 

enhancing PEMFC performance. Among various catalysts, 1D nanostructured catalyst is a promising candidate 

because it holds many advantages that come from nanostructuring while supplementing the disadvantages of other 

nanostructures such as nanoparticles(0D) or gyroids(3D). This review focused on diverse 1D nanostructures and 

talks about their advantages as catalyst for ORR. Different 1D nanostructures will be introduced while applying the 

structures to different materials system showing the prospects of 1D nanostructures for improving PEMFC.

Keywords: 1D nanostructure, ORR catalyst, PEMFCs

1. 서론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급격하게 증가하는 에너지 소비

량은 자원 고갈, 환경오염 문제를 심각하게 야기하고 있

으며,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져 가고 있다. 특히 

주 에너지 자원인 화석 연료는 매우 불균일하게 분포해 

있어 가격 변동이 심각하다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이

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수력, 풍력, 지열, 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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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열, 태양광, 연료 전지 등, 다양한 지속 가능하며 친

환경적인 에너지 원에 대한 연구들이 많은 관심이 받고 

있다.1-3) 그 중에서도 수소를 연료로 하는 고분자 전해질 

막 연료전지(polymer electrolyte membrane fuel 

cells, PEMFCs)는 연료인 수소를 다양한 경로를 통해 얻

을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물 분해를 통해 사실상 제한 

없이 공급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 생성 후에도 물 

이외에는 배출 물질이 없어 친환경적이고, 중간 에너지 

전달 과정이 없이 바로 전환되기 때문에 50 % 이상의 높

은 에너지 전환 효율을 가지고 있는 에너지 전환 시스템

이다. 게다가 다른 연료 전지 시스템에 비해 낮은 온도에

서 구동 가능하며, 모듈화를 통해 소형 전자 제품부터 발

전소까지 다양한 규모에 적용가능하기 때문에 차세대 발

전 시스템으로 주목받고 있다.3-5)

1950년대에 처음 발명된 고분자 전해질 막 연료전지는 

1960년대에 나사의 프로젝트에서 최초로 실제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퍼플루오로 술폰산(perfluorosulfonic 

acid)을 기반으로 하는 이온 전도 막인 Nafion이 개발되

면서 급격하게 발전되기 시작한다. 이와 함께 최근 20여

년 동안 괄목할만한 기술 발전들을 토대로 다양한 분야에

서 상용화를 앞두고 있으며, 수소 연료 전지 차량은 실제 

판매되기 시작하여, 10년 후에는 전 세계적으로 100만대 

이상의 수소 연료 전지 차량이 운행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5) 하지만 기존 기술들 이상의 경쟁력을 보유하기 위

해서 반드시 극복해야할 과제들이 남아있는데, 대표적으

로 가격, 촉매의 활성도(activity), 내구성 측면에서 개선

이 필요하다.

고분자 전해질 막 연료전지에서 주로 사용하는 촉매 물

질을 백금 기반으로, 단일 전지의 가격에서 촉매층이 3분

의 1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원인이 된다.6) 때문에 사용

하는 촉매의 양을 줄이면서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현재는 백금 사용량을 cm2 당 0.1 

mg 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7) 이는 활성도와 

내구성 향상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높은 활성도

와 내구성을 통해 적은 양의 촉매로도 실제 디바이스에서 

요구하는 성능을 냄과 동시에 장시간 동안 높은 성능을 

유지하는 것이 곧 연료 전지의 가격을 낮추고 경쟁력을 

높이게 된다.7-9)

이러한 조건들을 동시에 만족하는 촉매를 제작하기 위

해 나노 구조화, 합금, 복합체 등 연구들이 진행되었으

며, 실제로 비약적인 성능 향상이 있었음이 보고되었다. 

본 논문은 그 중에서 1차원 나노 구조 촉매의 장점 및 필

요성에 대해 고찰하고 다양한 촉매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2. 기본 반응 메커니즘 및 극복 과제

단일 고분자 전해질 막 연료전지에서 물질을 흐름은 간

략하게 살펴보면, 주입구를 통해 음극(anode)에는 수소 

기체가 투입되고 양극(cathode)에는 공기 또는 산소 기

체가 투입된다. 수소 기체가 투입된 음극에서는 수소 산

화 반응(hydrogen oxidation reaction, HOR)이, 공기 

또는 산소 기체가 투입된 양극(cathode)에서는 산소 환

원 반응(oxygen reduction reaction, ORR)이 일어난

다. 음극에서의 수소 산화 반응을 통해 수소는 산화되어 

수소 이온과 전자를 생성하고 생성된 수소 이온은 전해질 

막을 통해서, 전자는 외부 회로를 통해 양극으로 이동한

다. 반대쪽 양극에서는 산소 환원 반응을 통해 산소가 음

극에서 이동해온 수소 이온과 전자와 함께 물을 생성하

며, 생성된 물은 배출구를 통해 빠져나간다. 이렇게 형성

된 폐회로를 통해 전기 에너지를 생성하게 되며, 이 때 전

기화학 반응식은 다음과 같다.

Fig. 1. Nafion의 화학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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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극 반응(HOR): 

양극 반응(ORR): 

전체 반응: 

전체 반응은 열역학적으로 자발적인 반응으로 이 때 생

성되는 에너지는 깁스 자유 에너지(Gibbs free energy)

와 같으며, 이는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G = -nFE

∆G는 깁스 자유 에너지, n은 반응에 참여한 전자의 

개수, F는 패러데이 상수(Faraday’s constant, 96485 

sec A/mol), E는 가역 전위(reversible potential)을 의

미한다. 1기압, 25 °C에서 반응이 진행될 때 이론적인 가

역 전위 값은 약 1.23 V 이며 계산은 다음과 같다.

