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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라이트

1. 서론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polymer electrolyte 

membrane fuel cells, PEMFCs)는 고효율, 청정 에너

지 변환 장치로서, 수소를 에너지 원으로 하는 소위 

“수소경제” 구현을 위한 핵심 요소 중 하나이다[1]. 지

난 수십년간 PEMFC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PEMFC 

시스템이 고가이기 때문에 PEMFC의 기술의 폭넓

은 상용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연료전지 연료극(산화극, anode)에서 발생하

는 수소산화 반응(hydrogen oxidation reaction; HOR)

의 경우 반응속도가 빨라 소량의 백금(Pt) 촉매를 사

용해도 충분한 성능을 낼 수 있다. 하지만 공기극(환

원극, cathode)에서 발생하는 산소환원 반응(oxygen 

reduction reaction; ORR)은 반응속도가 매우 느리기 

때문에 효율을 높이기 위해 많은 양의 백금 촉매를 

사용해야 한다[2]. 그리고 이는 PEMFC 시스템 전체

를 가격을 크게 상승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 수십년간 백금 기반 합

금 또는 코어-쉘(core-shell) 구조의 백금계 촉매, 비

백금계 촉매 등 다양한 종류의 ORR 촉매가 개발되

어 왔다. 백금계 촉매의 경우 백금과 값싼 전이금

속 간의 합금 촉매, 또는 전이금속 코어(core)에 얇

은 백금 쉘(shell)층을 형성한 전이금속-백금 코어-

쉘(core-shell) 촉매가 개발되었다. 이러한 촉매들은 

백금의 사용량을 현저히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ORR 촉매 활성을 기존의 탄소 담지 백금촉매(Pt/C)

에 비해 수배-수 십배 향상시킬 수 있다[3]. 백금 기

반 합금 또는 코어-쉘 촉매는 상용화에 가장 근접한 

촉매로 평가되고 있고, 현재 도요타(Toyota)에서 시

판 중인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미라이(Mirai)”에는 

백금–코발트(Pt–Co)계 ORR 촉매가 장착되어 있

다. 상기 방법을 통해 ORR 촉매에서의 백금의 사용

량을 줄이더라도 여전히 백금의 가격은 매우 비싸고 

또한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현재 비백금계 ORR 촉매의 개발이 

큰 관심을 끌고 있다. 대표적인 비백금계 촉매로서 

전이금속 산화물/탄소 복합체[4–7], 나노구조 탄소

[8–13], 그리고 전이금속–질소 도핑 탄소(M–N/C)

[14–18] 등의 다양한 조성들이 연구되어 왔다. 그 중

에서도 M–N/C 촉매는 백금계 촉매에 가장 근접하

는 높은 성능을 보여서 향후 백금계 촉매를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본 총설에서는 M–

N/C계 ORR 촉매 개발 현황을 요약하고, 최근 5년간 

보고된 M–N/C계 ORR 촉매의 활성을 증진시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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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촉매 합성 전략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2. 전이금속–질소/탄소(M–N/C) 촉매

1964년 Jasinski 연구진은 코발트 프탈로시아

닌(cobalt phthalocyanine) 분자가 ORR 촉매 활

성을 보인다는 것을 최초로 보고하여, M–N/C

계 물질의 ORR 촉매로서의 가능성을 최초로 제

시하였다[19]. 이후 프탈로시아닌과 같이 금속-질

소 결합을 지닌 포피린(porphyrin), 테트라아자아

뉼렌(tetraazaannulene) 등과 같은 거대고리화합물

(macrocyclic compound)의 ORR에 대한 활성이 연구

되어 왔다. Jahnke 연구진에서는 거대고리화합물을 

높은 온도에서 열처리 했을 때 성능과 안정성이 크

게 향상되는 것을 보고하여 M–N/C 촉매의 성능

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였

다[20]. 이후, Yeager 연구진에서는 고가의 거대고리

화합물 대신 전이금속과 질소 그리고 탄소 전구체

를 섞어서 열처리 했을 때도 높은 활성을 보일 수 있

다는 것을 보고하여 M–N/C 촉매의 경제적인 합성

법을 제시하였다[21]. 또한 이 합성에서는 각 전구체

별로 선택성을 높을 수 있어 다양한 촉매 설계가 가

능하였다. 그러나 M–N/C ORR 촉매에 대한 40년이 

넘는 연구와 개발에도 불구하고, M–N/C 촉매는 백

금계 촉매보다 여전히 100배 가량 낮은 ORR 성능을 

보였다. 

