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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연구의 시료는 아크릴 고분자-전이금속 착물 촉매 전극으로 단일공정 플라즈마 처리 과정을 통해 제조하였다. 구체적으로 아크릴

산-Cu 착물, 아크릴산-Ni 착물, 아크릴산-Cu/Ni착물 전구체를 제조 후, 이 전구체를 플라즈마 공정을 거쳐 ITO 전극 표면에 코팅 처리

하여 아크릴 고분자-전이금속 착물 촉매 전극을 제조하였다. 3종류의 아크릴 고분자-전이금속 착물 촉매에 대하여 접촉각 측정, SEM, 

SEM-EDS, AFM, XPS, 전기화학적 방법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 3종류의 전극이 플라즈마 단일공정 과정을 거쳐 성공적으로 제조됨을 

확인하였다. 3종류의 전극에 대해서 메탄올의 산화 반응 결과를 수행하여 메탄올 연료전지용 촉매로서 가능성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촉매 효율은 아크릴 고분자-Cu/Ni 2성분 전이금속 착물 >> 아크릴 고분자-Cu 전이금속 착물 전극에서 높은 효율이 보였다. 반면에 아

크릴 고분자-Ni 전이금속 착물 전극에서는 촉매 효율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로서 아크릴 고분자-Cu/Ni 전이금속 착물 및 아

크릴 고분자-Cu 전이금속 착물은 메탄올 연료전지용 촉매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단일 플라즈마 공정은 연료전지용 전기화학 전이금

속 착물 촉매를 제조하는 데 매우 유용한 방법임을 알아냈다.

In this study, the acryl polymer-transition metal complex catalytic electrode was prepared by one-step plasma process. In details 

three-type precursors with acrylic acid-Cu complex, acrylic acid-Ni complex, and acrylic acid-Cu/Ni binary complex was synthesized 

by complexation reaction, after then the acrylic polymer-transition metal complex catalytic electrode was synthesized by one-step 

plasma process of the synthesized precursors on the surface of ITO glass. The successful preparation of three-type electrodes was 

conformed via water contact angle analysis SEM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EDS (SEM 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metry), AFM (Atomic Force Microscope), XPS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and electrochemical analysis, respectively.

Furthermore the catalytic efficiency for fuel cell was evaluated via electrochemical oxidation of methanol to know the possibility used 

by methanol fuel cell catalyst. As results, the catalytic efficiency was as following order: acryl polymer-Cu/Ni binary transition metal 

complex >> acryl polymer-Cu transition metal complex, while the acryl-Ni transion complex was not obtained the catalytic efficiency 

for methanol oxidation. From these results the polyacrylic acid-Cu/Ni binary transition metal complex and polyacrylic acid-Cu 

transition metal complex catalysts could be used as methanol fuel cell catalysts. In addition the one-step plasma process is good method 

for preparation of the fuel cell cataly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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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화석연료 사용증가로 대기질 악화, 지구온난화 가속 등 환경오염이 심화하는 실정이다. 에너지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전 세

계적으로 배출기준을 더 강화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배출 및 제어장치는 훨씬 더 복잡해지고 있다. 따라서 신재생 에너지 및 환

경 촉매 물질에 관한 관심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그중 메탄올 연료전지는 메탄올과 물의 전기 화학반응에서 생성되는 수소

가 산소와 결합하면서 전기를 만드는 장치이다. 시스템이 단순하고 친환경적이며, 전기 전도성을 띠는 등 여러 분야에 응용 가능

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응 속도가 낮은 것에 대한 저출력 밀도, 다량의 촉매 사용 등이 요구된다[1-5].