산소 환원 반응(Oxygen reduction reaction)

앞서 언급했듯이 고분자 전해질 막 연료전지가 경쟁력

을 갖추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당면 과제들은 가격, 반응

성, 내구성이다. 세 가지 요소 모두 산소 환원 반응과 밀

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는 산소 환원 반응이 전체 고분자 

전해질 막 연료전지의 성능에 큰 영향을 주는 속도 결정 

단계이기 때문이다. 산소 환원 반응은 음극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수소 산화 반응에 비해 약 106 배 정도 느리고, 

이로 인해 300 mV 정도의 과전압을 유발하여 성능 감소

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이를 효과적인 촉매 디자인을 

통해 개선하기 위해 산소환원반응의 메커니즘을 규명하

는 연구들이 있었으며,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모델은 

Fig. 3과 같다.11)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반응의 복합성

Fig. 2. 고분자 전해질 막 연료 전지의 구조와 기본 원리10)

Fig. 3. 산소 환원 반응 메커니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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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사용하는 물질들의 각기 다른 특성 때문에 명확한 규

명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까지의 연구를 

바탕으로 널리 받아들여지는 메커니즘들이 있으며, 대표

적인 메커니즘에는 산소의 흡착, 수소 이온과 전자의 전

달, 산소 원자의 분해로 이를 설명한다.12) 이 메커니즘에

서는 반응성 중간체(reactive intermediate)인 

oxygenated(O*), hydroxyl(OH*), superhydroxyl 

(OOH*) 등의 결합 에너지(binding energy)가 산소 환원 

반응의 전체적인 과정을 결정한다. 촉매가 이러한 중간체

들을 너무 약하게 붙잡아두면 수소 이온과 전자의 전달이 

반응 속도를 결정하게 되고, 반대로 너무 강하게 붙잡아

두면 반응 물질이 촉매 표면에서 탈착되는 과정이 반응 

속도를 결정한다.12) 때문에 촉매와 반응 물질 간의 결합 

에너지가 적절한 수준일 때 최적의 촉매 활성도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메커니즘 모델에 따르면 산소 환원 반응의 속도

를 높이기 위해서는 산소와의 적절한 결합력이 필요하며, 

따라서 산소와의 흡착 에너지 (∆EO)를 통해 물질 본연의 

촉매 활성도를 매우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Norskove 그룹은 화산 도표(volcano plot)를 통해 산소 

환원 반응의 활성도과 ∆EO와의 관계를 나타내었는데, 

Fig. 4과 같이 도표의 최고점을 기준으로 왼쪽에 위치하

는 금속들은 산소를 강하게 붙잡아 두는 경향이 있고 반

대로 오른쪽에 위치하는 금속들은 산소를 너무 약하게 붙

잡아 두기 때문에 최고점에서 멀어질수록 산소 환원 반응

성이 떨어지게 된다.13) 백금 촉매가 이상적인 촉매에 가

장 가깝지만 최고점에 위치하지는 않기 때문에 개선될 여

지가 있으며, 백금과 함께 금, 이리듐, 니켈, 팔라듐, 이

트륨 등 다른 전이 금속들의 합금을 제작하여 더 높은 활

성도를 갖는 촉매를 만드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12)

산소 중간체의 흡착 에너지를 조절하는 다른 방법은 촉

매의 d-밴드 중심(d-band centre) 모델을 도입하여 d-

밴드 또는 전도대(conduction band)의 모델을 조절하는 

것이다.14) d-밴드는 고체 표면의 전기적 특성을 설명해 

주는데, 흡착 에너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보고된 바 

있다. 코어-쉘(core-shell) 구조와 같이 두 가지 이상의 

금속을 접합하여 제작한 촉매들의 d-band가 순수한 금

속에 비해 이동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Kuttiyiel 그룹에

서는 제작한 촉매의 d-band 중심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d-band와 ∆E0 간의 관계와 화산 도표를 이용하였다.15) 

또 다른 방법은 촉매 표면에 주로 드러나는 면(facet)의 

조절하는 것으로 각각의 결정면은 고유한 비표면 에너지

(specific surface energy)와 산소환원반응 활성도를 가

진다. Stamenkovic 그룹은 Pt(111) 단일 결정면이 여러 

결정면이 섞여있는 Pt/C 촉매에 비해 10배 이상의 산소

환원반응 활성도를 가지는 것을 보였다(Fig. 5).16)

Fig. 4.   산소 환원 반응 활성도와 산소 결합 에너지의 상관관계를 나
타내는 화산 도표13)

Fig. 5.   표면 형태와 표면의 전기적 특성이 산소 환원 반응에 미치
는 영향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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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차원 촉매의 장점 및 필요성

촉매의 성능을 높이는 대표적인 전략은 나노 구조 촉매

를 제작하는 것으로, 촉매의 표면적을 증가시켜 활성도를 

높일 수 있다. 나노 구조 촉매는 구조에 따라 0차원부터 

3차원 촉매까지 분류할 수 있으며, 보고된 연구들에 따르

면 나노 구조 촉매의 전기 화학적 활성도 및 내구성은 단

순히 부피 대비 표면적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원

자의 배열, 표면적의 구조와 형태(morphology)등에 의

해서도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17)