2009년 캐나다 INRS의 Dodelet 연구진은 M–

N/C ORR 촉매 개발 연구의 획기적인 돌파구를 열

었다. Dodelet 연구진은 카본 블랙의 마이크로기공

(micropore)에 페난쓰롤린(1,10-phenanthroline)을 채

우고 암모니아(ammonia) 분위기에서 열처리하는 촉

매 합성 과정 최적화를 통해, 당시 기준 최고 성능 촉

매에 비해 35배 높은 PEMFC 부피전류밀도(99A/cm3, 

0.8V 기준)를 보이는 Fe–N/C 촉매를 개발하였다(그

림 1a)[14]. 특히, 이 촉매의 성능은 2010년 미국 에너

지부(Department of Energy, DOE)의 비백금계 ORR 

촉매의 전류밀도 목표 값인 130A/cm3에 근접한 값이

었기 때문에, M–N/C 촉매가 백금계 촉매를 대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2011년에 미국 로스알라모스국립연구소(Los 

Alamos National Lab.)의 Zelenay 연구진은 철과 코발

트 전구체를 폴리아닐린과 혼합, 열처리하여 합성한 

FeCo–N/C 촉매를 개발하였고, 이 촉매는 상용 백

금 촉매에 근접하는 ORR 활성을 보일 뿐만 아니라 

내구성 면에서도 이전 촉매에 비해 향상된 결과를 

보였다(그림 1b)[15]. Dodelet와 Zelenay 연구진의 결

과는 이전까지 답보 상태에 머물던 M–N/C 촉매 개

발 연구에 큰 기폭제가 되었고, 최근 5년간 M–N/C

계 ORR 촉매의 합성 및 활성점의 이해와 관련된 발

그림 1.   (a) Dodelet 연구진에서 개발한 Fe–N/C 촉매의 PEMFC 단위전지 부피성능. (b) Zelenay 연구진에서 개발한 폴리아닐린 기반 
FeCo–N/C 촉매(7번 곡선), 상용 Pt/C 촉매(8번 곡선) 및 비교 촉매들의 ORR 분극 곡선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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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 밑거름이 되었다. 

3. 나노다공성 구조 M–N/C 촉매 합성

고활성의 M–N/C 촉매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촉

매의 표면적을 넓혀서 촉매 활성점을 촉매 표면에 

최대한 많이 노출시키면서도 반응물과 부산물이 신

속하게 이동, 배출할 수 있는 다공성 구조를 지니는 

촉매를 설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전 연구에

서는 대부분 마이크로기공(micropore)을 지니는 카

본 블랙을 탄소 담체로 사용하여 왔다. 본 연구진에

서는 구조규칙성 메조포러스 실리카 주형을 이용

하는 나노캐스팅(nanocasting) 법을 통해, 금속 포피

린 전구체를 실리카 기공 내에 채운 다음 고온에서 

열처리 후, 최종적으로 실리카 주형을 제거하여 나

노다공성 M–N/C 촉매를 합성하는 일반적인 방법

을 개발하였고, 구조규칙성 메조포러스 포피린 탄소

(ordered mesoporous porphyrinic carbon, M-OMPC)

라고 명명하였다(그림 2a)[22,23]. M-OMPC 촉매는 

실리카 주형이 제거되면서 생긴 5~20nm의 크기의 

메조기공(mesopore)과 탄소 골격 내부에 존재하는 

1nm 내외의 마이크로기공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어 

물질 전달이 용이하고, 1,000m2 g–1의 이상의 넓은 

비표면적을 지니고 있어 표면에 포피린기 촉매 활성

점을 다량 노출시킬 수 있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M-OMPC 촉매는 산성 전해질에서 이전에 보고된 