한편, 연료인 메탄올은 값이 싸고, 전 세계적으로 풍부한 자원이며, 액체 상태이므로 이동과 저장이 쉽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기존의 휘발유를 다루는 주유소의 장치를 그대로 쓸 수도 있다. 그리고 최종 생산물이 CO2와 물이라는 장점이 있고, 150°C 이하

에서 작동할 경우 NOx를 거의 배출하지 않아 환경친화적인 화합물이다. 열역학적으로 메탄올 연료전지(Direct Methanol Fuel 

Cells, DMFC)의 포텐셜(Potential)은 1.21V이다. 이 값은 수소/공기를 사용하는 고분자전해질 연료전지(Polymer Electrolyte 

Fuel Cells, PEFC) 보다 20mV 정도 낮은 값이다. 그러나 메탄올의 산화와 산소 환원 반응이 비가역반응이므로 양극에서 0.2V 

정도의 감소가 일어나게 되고, 양극에서 음극으로 메탄올이 투과하는 메탄올 Crossover 현상으로 0.1V를 또 잃게 된다. 이 현상

을 줄이기 위해서는 산소 환원 반응의 촉매를 바꾸거나, 사용하는 귀금속 촉매인 Pt의 양을 많이 사용하여 해결하고 있으나, 이

는 가격을 더 상승시키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와 상용화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한편, 전이금속 표면은 산화 특성 때문에 촉매로 

사용할 수 있으며, 유기합성과 물 전기분해에서 전기 촉매로 사용되어왔다[6-11]. 여기에 합금원소를 추가했을 때 비교적 전기 촉

매 활성도를 증가시키는 것이 입증되었다[12,13].

플라즈마 코팅은 진공 및 특정 가스 환경에서 플라즈마를 이용하여 기판 등에 코팅하는 기술을 의미하는 것으로, 최근 다양한 

코팅 소스, 물질 등이 개발되면서 그 응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14]. 플라즈마 코팅은 물리증착 및 화학증착에서 주로 이용하고 

있는데 플라즈마를 이용하는 대표적인 기술로 스퍼터링과 음극 아크증착, 플라즈마 화학증착 등이 있다. 이러한 스퍼터링은 기

존의 마그네트론 스퍼터링보다 이온화율이 대폭 향상된 HIPIMS(High Power Impulse Magnetron Sputtering) 기술로 개발되

면서 경질피막 제조의 신기술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음극 아크증착의 경우는 다양한 Filtered 아크소스가 개발되면서 후막 고경도 

DLC(Diamond-like Carbon) 등 기존의 방법으로 달성할 수 없었던 코팅층의 제조가 가능하게 되었다. 최근 수명 및 물성이 크게 

향상된 소재들이 다양하게 개발되었는데 이들 소재는 가공이 잘되지 않는 난삭재가 대부분이어서 기존의 가공 도구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따라 난삭재 가공용의 새로운 도구에 대한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응하는 유력한 방법의 하나

가 플라즈마를 이용한 경질 코팅이다. 이렇듯 플라즈마 코팅은 난삭재 가공용 도구를 비롯하여 기계나 자동차 부품의 고경도, 저

마찰 코팅, 기능성 코팅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을 확대하고 있다[15].

한편, 본 연구그룹에서는 플라즈마 단일공정 기법을 이용하여 금속산화물 나노촉매의 코팅[16], 나노돌기, 나노입자, 나노필름

의 코팅[17] 및 비닐 고분자-Ni 착물 촉매의 코팅[18]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플라즈마 단일 공정기법은 나노촉매의 코팅에 매우 유

효한 방법의 하나이다. 그렇지만, 2성분계 전이금속 착물 촉매를 대상으로 수행한 결과가 거의 없고, 메탄올 연료전지 촉매로의 

활용성에 관한 정보는 아직 미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귀금속 촉매인 Pt 대신에 사용할 수 새로운 전이금속(단일 및 2성분계) 촉매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

고 있다. DMFC용 촉매로 사용하기 위하여 아크릴산-Ni, 아크릴산-Cu, 아크릴산-Cu/Ni 2성분계 착물 전구체를 각각 제조하고, 

이 전구체를 단일공정 플라즈마 처리하여 아크릴 고분자-전이금속 착물 촉매를 제조하였다. 성공적인 제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서 Contact angle, SEM, SEM-EDS, AFM, XPS 특성 평가를 통해 확인하였다. 더 나아가 촉매 효율은 CV(Cyclic Voltammetry)

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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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2.1 시약 및 기구

본 연구는 연료전지용 귀금속 백금 소재 비교적 값이 싸고 쉽게 구할 수 있는 대체 물질 개발 및 플라즈마를 이용하여 간단하게 

새로운 전이금속 촉매 물질 개발에 목표를 두었다. 시료의 분석과 평가는 Contact angle, Cyclic Voltammetry, SEM, SEM-EDS, 

AFM, XPS 등을 이용했다. 