지난 10여년간 가장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는 0차원 촉

매는 나노 입자로 대표할 수 있는데, 0차원 나노 입자 촉

매는 구조 특성상 부피 대비 또는 질량 대비 표면적이 매

우 크며 이로 인해 높은 촉매 활성도를 보인다. Yang 그

룹에서는 Fig. 6과 같은 나노 골격을 가진 백금 기반 촉

매를 제작하여 Pt의 활용을 극대화하였고, 기존 Pt/C에 

대비해 질량 활성도와 비활성도가 각각 36배, 22배 높은 

촉매를 보고 하였다.18) 하지만 0차원 나노 입자 촉매는 지

나치게 큰 표면 에너지로 인해 심각한 뭉침 현상이나 오

스트발트 라이프닝(Ostwald ripening) 등을 유발하게 

되고 이는 곧 급격한 성능 감소를 유발한다.19,20) Fig. 7에

서 구동 전후 Pt/C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데, 나노 입

자 촉매들의 크기가 커지도 밀도가 매우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0차원 촉매 논문들에서 반쪽 전지(half 

cell)를 이용한 테스트에서 기존 Pt/C에 비해 비약적으로 

향상된 촉매 활성도를 보고하였지만, 실제로 단일 전지를 

제작하여 성능을 보인 예는 극히 일부뿐이다.

 3차원 촉매는 활성도를 높임과 동시에 기존 Pt/C 촉

매에서 부족했던 내구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안된 촉매 

구조이다. 대표적인 연구는 역오팔(inverse opal) 구조의 

3차원 Pt 촉매 구조를 제작한 것이다. 제작한 구조는 실

제 단일 전지에도 적용되었고, 전지의 성능뿐만 아니라 

내구성 또한 크게 향상시켰음을 보고하였다.21) 이와 더불

어 자이로이드(gyroid) 구조를 이용하여 매우 우수한 연

결성을 가진 3차원 구조 촉매를 제작하여 우수한 촉매 성

능을 보고한 바가 있다.22) 하지만 이렇게 제작한 3차원 촉

매 구조는 세밀한 조건 조절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제작 

후 템플릿 제거 단계 등이 필요하여 제작 공정에 복잡하

고 대량 생산이 어렵다는 문제점들이 있어 실제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할 과제들이 남아있다.

Fig. 6.   각 단계별 나노 촉매의 TEM 이미지와 해당하는 모식도 (A) 초기 PtNi3 구조, (B) PtNi 중간체, (C) 최종 Pt3Ni 나노골격, (D) 열처리 후 
Pt3Ni 구조18)

Fig. 7.   구동 전 (A) 후 (B) Pt/C 촉매의 변화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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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원 촉매 중 특히 단일 결정 구조를 가진 촉매는 적

은 격자 입계(lattice boundary)를 가지며 낮은 에너지를 

가진 결정면(crystal facet)과 격자면(lattice plane)이 

드러나는 방향을 선호한다.23) 이러한 경향성은 전체 시스

템의 표면 에너지를 낮추고 촉매가 더 높은 활성화를 갖

게 해준다. 또한 매끄러운 단일 결정 구조의 표면은 촉매

의 활성도를 낮추고 산화되거나 분해되기 쉬운 낮은 배위

(low-coordinate)를 가지는 결함 위치를 줄여준다. 이에 

더해 1차원 나노 구조 촉매는 3차원 촉매와 마찬가지로 

높은 연결성을 지니기 때문에 기존 촉매나 0차원 촉매에 

비해 전자의 이동이 원활하며 우수한 반응 속도를 갖는

다.24) Koenigsmann 그룹에서는 지름이 2 nm 이하인 1

차원 촉매를 제작하면 표면 수축 효과를 통해 더욱 향상

된 전기화학적 활성도를 가질 것으로 예측하였다.25)

촉매의 내구성 측면에서 볼 때 1차원 촉매는 비대칭적

인 구조 특성상 용해(dissolution), 응집(aggregation), 

오스트왈드 라이프닝(Ostwald ripening) 등의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 0차원 촉매에 비해 훨씬 안정하다.26) 또한 0

차원 촉매에 비해 큰 규모를 가지기 때문에 높은 전기 전

도도를 유지할 수 있어 전기 전도 채널을 구성하기 위한 

탄소 기반 지지체를 요구하지 않는다. 전지 구동 과정 중 

특히 개시-종료(start-up and shutdown) 단계에서 발

생하는 과전압으로 인한 탄소 지지체 부식은 촉매의 구조

를 크게 변형시키기 때문에 기존 Pt/C 촉매를 사용한 고

분자 전해질 막 연료전지의 내구성을 낮추는 주원인이 된

다.27,28)

이와 같은 1차원 촉매들의 장점들을 활용하고자 소량

을 귀금속을 사용하여 높은 활성도와 내구성을 가진 촉매 

제작하는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1차원 나노

구조 촉매는 고성능 고분자 전해질 막 연료 전지를 위한 

촉매로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촉매 성능, 내구

성, 비용 측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4. 1차원 촉매 연구 동향

4.1 1차원 촉매 제작 방법

가장 초기의 제작 방식은 단단한 템플릿(hard 

template)을 이용한 촉매 제작 방식으로, 다공성 실리카

인 SBA-15를 이용하여 백금 와이어를 제작하였다.30) 다

양한 백금 와이어 구조를 SBA-15의 지름이나 길이 등을 

조절하여 제작할 수 있었다. 이 방법은 단순하고 효과적

이었기 때문에 이 후 다른 형태의 다공성 실리카 구조체

나 양극산화 알루미늄(anodic aluminum oxide, AAO)31), 

ZnO32) 등을 이용한 제작이 보고되었다. 하지만 단단한 

템플릿을 사용할 경우 백금 촉매 제작 후 템플릿을 제작

하는 공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고분자

33)나 바이러스34) 등의 부드러운 템플릿(soft template)을 

이용하여 촉매를 제작하는 연구들이 뒤를 이었다.