M–N/C 촉매를 능가하는 ORR 활성을 보였다. 특히 

FeCo-OMPC 촉매의 경우 상용 Pt/C 촉매와 유사한 

수준의 매우 높은 ORR 활성을 보였고 안정성 또한 

매우 우수하였다(그림 2b,c)[22]. 독일 막스플랑크연

구소의 Müllen 연구진에서도 유사한 방법으로 메조

그림 2.   (a) 나노캐스팅법을 통해 합성한 M-OMPC 촉매의 합성 모식도. (b,c) FeCo-OMPC와 상용 Pt/C 촉매의 안정성 테스트 전,후의 
(b) ORR 분극 곡선, (c) 0.9V에서의 활성 비교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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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러스 실리카를 주형으로 사용하여 M–N/C 촉매

를 합성하였고, 실리카 나노입자, 층상 이중 수산화

물을 주형으로 사용하여 합성한 M–N/C 촉매와 비

교하는 연구를 수행하기도 하였다[24]. 

나노다공성 M–N/C 촉매를 합성하는 새로운 방

법으로서 철 산화물 나노입자를 주형으로 사용하여 

기공 구조를 형성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철–

질소 배위구조 활성점을 형성하기 위한 철 전구체 

역할도 할 수 있는 합성법이 최근 개발되었다[25,26]. 

이 방법에서는 정육면제 형상의 산화철(Fe3O4) 나노

입자를 자기조립(self-assembly)하여 만든 초격자 구

조를 열처리하고 이후 나노입자를 제거하여 규칙적

인 기공을 가지는 Fe–N/C 촉매를 합성하였다(그

림 3a). 이 때, 산화철 나노입자 합성시 입자간 엉김

(aggregation)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된 계면활성제인 

oleic acid가 열처리 중 탄화되어 탄소 구조가 형성되

며, 산화철 나노입자 제거 후에도 잔존하는 Fe와 암

모니아 열처리를 통해 도입된 질소가 함께 혼합되어 

Fe–N/C 촉매의 활성점을 형성할 수 있었다[26]. 이 

촉매에서는 거의 모든 촉매 활성점이 표면에 노출되

어 있는 구조적 특징으로 인해 염기성 전해질에서 

상용 Pt/C보다 우수한 ORR 활성을 보였다. 주형을 

사용하여 나노다공성 구조 촉매를 합성하는 전략 외

에도 탄소 나노튜브(CNT)와 그래핀 등의 접합을 통

한 3차원 탄소 복합구조체를 형성하여 CNT의 우수

한 전기전도성, 그래핀의 넓은 활성 면적, 3차원 구

조화에 의한 원활한 물질전달로 인해 높은 ORR 활

성을 구현한 연구도 보고되었다(그림 3b) [27].

4.   금속-유기 골격체를 전구체로 이용한  

M–N/C 촉매 합성

금속-유기 골격체(metal-organic framework; 

MOF) 물질을 전구체로 이용하는 방법은 현재 가

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M–N/C 촉매 합성법 중 하

나이다. MOF는 금속과 유기 리간드의 종류에 따라 

촉매 활성점으로 알려진 금속–질소 배위구조, 기

공구조뿐만 아니라 입자의 외형을 조절하여 합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MOF는 M–N/C 촉매 합성에

서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다. 첫 번째는 MOF

를 탄소 담체 전구체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전이금

속 전구체와 질소를 함유한 유기물 전구체를 MOF

의 마이크로기공에 채우고 열처리를 하면 MOF를 구

성하는 유기 리간드는 탄화되어 다공성 탄소 담체

로 변환되고 기공에 채워진 전구체들이 한정된 공

간에서 열처리되어 철–질소 배위 활성점이 형성

된다. 이 때, 마이크로기공이 풍부한 MOF는 철, 질

소 전구체를 고르게 분포시키는 역할을 할 뿐만 아

니라 합성된 촉매의 기공구조를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M–N/C 촉매 합성에 사용되는 MOF

는 보통 질소가 포함된 유기 리간드로 구성되기 때

문에 질소 전구체 역할을 하여 활성점 형성에 도움

을 준다. 이 합성법에서는 MOF의 일종인 zeolitic 

imidazolate framework(ZIF) 중에서 아연(Zn)을 기반

으로 한 ZIF-8이 가장 널리 사용된다. Dodelet 연구

그림 3.   (a) 산화철 나노입자를 구조 유도를 위한 주형 및 철 전구체로 이용하여 합성한 나노다공성 Fe–N/C 촉매의 투과전자현미경 사
진 [26]. (b) CNT와 그래핀 접합 탄소 복합체의 고해상도 투과전자현미경 사진과 원소 맵핑 사진. 빨간색과 초록색은 각각 철과 
질소에 대한 시그널을 나타냄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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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서는 2011년 ZIF-8, 철 아세테이트(Fe acetate), 