Nikel chloride(NiCl2)는 동양화학, Copper chloride(CuCl2)는 삼전화학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며, N, N'-methylene-bis- 

acrylamide와 acrylic acid는 시그마 알드리치사에서 구매하여 사용하였고, NaH2PO4와 Na2HPO4는 Junsei사에서 구매하여 사

용하였다. Phosphate buffer solution(PBS)는 pH=7.0로 NaH2PO4와 Na2HPO4를 혼합하여 제조하였다. 실험에서 사용되는 약

품은 밀리-큐 플러스 물 정화계에서 정화한 물을 사용하였다. ITO glass는 대전 시약 제품을 사용하였다. 

전이금속 착물 촉매 전극을 평가하기 위해 전자현미경(FE-SEM, s-4800, Hitachi Co., Ltd., Japan), Contact angle(PHOENIX- 

300, Surface Electro Optics Co., Ltd., Korea), 원자간력 현미경(AFM, NX-10, Park system Co. Ltd, Korea), X-선 광전자 분광법

(XPS, Thermo Scientific Inc., U.K) 사용하였다. 전기화학적인 측정은 순환 전압 전류법(VersaSTAT 3 Potentiostat Galvanostat, 

AMETEK PAR, U.S.A) 3개의 전극 체계로 수행하였다. 작업 전극은 ITO glass이고, 상대 전극은 백금선이며 기준 전극은 Ag/ 

AgCl이다.

2.2 전기화학 전이금속 착물 촉매 전극의 제조

Fig. 1은 전이금속 착물 전극 또는 전기화학 촉매 전극의 제조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먼저 아크릴산과 전이금속염(CuCl2 및 

NiCl2)을 이용하여 반응 전구체를 제조하고, 이 전구체에 소량의 가교제를 집어넣어 플라즈마를 이용하여 ITO 글라스 전극 표

면에 코팅 처리하여, 전기화학 전이금속 착물 촉매 전극을 제조한다.

Table 1은 구체적인 반응 전구체 제조 조건 및 함량을 나타내고 있다. 반응 전구체는 모두 실온에서 수행하였다.

Fig. 1. Schematic preparation procedure of electrochemical catalytic electrode by plasma deposition

Table 1. Reaction condition for AC plasma deposition onto ITO surface

Experimental No. Acrylic acid (mL) Nickel chloride (g) Copper chloride
Water with 0.5g 

N, N'-methylene-bis-acrylamide

1 - - - 0.5mL

2 5.0 0.0475 - 0.5mL

3 5.0 - 0.0341 0.5mL

4 5.0 0.0475 0.0341 0.5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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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제조한 전이금속 촉매 물질의 여러 가지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Contact angle, Cyclic Voltammetry, SEM, SEM-EDS, 

AFM, XPS 등을 이용했으며, 물리 ‧ 화학적 특설과 Ni 및 Cu의 전이금속 원소가 어느 정도 포함되었는지 등을 분석하고 평가하

는 데 중점을 두었다. 

3.1 전기화학 전이금속 착물 촉매 전극의 특성 평가

Fig. 2는 제조한 전기화학 전이금속 착물 촉매 전극 표면의 접촉각을 측정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No. 1은 ITO 전극 

표면의 접촉각으로 78°를 보였으며, No. 2는 폴리아크릴산-Ni 착물 촉매의 전극 표면의 접촉각으로 28°, No. 3은 폴리아크릴

산-Cu 착물 촉매 전극 표면의 접촉각의 값은 5°로 나타났다. 그리고 No. 4는 폴리아크릴산-Ni/Cu 착물 전극 표면의 접촉각으로 

5°로 나타났다. 이러한 접촉각의 변화를 통해 플라즈마 단일공정을 사용하여 전기화학 전이금속 착물 촉매 전극이 성공적으로 

제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2. Contact angles of the prepared electrode by plasma deposition (see, Table 1)