템플릿을 이용한 구조체 제작과는 별개로 전기방사

(electrospinning) 기술을 이용하여 1차원 촉매를 제작하

는 방식도 보고되었는데, 공극율(porosity)나 와이어의 

지름 및 길이를 조절해 제작한 1차원 나노 구조 촉매를 실

제 전지에 적용하여 향상된 바가 있다.35) 하지만 무기물 

전구체(precursor)를 고르게 분산시키기 위해 계면활성제

(surfactant)가 반드시 필요하고 공정 마무리 단계에서 

이를 제거해야하며, 제거하지 않을 경우 촉매 표면을 덮

어 성능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와 같이 템플릿을 이용하거나 전기방사를 이용한 제

작 방식은 순도 높은 촉매 물질을 얻기 위해 템플릿 또는 

계면활성제를 제거하기 위한 추가 공정이 필수적이다. 게

다가 이런 공정 방식으로는 다결정 나노 구조체만 제작 

가능한데 이는 앞서 언급했다시피 단결정 나노 구조 촉매

에 비해 성능 향상에 한계가 있다.36) 때문에 간단한 공정

만으로 단결정 나노 구조체로 이루어진 촉매를 제작하여 

고성능 연료 전지 촉매를 구현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

다. 결정의 핵형성과 성장에 대한 메커니즘이 밝혀지면서 

수용액을 기반으로 하는 전기화학 증착법37), 열적 분해

38), 솔-겔(sol-gel)법39), 열수 분해(hydrothermal de-

composition)40) 등 다양한 1차원 나노 구조 촉매의 합성 

방법들이 개발되었다.

Sun 그룹에서는 포름산(formic acid)를 환원제로 이

용하여 단결정 Pt 나노와이어를 대량으로 합성할 수 있는 

수용액 기반 합성법을 개발하였다. 이 공정은 템플릿이나 

계면 활성제, 캡핑제(capping agent)등이 필요하지 않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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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실온 정도의 매우 온화한 조건에서 가능할 뿐만 아니

라 조건을 제어하여 다양한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널리 쓰이는 촉매 제작 방법 중 하나이다.41)

4.2 다양한 산소환원반응용 1차원 나노 구조 촉매

촉매의 가격을 낮추기 위해 Pt가 아닌 전이 금속들을 

이용하는 연구들이 계속 진행되고는 있지만 현재까지는 

높은 촉매 활성도와 전기 전도도에 더불어 부식에 대하 

강한 저항성까지 지닌 Pt가 가장 우수한 산소 환원 촉매

로 여겨진다. Pt를 기반으로 하는 합금, 복합체 등을 1차

원 나노 구조로 제작하여 기존의 Pt 나노 입자 촉매의 부

족한 활성도 및 내구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연구들이 활

발하게 진행 중이다.

4.2.1 1차원 Pt 나노 구조 촉매

순수하게 Pt만으로 이루어진 나노 구조 촉매는 가장 대

표적인 1차원 구조 촉매로, 나노 구조를 통해 높은 촉매 

활성도를 가지면서 공정 측면에서도 가장 단순하여 제작

이 쉬운 장점이 있다. 그 예로는 초박막 Pt 나노와이어

(ultrathin nanowire)와 Pt 나노튜브(nanotube), 수직 

배향된 Pt 나노막대(nanorod)42), 나노사슬(nano-

chain)43) 구조 등이 있다.

초박막 Pt 나노와이어는 부피 대비 표면적을 증가시켜 

전기화학적 표면적(electrochemical surface area, 

ECSA)을 증가시키는 것이 목적으로 이를 통해 촉매 활

성도를 높일 수 있다. 기존의 0차원 나노 입자 촉매와 다

르게 초박막 Pt 촉매는 물리적으로 응집되거나 오스트왈

드 라이프닝에 대한 저항성이 매우 강해 높은 내구성을 

보유할 수 있다. Xiao 그룹에서는 [Cr(Co)6]를 이용하여 

열분해(pyrolysis)를 통해 2~3 nm 정도의 지름을 가지

는 Pt 나노 와이어를 제작하였고 이 때 Pt/C에 준하는 질

량 활성도를 확인하였다.44) Ruan 그룹에서는 다중 

twinned 구조를 제작하여 보고하였고 144 mA/mg 정도

의 질량 활성도를 확인하였는데, 이는 대조군인 Pt/C에 

비해 약 58 % 정도 향상된 수치였다. 내구성 테스트에서 

Pt/C의 성능이 56 % 이상 감소하는 동안 14 % 정도 감소

하여 매우 높은 내구성까지 있음을 보였다.(Fig. 8)45) 

Koenigsmann 그룹에서는 H2PtCl6의 환원을 통해서 이

보다 더 얇은 1.3 nm 정도의 지름을 가진 나노 와이어를 

제작하였다. 이 초박막 나노 와이어는 Pt/C 나노 입자에 

비해 7배나 높은 비활성도(약 1.45mA/cm2)를 나타냈

다.25)

또 다른 대표적인 촉매 구조인 Pt 나노튜브(Pt nano-

tube)는 초박막 나노와이어에 비해 더 큰 비표면적

Fig. 8.   촉매의 TEM 이미지(A~F)와 전기화학적 성능 테스트 결과(G~J), (A) 구조 형성 30초 후, (B) 구조 형성후 1분 후, (C~F) 구조 형성 
30초 후 TEM 이미지, (G) CV 곡선 비교, (H)촉매 활성도 비교, (I) 구동 사이클에 따른 CV 변화, (J) 구동 사이클에 따른 ECSA 감소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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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fic surface area)를 가지고 있다. 대개 양극산화 