그리고 페난쓰롤린을 볼밀(ball mill)법을 통해 혼합, 

열처리를 통해 합성한 Fe–N/C 촉매를 이용하여 보

고할 당시 가장 높은 PEMFC 단위전지 부피성능을 

구현한 바 있다[28]. 그리고 최근 미국 아르곤국립

연구소(Argonne National Lab.)의 Liu 연구진에서는 

철-페난쓰롤린 기반 고분자와 ZIF-8 혼합물을 전구

체로 사용하여 전기방사 처리를 통해 마이크로-메

조 기공이 풍부한 탄소 섬유형 Fe–N/C 촉매를 합성

하여 PEMFC 단위전지 부피성능 450 A cm-3를 얻었

으며, 이는 현재까지 보고된 가장 높은 단위전지 부

피성능이다(그림 4)[29]. 탄소 담체로 MOF를 이용한 

M–N/C 촉매 합성에서 구조-활성 상관관계를 연구

하여 고성능 촉매를 합성할 수 있는 촉매 설계법을 

제시한 사례도 있다[30].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유기 

리간드로 구성되어 마이크로 기공 특성이 서로 다른 

ZIF 9종을 합성하여 탄소 담체로 적용하였다. 그 결

과 ZIF의 기공 크기가 클수록, 총 기공 부피가 클수

록 PEMFC 단위전지에서 높은 성능이 구현되는 것

을 확인하였다[30]. 

MOF를 기반으로 한 M–N/C 촉매의 두 번째 합

성 전략은 철과 코발트 전이금속 기반 MOF를 합성

하여 M–N/C 촉매의 구성요소인 전이금속, 질소 및 

탄소를 모두 제공하는 전구체로 이용하는 방법이다

[31–33]. 이 경우 MOF를 합성하고 열처리 과정만 

거치면 촉매가 합성되기 때문에 상기의 방법과 다르

게 전구체를 혼합하는 과정이 필요 없어 공정이 단

순화 되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전이금속–질소 배

위결합이 전구체 내에 미리 고르게 형성되어 있어 

열처리 후에 더 높은 밀도로 활성점을 형성할 수 있

다. 또한 사용되는 전이금속과 유기 리간드 조절을 

통해 전이금속–질소 배위구조 조절이 가능하여 모

델 촉매 연구도 가능해진다[31]. 그림 5는 코발트-아

연 기반 ZIF를 이용한 Co–N/C 촉매의 합성 전략을 

보여준다. 코발트 원자 사이에 아연이 위치하도록 

ZIF 전구체를 설계하여 이 연구에서는, ZIF 전구체 

설계시 아연 원자를 코발트 원자 사이에 배치하여, 

고온 열처리 과정에서 승화성이 높은 아연 원자는 

날아가도록 하고 코발트 원자간 뭉칠 확률을 낮춰서 

코발트–질소 활성점이 단분자 수준으로 잘 분산되

도록 하였다[33]. 얻어진 촉매는 알칼리 전해질에서 

Pt/C 촉매에 근접하는 높은 ORR 성능을 보였다.

5.   촉매 활성점 형성을 유도하는 촉매 합성 

전략

열처리를 통해 M–N/C 촉매의 ORR 성능과 안정

성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보고된 

이후, 대부분의 M–N/C 촉매의 합성 과정에는 반드

시 700도 이상의 고온 열처리가 수반된다. 이 과정에

서 ORR에 활성을 보이는 특정한 전이금속–질소 배

그림 4. MOF를 기반으로 합성한 다공성 섬유형 Fe–N/C 촉매의 (a) 주사전자현미경 사진과 (b) PEMFC 단위전지 부피성능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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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구조가 형성되기도 하지만 금속 원자가 서로 뭉쳐 