Fig. 3은 전기화학 전이금속 착물 촉매 전극 표면을 SEM으로 측정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No. 1은 ITO 전극 표면의 SEM 

이미지, No. 2는 폴리아크릴산-Ni 착물 촉매의 전극 표면의 SEM 이미지, No. 3은 폴리아크릴산-Cu 착물 촉매 전극 표면의 

SEM 이미지, No. 4는 폴리아크릴산-Ni/Cu 착물 전극 표면의 SEM 이미지를 각각 나타내고 있다. 결과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No. 1의 ITO 전극 표면의 이미지와 달리 전기화학 전이금속 착물 촉매 전극의 표면 이미지가 확실히 변화된 것을 관찰할 수 있

었다. No 2의 폴리아크릴산-Ni 착물 촉매의 표면은 직선상의 산맥모형, No. 3의 폴리아크릴산-Cu 착물 촉매의 표면의 경우, 평평

한 암석 모형을 나타내고, No. 4의 폴리아크릴산-Ni/Cu 착물 촉매 표면의 경우, 둥근 공 모양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폴리아크릴산과 전이금속 착물의 형태에 따라 폴리아크릴산-전이금속 착물의 형태가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4는 전기화학 전이금속 착물 촉매 전극 표면(No. 4 in Table 1)의 SEM-EDS를 측정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No. 4의 전

기화학 전이금속 착물 촉매의 SEM-EDS의 결과로부터 Ni 및 Cu의 전이금속 원소가 성공적으로 함유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

한 전이금속은 전기화학 촉매를 활성화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편 결과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Ni의 함량이 Cu의 

함량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ITO 전극에 존재하는 In 및 Sn 원소와 같이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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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EM images of the prepared electrode surface by plasma deposition (see, Table 1)

Fig. 4. EDS analysis of the prepared electrode (No. 4 in Table 1) by plasma deposition

Fig. 5는 전기화학 전이금속 착물 촉매 전극 표면의 AFM의 측정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No. 1은 ITO 전극 표면의 AFM 이

미지, No. 2는 폴리아크릴산-Ni 착물 촉매의 전극 표면의 AFM 이미지, No. 3은 폴리아크릴산-Cu 착물 촉매 전극 표면의 AFM 

이미지, No. 4은 폴리아크릴산-Ni/Cu 착물 전극 표면의 AFM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결과에 나타나듯 No. 1의 ITO 전극 표면

의 이미지와 달리 전기화학 전이금속 착물 촉매 전극의 표면 이미지가 확실히 변화함을 관찰할 수 있었다. No 2의 폴리아크릴산

-Ni 착물 촉매의 표면은 작은 산이 솟아난 모양, No. 3의 폴리아크릴산-Cu 착물 촉매의 표면의 경우 편편한 암석이 돋아난 모양

을 나타내고, No. 4의 폴리아크릴산-Ni/Cu 착물 촉매 표면의 경우 둥근 형체가 솟아난 모양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폴리아크

릴산과 전이금속 착물의 형태에 따라 폴리아크릴산-전이금속 착물의 형태가 변화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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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AFM images of the prepared electrode surface by plasma deposition (see, Table 1)

Fig. 6은 전기화학 전이금속 착물 촉매 전극 표면의 XPS의 측정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ITO bare(No. 1)은 ITO 전극 표면

의 XPS 결과, CuO/ITO 전극(No. 2)는 폴리아크릴산-Ni 착물 촉매의 전극 표면의 XPS 결과, NiO/ITO 전극(No. 3)은 폴리아크

릴산-Cu 착물 촉매 전극 표면의 XPS 결과, CuO-NiO/ITO 전극(No. 4)는 폴리아크릴산-Ni/Cu 착물 전극 표면의 XPS 결과를 각

