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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화학적 박리 그래핀은 화학증기증착법에 의해 제조된 그래핀에 비해 전기전도도는 우수하지 않지만 저가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용액공정이 가능하므로 인쇄공정을 기반으로 하는 소자응용에 매우 적합한 소재이다. 산화과정
에서 형성되는 관능기를 조절하고 필요에 의해 유기합성 공정을 통해 다양한 관능기를 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종
나노소재와의 하이브리드가 용이하므로 다양한 전기전자소자 및 에너지 저장소자의 성능향상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에서는 흑연으로부터 화학적으로 박리하여 제조되는 그래핀의 일련의 제조과정을
소개하고 제조된 박리그래핀의 구조분석과 화학적 박리그래핀의 응용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최신 연구동향을 중심으
로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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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지난 수년 동안 집중적인 연구적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그래핀(Graphene)은 탄소원자가
한층으로 벌집모양의 육각형의 격자를 가진 탄소
의 2차원적인 동소체이다. 그래핀은 구조적으로
지난 20여 년간 많은 관심을 가져온 탄소나노구
조체의 기본구조로, 층층 쌓기를 하면 3차원구조
의 흑연이 되고, 원기둥모양으로 말면 1차원의
탄소나노튜브(carbon nanotube)가 되며 축구공 모
양으로 말면 플러렌(fullerene)가 된다. 2004년 영
국 Geim과 Novoselov 연구진에 의해 접착 테이
프를 이용한 흑연으로부터의 그래핀 박리기술이
소개되고 이러한 그래핀의 독특한 물성과 우수한
전기적, 물리적 특성이 소개되면서 그래핀에 대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 그래핀의 탄
소벌집구조로 인해 반금속성과 높은 이동도를 보
이기 때문에 기존 실리콘 기반의 전자소자를 대

체할 수 있는 전자소재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화
학적으로 기능화된 그래핀은 촉매 특성, 기계적
특성, 센싱 특성, 전자소자 특성 등에 주목받고
있다. 그래핀을 제조하는 방법에는 흑연결정으로
부터 그래핀 한층을 분리하는 방법과 고온에서
탄소를 잘 흡착하는 전이금속을 촉매층으로 이용
하여 그래핀을 합성하는 화학기상증착법 및 고온
에서 결정에 흡착되어 있거나 포함되어 있던 탄소
가 표면의 결을 따라 성장하는 에피성장법이 연구
되고 있다. 특히, 흑연을 산화시켜 용액상에서 분
리한 후 환원시키는 화학적 박리법은 대량생산의
가능성과 화학적 개질이 용이하여 다른 소재와의
하이브리드가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많은 연구
가 진행되고 있다. 흑연을 산화시키고 이온성 물
질을 층간에 삽입시켜 층간거리를 넓혀 산화 흑연
을 제조하는 기술은 이미 1974년부터 관심을 가
져왔으며 이는 주로 이차전지나 슈퍼커패시터의
전극활물질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2,3]. 2006년
Ruoff 그룹에서 산화흑연을 기본 재료로 그래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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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박리그래핀 제조방법 모식도.

을 대량 생산할 수 있다고 제안하면서[4-6], 폭발
적인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산화 흑연으로부터 분
리된 낱장의 산화 그래핀에 대한 관심은 그래핀
의 우수한 특성이 실험적으로 밝혀지면서 최근 몇
년 사이에 집중되어왔다. 화학적 박리기술은 흑
연의 효과적 산화에 의한 층간거리를 조절하고
그래핀 표면에 결함을 최소화하여 박리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최대한 sp2 탄소구조로 회복시키는
기술이 필요하다. 아울러, 용액공정에 의해 기질
에 도포하여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래핀의 분산기
술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특집에서는 흑연으
로부터 화학적으로 박리하여 제조되는 그래핀의
일련의 제조과정을 소개하고 제조된 박리그래핀
의 구조분석과 응용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동
향을 소개하고자 한다.