알루미늄과 같은 템플릿을 이용하여 제작하거나 Ag나 

Cu 등 다른 금속을 이용하는 갈바닉 교체 반응(galvanic 

replacement reaction)으로 제작하게 된다. 양극산화 

알루미늄 템플릿을 이용하여 제작한 나노튜브는 작은 결

정자(crystallite)들로 이루어진 나노 크기의 미립자

(nanoparticulate) 덩어리를 형성하는데, 높은 비활성도

를 가짐에도 질량 활성도는 Pt/C에 비해서 낮은 결과를 

보였다.(Fig. 9)46) 갈바닉 교체 반응을 이용한 제작은 이

러한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였는데, Ag 나노 와이어를 

사용해서 교체 반응으로 제작한 다공성 다결정 Pt 나노튜

브는 Pt/C에 비해 질량 비활성도는 약간 향상되었고 내

구성이 매우 향상되었다.47) 열수 분해로 후처리를 하면 

단결정의 나노 튜브를 얻을 수 있으며, 이렇게 제작된 촉

매는 더욱 향상된 활성도와 안정성을 보였다.48) 나노 튜

브의 독특한 구조는 표면적을 증가시키고 촉매 활용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물질 이동과 기체 확산까지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

4.2.2 1차원 Pt 기반 합금 촉매

Pt 기반의 합금 촉매는 고가의 백금 사용량을 줄이면서

도 산소환원반응의 활성도는 높일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전략이다. DFT(density functional theory)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백금과 다른 금속과 합금을 제

작할 경우 백금 원자 간의 거리, d-밴드 중심의 위치 또

는 d-밴드의 공극 개수를 조절하여 이를 통해 산소 중간

체와의 적절한 흡착 에너지를 갖게 도와 촉매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49,50)

Pt 기반 합금 촉매는 크게 귀금속을 이용한 촉매와 비

귀금속을 이용한 촉매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귀금속 촉

Fig. 9.   나노 튜브 SEM 이미지 (A) 제작 후 (B) 질소 분위기 500°C
에서 열처리 후46)

Fig. 10.  Pd 나노 와이어의 TEM 이미지(A, B), PtPd 나노막대의 원소 분석(C~H), (C) HAADF STEM 이미지, (D) Pt 분포, (E) Pd 분포, (F) Pt
와 Pd 분포, (G), (H) PtPd 나노막대 절단면의 원소 profile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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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의 경우 Pd, Ag, Au 등과 같은 금속을 사용하며 제작

한 합금 촉매는 각각 다른 형태를 가진다. 이 중에서 Pd

은 가장 주목 받는 후보 물질로 백금과 매우 유사한 원자

가 껍질 전자 구성(valence shell electronic configu-

ration)과 격자 상수(lattice constant)를 가진다. 실제로 

백금과의 격자 불일치(lattice mismatch)가 0.77 % 정도

로 매우 낮기 때문에 PtPd 촉매는 순수 Pt와 유사한 특성

을 보인다.51) 또한 Pd도 귀금속에 속하지만 Pt보다 비교

적 저렴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다.

PtPd 합금 나노와이어 촉매는 Te을 템플릿으로 습식 

용액(wet chemical solution) 상에서 지름 약 10 nm, 길

이는 최대 수십 um의 나노와이어 촉매가 제작된 바 있

다.52) 이렇게 제작된 나노와이어 촉매는 반쪽 전지 반응

에서 기존 Pt/C 촉매에 비해 두 배 이상의 질량당 활성도

를 보였다. 이후 나노와이어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구조를 

가진 PtPd 촉매들이 개발되었고, Dong 그룹에서 제작한 

PtPd 다공성 나노막대(nanorod) 촉매는 Pt/C 촉매 대비 

3배 이상 증가된 전기화학적 표면적(electrochemical 

surface area)과 40 % 이상 향상된 비활성도(specific 

activity)과 함께 촉매 열화 시험(accelerated degrada-

tion test)에서도 Pt/C의 성능이 40 % 감소하는 동안 

5.88 % 만 감소할 정도로 높은 내구성을 보고하였다.

(Fig. 10)53) Wang 그룹에서는 포름산 환원 반응으로 이

용하여 탄소 지지체에 백금과 금, 팔라듐, 구리 등으로 합

금 촉매를 올려 나노막대 구조를 제작하였고 향상된 성능

을 가짐을 확인하였다.54,55)

백금/비귀금속 합금 촉매의 성능 향상은 이전 보고된 

시뮬레이션 및 실험 결과들에서 입증되었는데, 백금과 함

께 철, 코발트, 니켈, 구리 등과 같은 3d 전이 금속 합금

을 사용하면 촉매의 산소환원반응 활성도를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이는 전이 금속이 백금의 활성 자리

(active site)의 수산화기(OH) 흡수를 줄이고 속도론적 

안정성(kinetic stability)을 높여 비귀금속 물질의 용해

를 억제하고 이것이 활성도를 높이기 때문이다.12,56,57)

Li 그룹에서는 전기방사로 PtFe 합금 나노와이어를 제

작한 후 다시 탈합금(dealloying)하는 공정을 이용하여 

다공성 나노와이어를 제작하였다.58) 이렇게 제작된 나노

와이어는 자기 지지체(self-supporting)를 형성하여 

Pt/C 촉매와 비교하여 2.3 배 높은 비활성도를 보였다. 

또 다른 방식으로는 유기물 상분해(organic phase 

decomposition)와 환원 공정을 거쳐 PtFe과 PtCo 초박막 

촉매를 제작한 예가 있다.59,60) 이 촉매들을 초기에는 향상

된 성능을 보였지만 아세트산에 Fe과 Co가 녹아나오면서 

성능 감소를 보였다. 하지만 열처리를 거치면 나노와이어 

표면을 Pt이 덮으면서 촉매 활성도와 안정성을 높이는 결

과를 보고하였다. 2013 년에는 마그네트론 스퍼터링

(magnetron sputtering) 경사 증착(glancing angle 

deposition) 기술을 이용, 수직 정렬된 PtNi 합금 촉매를 

제작하여 순수한 Pt 나노막대보다 2.3배 향상된 성능을 

얻었다.61) 하지만 이 연구에서도 반응이 계속 될수록 니켈

이 녹아나오면서 촉매 활성도가 감소하는 문제가 있었다.