수-수십 나노미터 크기의 나노입자 또한 다수 형성

된다. 특히, 생성된 입자는 ORR 활성이 낮기 때문에 

존재 자체로 촉매 무게당 활성을 낮추는 요인이 된

다. 따라서, 이러한 입자를 열처리 후 산처리를 통해 

일부 제거함으로써 ORR 활성을 증진시킬 수 있었

다 [14,15]. 하지만, 철이나 코발트 같은 금속 입자는 

열처리 과정 중 피셔-트롭쉬(Fischer-Tropsch) 촉매

로 작용, 주변 탄소와 반응하여 입자 주변에 탄소층

이 코팅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산처리 조건에서 제거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15,34].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은 열처리/산처리를 여러 차

례 반복하거나[15,35], 암모니아 가스 조건에서 고온 

열처리를 하는 방법이 있다[14,19]. 특히 암모니아 후

처리 같은 경우 입자 표면의 탄소를 분해 시켜 입자 

제거에 도움을 주고, 입자와 암모니아가 반응하여 

촉매 활성점의 수를 증가시킬 수도 있으며, 탄소 담

체를 분해 시켜 마이크로기공을 형성시키는 역할을 

하여 ORR 활성을 크게 향상시키기 때문에 주로 사

용되는 후처리 방법이다. 최근에는 희석된 수소 가

스를 이용한 입자 제거를 통해 M–N/C 촉매의 ORR 

활성을 증진시키는 방법이 보고되기도 하였다[36]. 

철, 코발트 및 주석을 기반으로 한 M–N/C 촉매에 

수소가스 처리법을 적용하여 촉매의 성능이 3~10배

까지 향상될 수 있었다. 특히, X-선 흡수 분석, 뫼스

바우어 분석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철 기반 촉

매에 후처리를 한 경우 촉매에 철 입자 없이 2.4wt%

의 철이 모두 철–질소 활성점으로 존재함을 증명하

였다[36].

상기 소개된 후처리를 통한 촉매 활성화는 추가

그림 5.   (a) 코발트-아연 기반 MOF를 이용한 Co–N/C 촉매 합성의 모식도. (b) 합성된 Co–N/C 촉매(Co SAs/N-C(800))의 투과전자현
미경 사진. 밝은 점이 코발트 원자 하나를 나타냄. (c) Co SAs/N-C(800) 촉매, 상용 Pt/C 및 비교 촉매들의 ORR 분극 곡선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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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고온 열처리를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 공정이 

복잡해지고 암모니아와 같은 독성 가스를 이용한다

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진에서는 추가 열처리 없이 활성이 낮은 금

속 입자의 형성을 억제하고 촉매 활성점의 수를 증

가시키는 M–N/C 촉매 합성법을 개발하였다. 이 방

법에서는 고온의 열처리 전에 촉매 표면에 실리카층

을 코팅하여 철–질소 활성점이 열처리 중에 파괴되

는 것을 방지하여 철–질소 활성점의 수를 극대화할 

수 있었다(그림 6a)[37]. 실리카 보호층을 도입하여 

합성된 CNT/PC(carbon nanotube/porphyrinic carbon) 

촉매는 염기 전해질에서 Pt/C와 유사한 수준의 높은 

ORR 성능을 보였고, 산성 전해질에서도 높은 성능

을 보였다(그림 6b). CNT/PC 촉매를 PEMFC의 공기

극 촉매로 적용할 경우 320 A cm-3의 높은 부피성능

을 얻을 수 있었고, 알칼라인(alkaline) PEMFC 에서

는 비백금 촉매를 공기극 전극 촉매로 적용한 이전 

연구와 비교해서 가장 높은 전류밀도와 전력밀도를 

구현할 수 있었다(그림 6c)[37].