각 나타내고 있다.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제조된 전기화학 전이금속 착물 전극에서 Cu의 2P3/2 binding energy 935eV 나타났으

며, Ni 2P3/2 and Ni 2P1/2의 binding energy는 853.3eV 및 834.9eV에 나타나, 플라즈마 단일공정으로 전기화학 전이금속 착물 

촉매 전극이 성공적으로 제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6. XPS images of the prepared electrode surface by plasma de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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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전이금속 착물 촉매 전극의 전기화학적 특성 분석

Fig. 7은 전이금속 착물 전극의 전기화학 특성을 평가한 CV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전해질 용액은 0.1M PBS(pH=7.0) 사용

하였고, scan rate는 100mV/min으로 고정하여 사용하였다.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No. 1의 ITO 전극에서는 산화 ‧ 환원 피크가 

나타나지 않았고, No. 2의 폴리아크릴산-Ni 착물 촉매 전극의 경우 Ni의 환원 피크 만이 나타났다. No. 3의 폴리아크릴산-Cu 착

물 촉매 전극에서는 Cu의 산화(0.20V) 및 환원 피크(-0.20V)에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No. 4의 경우, 폴리아크릴산

-Ni/Cu 2성분 착물 촉매 전극의 경우, 산화 피크가 0.20V 환원 피크가 -0.20V에 나타났다. 측정 횟수를 증가시켜 확인한 결과, 

매우 안정된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2성분 전이금속 착물로 제조한 폴리아크릴산-Ni/Cu 착물 촉매 전극의 경

우, 선행 연구인 단일 전이금속 착물 촉매와 비교해 매우 안정성이 뛰어난, 효율이 우수한 전극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16-18].

Fig. 8은 No. 3 및 No. 4의 전이금속 착물 촉매 전극을 이용하여 MeOH의 산화 및 환원을 측정한 CV 곡선을 나타내고 있다. No. 

3의 폴리아크릴산-Cu 착물 촉매 전극의 경우 MeOH의 농도를 증가시킴에 따라서 Cu의 산화 및 환원 피크가 증가하는 현상이 

Fig. 7. Cyclic voltammograms of the prepared electrode by plasma deposition in 0.1M PBS with scan rate of 100mV/min

Fig. 8. Cyclic voltammograms of MeOH oxidation using the prepared catalytic electrode in 0.1M PBS (pH=7) with scan rate of 

100mV/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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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반면에 No. 4의 폴리아크릴산-Cu/Ni 착물 촉매 전극의 경우 MeOH의 농도를 증가시킴에 따라서 Cu/Ni의 산화 피크

가 증대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것은 MeOH이 산화하여 전류를 생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플라즈마 단일공정으로 제조

한 폴리아크릴산-Cu/Ni 2성분 착물 촉매 전극의 경우 메탄올 연료전지 전극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상의 결과에서, Ni 및 Cu의 전이금속 원소가 충분히 확인되었으며, 플라즈마의 특성(전류, 가스의 종류, 양 등)을 제어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합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방법은 플라즈마 화학으로 외국의 사례는 어느 정도 있지만, 국내에는 아

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방법으로 간단하게 시료를 합성하고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연료전지용 귀금속 백금 소재를 대체하고자 플라즈마를 이용하여 새로운 전이금속 촉매 전극을 제조하였다. 

성공적인 제조 여부는 다양한 분석과 평가를 통하여 확인하였으며, 메탄올 촉매 효율은 전기화학적인 분석법을 통하여 확인하

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1) 플라즈마 단일 공정법은 폴리아크릴산-전이금속(Ni, Cu) 착물 촉매 전극을 

제조하는데 매우 유용한 방법의 하나라는 것, (2) Contact angle, Cyclic Voltammetry, SEM, SEM-EDS, AFM, XPS를 통해 특

성 평가 결과, 성공적인 폴리아크릴산-전이금속 착물 촉매 전극이 제조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전기화학 분석을 통하여 플라

즈마 단일 공정법으로 제조한 폴리아크릴산-Cu/Ni 착물 촉매의 경우 메탄올 연료전지용 전극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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