두 가지 금속만 사용하는 연구에서 더 나아가 세 가지 

이상의 금속을 사용하여 제작한 합금 촉매에 대한 연구들

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세 가지 이상의 금속으로 이

루어진 합금 촉매는 더욱 높은 성능을 보였는데 이는 각 

원소 간의 상조적인 효과가 더 강했기 때문이다. 그 예로

는 PtNiFe 나노와이어62)나 PtNiCu 나노막대63) 등이 있

는데 두 가지 금속 합금에 비해 높은 질량 활성도와 비활

성도를 보였다. Yu 그룹에서는 갈바닉 교체(galvanic 

replacement)를 이용하여 PtPdCu 나노 입자들로 이루

어진 나노 튜브를 제작하였고64) Pipple 그룹에서는 양

극산화 알루미늄 템플릿을 이용한 전기화학 증착으로 

PtCuCoNi 합금 나노 튜브를 제작하여 보고하였다.65) 합

금에 사용되는 금속의 종류가 늘어나면서 향상된 성능을 

보이지만 촉매 제작 및 분석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4.2.3 1차원 백금 기반 복합 촉매

복합 촉매는 합금 촉매와 다르게 코어-쉘(core-shell) 

구조나 헤테로 구조(heterostructure)와 같이 두 가지 이

상의 금속이 불균일하게 원자 배열을 이루고 있는 촉매를 

말한다. 이 경우 귀금속 부분이 가혹한 고분자 전해질 막 

연료 전지의 구동 조건으로 인한 비귀금속의 용해를 억제

하여 성능 감소를 늦추게 된다.66)

대표적 복합 구조인 코어-쉘 구조는 임의의 금속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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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에 위치시키고 그 표면에 얇은 백금 막이 있는 구조로, 

일반적으로 내부 중심 구조를 성장시킨 후 전면적으로 두

번째 외부 층을 성장시키는 방식으로 제작한다. 이때 구

조는 저전위 증착(underpotential deposition) 교체 방

식이나 탈합금, 편석(segregation)같이 구조를 재정렬하

는 방식 등의 공정들이 이용된다.67) 

Cu 나노 와이어의 표면 일부를 갈바닉 교체 반응을 통

해 2 nm 두께의 Pt로 교체하여 촉매가 제작된 예가 있

으며,68) 이외에도 Cu 대신 여러 가지 전이 금속을 이용하

여 제작되었다. 중심 금속을 Pd이나 Au같은 귀금속으로 

사용하여 제작한 촉매는 산성 조건에서도 높은 내구성을 

보였다. Alia 그룹에서는 Pd 나노 튜브에 갈바닉 교체 반

응을 적용하여 두께가 6 nm 정도인 독특한 형태의 

Pd-Pt의 코어-쉘 구조를 제작하였다.69)

코어-쉘 구조에서도 중심 물질 또는 껍질을 합금으로 

제작한 촉매들 있다. 핵생성 및 성장 과정을 정밀하게 조

절하여 Pt과 Au로 이루어진 코어-쉘 구조의 촉매가 한 

예인데, PtAu 합금이 바깥 껍질을 이룬다.70) Sun 그룹에

서 구현한 촉매 구조는 FePtCu 또는 FePtNi를 이용한 

독특한 구조이다.71) 제작한 합금을 아세트산으로 처리하

여 합금 부분이 Pt 지지체 위에 올라간 FePtCu/Pt와 

FePtNi/Pt 형태를 구현하였다. 여기서 더 나아가 2013

년에는 FePtPd/FePt와 FePtAu/FePt 구조를 가진 촉매

를 제작하기도 하였다.72) (Fig. 11)

4.2.4 비백금계 기반 촉매

아직까지 Pt가 가장 널리 사용되는 산소 환원 반응 촉

매임은 분명하지만, 적은 매장량으로 인해 공급의 제한과 

그로 인한 고비용은 고분자 전해질 막 연료전지의 상용

화에 큰 걸림돌이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Pt 이외에 다

양한 물질들을 이용한 촉매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

는데, 그 범위는 비백금 금속만을 이용한 촉매부터 합금, 

금속산화물, 질소 도핑된 탄소나노튜브(carbon nano-

tube)까지 매우 폭넓다.

귀금속 기반 촉매

비백금 귀금속 촉매로는 Pd, Au, Ag 등이 주로 사용되

는데, 대부분 염기 조건에서만 구동이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그 중에서도 Pt와 유사한 특성을 

가지는 Pd의 활용 빈도가 가장 높다. Pd만을 이용하여 

나노 와이어,73) 나노튜브74) 뿐만 아니라 Cu와의 합금 나

노 와이어75)나 PdFe으로 나뭇잎 형태의 나노 구조76)를 

Fig. 11.   HAADF-STEM 이미지(A, D, F), 고해상도 HAADF-STEM 이미지(B, C), STEM-EELS 원소 분석(E), 고해상도 line-scan EELS 분석
(F, G)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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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하는 등 다양한 촉매들이 보고되었다. 특히 MnO2 