6. 결론 및 전망

현재 도래하고 있는 “수소경제” 구현을 위해 가장 

주요한 요소 중 하나인 PEMFC의 상용화를 위해서

는 고성능 비백금계 공기극 촉매 개발을 통한 가격

절감이 필수적이다. 다양한 종류의 비백금계 촉매 중 

M–N/C 촉매는 높은 성능으로 인해 기존의 백금계 

촉매를 대체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촉매로 주목 받

아 왔다. 고성능 M–N/C 촉매를 합성하기 위해서는 

반응 표면에 노출된 촉매 활성점의 수를 극대화하

고, 전기전도도가 우수하며, 반응물인 산소와 생성

물인 물의 물질전달이 원활한 기공구조를 형성하도

록 하는 합성법의 개발이 중요하다. 본 고에서는 최

그림 6.   (a) 실리카 보호층을 도입하여 고온 열처리 중 철–질소 활성점을 보존하는 합성법 모식도. (b) 실리카 코팅을 통해 합성한 CNT/
PC와 상용Pt/C촉매의 안정성 전,후의 ORR 분극 곡선. (c) CNT/PC와 상용 Pt/C 촉매를 알칼라인 PEMFC의 공기극 촉매로 이용
하여 얻은 단위전지 분극 및 전력밀도 곡선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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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에 보고된 주요 결과를 예로 들어 고성능 M–N/C 

촉매 개발 전략들을 살펴보았다. 주목할만한 점은, 

최근 개발된 고성능 M–N/C 촉매의 경우, 산성 전

해질에서는 상용 Pt/C 촉매의 ORR 성능에 근접하며, 

염기 전해질에서는 Pt/C 촉매의 ORR 성능과 유사하

거나 능가하는 등 매우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다

는 것이다. 하지만 고성능 M–N/C 촉매를 PEMFC 

단위전지에 적용할 경우 반쪽 전지에서 보였던 높은 

ORR 성능이 완전히 구현되지 못하는 점은 향후 추

가적인 노력을 통해 개선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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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 Chem. Soc., 135, 16002 (2013).

25.   F.-L. Meng, Z.-L. Wang, H.-X. Zhong, J. Wang, J.-M. 
Yan, X.-B. Zhang, Adv. Mater., 28, 7948 (2016).

26.   B. Wang, X. Wang, J. Zou, Y. Yan, S. Xie, G. Hu, Y. Li, 
A. Dong, Nano Lett., 17, 2003 (2017).

27.   Y. Li, W. Zhou, H. Wang, L. Xie, Y. Liang, F. Wei, J.-C. 
Idrobo, S. J. Pennycook, H. Dai, Nat. Nanotechnol., 7, 
394 (2012).

28.   E. Proietti, F. Jaouen, M. Lefèvre, N. Larouche, J. 
Tian, J. Herranz, J.-P. Dodelet, Nat. Commun., 2, 416 
(2011).

29.   J. Shui, C. Chen, L. Grabstanowicz, D. Zhao, D.-J. Liu, 
Proc. Natl. Acad. Sci., 112, 10629 (2015).

30.   V. Armel, S. Hindocha, F. Salles, S. Bennett, D. Jones, 
F. Jaouen, J. Am. Chem. Soc., 139, 453 (2017).

31.   Q. Lai, L. Zheng, Y. Liang, J. He, J. Zhao, J. Chen, ACS 
Catal., 7, 1655 (2017).

32.   D. Zhao, J.-L. Shui, C. Chen, X. Q. Chen, B. M. Repro-
gle, D. P. Wang, D.-J. Liu, Chem. Sci., 3, 3200 (2012).

33.   P. Yin, T. Yao, Y. Wu, L. Zheng, Y. Lin, W. Liu, H. Ju, J. 
Zhu, X. Hong, Z. Deng, G. Zhou, S. Wei, Y. Li, Angew. 
Chem., Int. Ed., 55, 10800 (2016).

34.   H. T. Chung, J. H. Won, P. Zelenay, Nat. Commun., 4, 
1922 (2013).

35.   N. R. Sahraie, U. I. Kramm, J. Steinberg, Y. Zhang, A. 
Thomas, T. Reier, J.-P. Paraknowitsch, P. Strasser, 
Nat. Commun., 6, 8618 (2015).

36.   U. I. Kramm, I. Herrmann-Geppert, J. Behrends, K. 
Lips, S. Fiechter, P. Bogdanoff, J. Am. Chem. Soc., 
138, 635 (2016).

37.   Y. J. Sa, D.-J. Seo, J. Woo, J. T. Lim, J. Y. Cheon, S. 
Y. Yang, J. M. Lee, D. Kang, T. J. Shin, H. S. Shin, H. 
Y. Jeong, C. S. Kim, M. G. Kim, T.-Y. Kim, S. H. Joo, J. 
Am. Chem. Soc., 138, 15046 (2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