나노 막대의 표면을 Pd으로 감싼 코어-쉘 형태의 촉매는 

산성 조건과 염기 조건에서 모두 우수한 활성도를 보였

다.77) Au 기반의 촉매와 Ag 기반의 촉매도 나노 와이어

나 나노 튜브, 나노 케이블(nanocable) 등의 구조로 다양

하게 제작되었지만, 대부분 염기 조건에서만 구동이 가능

한 한계가 있었다.78-80)

비귀금속 기반 촉매

Pt를 비롯한 귀금속이 전혀 포함되어있지 않은 비백금 

비귀금속 촉매(non-precious metal catalysts, NPMCs)

는 비용적인 측면에서 촉매의 효율을 극단적으로 끌어올

릴 수 있는 최종 목적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물질 본

연의 특성으로 인해 성능의 한계가 있고 특히 1차원 나노 

구조가 적용된 보고는 매우 드물다. 대표적인 예는 Cu2Se 

나노 와이어81)와 망간 산화물(MnOx) 계열이 있다. 망간 

산화물은 유망한 NPMC로 주목받고 있는데, 매우 저렴하

며, 환경 친화적이고 높은 활성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로 망간 산화물이 도핑된 탄소나노튜브82)나 

Ketjen 탄소 지지체에 올린 비정질망간 산화물 나노 와이

어,83) Ni-α-MnO2, Cu-α-MnO2 나노 와이어84) 등이 

보고되었으며, 향상된 촉매 활성도를 보였다.

최근에는 질소 도핑된 탄소나노튜브와 같은 탄소 물질

들이 집중적으로 연구되고 있다.85-86) 이러한 탄소 기반 

물질들은 산성 조건과 염기 조건에도 모두 구동 가능하

며, 질소 원자의 영향으로 산소의 흡착 및 반응성이 향상

되어 산소 중간체를 만들기 용이해지게 된다. 이를 통해 

효율적인 산소 환원 반응 경로를 택할 수 있고 궁극적으

로 전체 연료 전지의 성능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장점에 

주목하여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으며, 그 중 하나로 최

근 Zelenay 그룹에서 제작한 질소 도핑된 탄소 지지체에 

Fe 나노 입자를 올려 제작한  Fe-N-carbon 촉매를 예

로 들 수 있다.87) 이 연구에서는 polyaniline (PANI)를 

이용하여 구조를 형성하고 열분해를 통해 질소 도핑된 탄

Fig. 12.   (A) 공극 크기 분포, (B) PANI-Fe-C SEM 이미지, (C) (CM+PANI)-Fe-C SEM 이미지, (D) Nafion 이오노머 함량에 따른 성능 변화, 
(E) 가압 조건에 따른 성능 변화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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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지지체로 변환하였다. 이때 PANI에 cyanamide(CM)

를 첨가하여 구조의 공극율(porosity)를 조절함과 동시에 

계층적 구조(hierarchical structure)를 형성하였으며, 

Pt 이 없는 촉매에서도 Pt/C 이상의 높은 성능을 가질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시도들을 통해 NPMC의 

활성도나 내구성은 크게 향상되었지만 아직까지 기존 

Pt/C 촉매를 대체하기에는 한계점이 명확한 상황이다. 

고분자 전해질 막 연료전지에 적용하여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4.2.5 1차원 Pt 나노 구조를 이용한 전극

독특한 나노 구조를 이용하여 촉매 자체의 성능은 매우 

향상되었지만, 실제 연료 전지에 적용하였을 때는 기대만

큼의 성능을 보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1차원 나노 구

조 촉매의 경우 실제로 단일 전지에 적용하여 성능 테스

트까지 도달한 경우는 극히 일부이다. 이는 기존 촉매 구

조와 다른 새로운 촉매들을 연료 전지 전극에 적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탄소 지지체에 올린 Pt 나노 와이어 

촉매를 실제로 단일 전지를 제작한 후 성능 테스트까지 

한 결과를 보고한 바가 있다.88-90) Tongji 대학교, 

Waterloo 대학과 General Motors의 공동 연구에서는 

Pt 나노 와이어를 양극에 사용하여 적층 방식으로 전체 

전지를 구성, 1.5 kW 의 시스템을 구현하였다.90) 촉매를 

구성한 Pt 나노 와이어의 지름은 약 4 nm로 기존 촉매에 

비해 비교적 컸지만, 그 이상의 성능과 내구성을 보였다. 

이는 나노 와이어의 촉매의 기대 이상의 촉매 활성도와 

높은 공극률에서 기인한 물질 이동 손실(mass transport 

losses) 감소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촉매 자체의 내구

성 증가에 비해 전지 전체의 내구성 향상은 비교적 미미

했는데, 이는 높은 공극률로 인해 구조의 안정성이 낮아

지기 때문인 것으로 예상된다. 420 시간 동안 구동 후 나

노 와이어 촉매는 초기 성능 대비 14.4 %, 상용 촉매는 

17.9 % 가 감소하였다. 

비약적인 성능 향상을 보인 연구는 3M 사에서 개발한 

독특한 구조의 nanostructured thin film(NSTF) 촉매 

전극이 있다.91) 이 촉매 구조의 제작 과정은 먼저 

perylene으로 휘스커 구조(whisker)를 만들고 표면을 

20 nm 두께의 다결정 PtCoMn 합금으로 코팅하는 것이

다. 제작한 촉매 구조는 균일하며 매우 높은 촉매 활용도

를 보인다. 하지만 이 구조는 그 특성상 물 관리(water 

management)가 어려워 실제 사용이 어렵고, 전기화학

적 표면적이 낮다는 단점이 있다.

또 다른 박막 전극의 예는 Du 그룹에서 보고한 기체 투

과 전극(gas diffusion electrode, GDL)의 표면에 직접 

기른 단결정 Pt 나노 와이어 촉매로, 포름산 환원법으로 

상온에서 간단하게 제작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92) 

즉, GLD 자체가 촉매의 지지체로 사용되었으며 그 위에 

지름 4 nm, 길이 20~200 nm의 1차원 나노 구조 Pt 촉

매가 있는 것이다. 정렬된 구조 덕분에 물질 이동 손실이 

크게 감소하고 촉매 활용도가 증가하여 높은 성능을 보였

다. 이에 더해 Pt/C 촉매에서와 같은 탄소 지지체가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전극의 내구성도 크게 증가

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Pt 나노 와이어 표면은 소수성이기 때문에 수소 이온 

전도를 위해 Nafion 이오노머(ionomer)가 반드시 필요

하지만, NSTF에서는 수소 이온의 이동 거리가 짧고 공

극이 많기 때문에 Nafion 이오노머 없이 전지 구동이 가

능하다.93) 또한 정밀하게 촉매 구조를 제어하면 삼상계면

(triple phase boundary)을 증가시킬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촉매 활용도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 때문에 GDL 

전체를 촉매로 코팅하지 않고 빈 공간에만 소량 코팅하여

도 기존 촉매 이상의 성능을 끌어낼 수 있다.94) 여기서 한Fig. 13. PtCoMn 합금 촉매가 코팅된 휘스커 구조의 SEM 이미지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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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더 나아가 GDL을 질소로 도핑하여 Pt 촉매를 성장시

키면 Pt 원자들의 움직임을 제한하고 핵의 크기를 줄여서 

더 얇은 Pt 나노 와이어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제작된 

나노 와이어는 표면적이 더 넓고 성능도 증가하게 된

다.95) GDL에 촉매를 직접 성장시켜 만든 NSTF 촉매는 

매우 효과적이지만, 더 심도 깊은 연구를 위해 촉매의 구

조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연구들이 필요하다.

5. 결론

차세대 친환경,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으로 주목받

고 있는 고분자 전해질 막 연료 전지는 본격적인 상용화

를 눈앞에 두고 있으며, 그 마지막 단계의 성공 여부는 산

소 환원 반응 촉매의 성능 최적화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

로 보인다. 산소 환원 반응 촉매의 성능은 촉매의 구조, 

형태, 배열 등에 따라 큰 성능 변화를 보이기 때문에, 다

양한 재료의 적용, 또는 그 재료들 간의 조합과 기능성 나

노 구조 촉매 제작 쪽에 많은 기대가 모이고 있다. 

산소 환원 반응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Pt은 연료 전

지의 가격 경쟁력을 낮추는 주요인 중 하나로, 이를 다른 

물질로 대체하기 위해 많은 연구들이 있었다. 하지만 Pt

의 우수한 촉매 활성도와 내구성을 뛰어넘을 만큼 우수한 

촉매는 아직까지 개발되지 못 했고, Pt을 기반으로 한 다

양한 촉매들도 촉매 자체의 활성도는 우수하지만 내구성

이나 제조의 간편성 등의 문제가 있어서 이 전략만으로는 

실용화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 다른 연구 방향인 나노 구조 촉매 제작은 나노 입자

와 같은 0차원부터 자이로이드와 같은 3차원 촉매까지 

다양하게 진행이 되어 왔다. 각각 나노 구조들은 저마다 

강점이 있음에도 치명적인 단점들이 문제가 되곤 하는데, 

가장 많이 연구가 이루어진 0차원 촉매들은 매우 높은 활

성도를 가진 반면 내구성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고, 3차원 

촉매의 경우에는 내구성은 우수하지만 구조의 제작 과정

이 너무 복잡하여 상용화에 어려움이 따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1차원 나노 구조는 다른 구조 촉

매들의 장점은 취하면서 단점들은 보완할 수 있는, 높은 

잠재력을 가진 구조라고 할 수 있다. 1차원 촉매는 0차원 

촉매와 같이 큰 비표면적을 가지기 때문에 높은 촉매 활

성도를 보일 뿐만 아니라 비대칭적인 구조와 큰 규모로 

인해 내구성이 크게 향상된다. 동시에 3차원 구조와 같은 

높은 연결성도 가지고 있어 전자의 이동이 원활하여 촉매 

활성도가 증가하고, 탄소 지지체 없이도 연료 전지 구동

이 가능하여 지지체의 부식으로 인한 성능 급감을 배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1차원 촉매에 적

합한 전지 시스템 구현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까

지 실제 단일 전지에 적용하여 성능을 보인 사례는 극히 

일부뿐이지만, 수직 배향된 나노 막대 구조 촉매 등의 사

례에서 이미 충분한 잠재력이 있음을 보였다. 

따라서 이후의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 대한 연

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효율적인 1차원 나노 

구조 촉매를 제작하기 위해서 1)산화환원반응의 메커니

즘의 명확한 규명과 2)여러 촉매 물질들의 내재적 특성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3)촉

매의 구조와 성능의 상관관계를 밝히고 구조를 최적화하

는 연구와 4)귀금속 물질의 사용량을 최소화하면서도 고

성능, 고내구성을 확보할 수 있는 촉매 디자인에 대한 연

구가 필요하다. 또한 이렇게 제작한 촉매에 대해서는 5)

단순히 활성도가 증대되는 것을 확인이 아니라 반드시 실

제 단일 전지에 적용 후 성능 향상을 확인하는 단계까지 

진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고성능 촉매를 6)친

환경적이며 저비용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공정 개발에 

대한 연구까지 이뤄진다면 1차원 나노 구조 촉매는 다른 

촉매들의 여러 장점을 취하면서 동시에 문제점들을 해결

할 수 있으며, 고분자 전해질 막 연료 전지의 상용화를 앞

당기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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