2. 본 론
2.1. 박리그래핀 제조기술
그래핀은 sp2 혼성화 탄소원자로 이루어져있는
벌집모양의 이차원 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흑
연은 그래핀 층들이 Z축으로 0.34 nm 간격만큼
이루어져 있는 구조이다. 이와 같이 그래핀은 강
한 반데르발스 힘으로 층간결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흑연에서 그래핀을 박리시키는데 있어서
기계적 힘 또는 화학적 이온의 층간 삽입이 필수
적이다. 일반적으로 흑연을 이용한 top-down 방

24

공업화학 전망, 제15권 제1호, 2012

식의 그래핀 제조 방법은 Figure 1과 같이 세 가
지로 분류될 수 있다. 본 특집에서는 화학적 박리
법에 대해 집중 논의하고자 한다.
1) 기계적 박리(Mechanical Cleavage) : 맨체스
터 대학교의 Novoselov 박사와 Geim 교수가 제안
한 방법으로서 “Scotch tape”을 이용한 매우 간단
한 방법이며, 흑연으로부터 그래핀을 분리해낼 수
있는 최초의 방법으로 그래핀의 물리, 화학적 특성
을 확인하였다[1]. 위 방법은 그래핀의 기초연구에
는 유용하지만, 다양한 응용을 위한 제조방법으로
는 한계가 있다.
2) 화학적 박리(Chemical Exfoliation) : 용매를
기반으로 방법으로서 산화흑연(graphite oxide)의
제조를 통한 박리를 유도하며, 이후 환원(reduction)을 통하여 산화 그래핀의 전기적 특성을 향상
시키는 방법이다[5]. 위 방법은 그래핀의 대량생산
에 용이하며, 다양한 응용이 가능한 그래핀 제조방
법이다. 그러나, 강산(예: 질산(HNO3), 황산(H2SO4))
을 이용한 흑연의 산화로 인하여 환원 후 그래핀
의 결함 및 산소관능기의 완벽한 제거가 어려운
단점이 있다.
3) 비산화 박리(Nonoxidative Exfoliation) : 그
래핀의 물리적, 전기적 특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
안된 방법으로서 화학적 박리법을 통한 산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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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GO/rGO 형성 및 박막제조방법[15,16].

핀의 환원물(reduced Graphene Oxide (rGO)) 제
조 시 형성되는 결함 및 관능기 없이 그래핀을 형
성시키는 방법이다. 이온성 물질 및 유기용매를 이
용하여 흑연의 층간 삽입을 유도하며, 이를 분산시
킨 후 초원심분리(ultracentrifugation)법을 이용하
여 분산된 용액의 층 분리를 통하여 단일층 그래
핀을 분리해 내는 방법이다[7]. 위 방법은 고품질
의 그래핀을 형성시키는 방법이지만, 그래핀의 면
적 및 수율이 낮은 단점이 있다.
2.1.1. 화학적 박리(Chemical Exfoliation)
그래핀의 화학적 박리는 산화흑연 제조를 통한
그래핀 층간 산소관능기의 삽입 후 간단한 초음
파분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때, 흑연의 산화
를 통한 그래핀의 층간간격이 증가하게 되며 층
간 π-π 상호작용 및 반데르발스 힘을 감소시켜서
박리를 유도하게 된다. 이와 같은 산화흑연 처리
방법은 150년 전 Brodie에 의해서 최초로 발견되
었으며 농질산(fuming nitric acid)과 염소산칼륨
(potassium chlorate)을 이용하였다[8]. 또한, 흑연
의 산처리를 위해서 Staudenmaier와 Hamdi는 황
산과 질산의 혼합물을 이용하여 산화흑연을 제조

하였다[9,10]. 이후 산처리 시 수반되는 유해한 물
질 및 효율적인 산처리를 위해서 Hummers와
Offeman은 농황산(fuming sulfuric acid)에 질산
나트륨(sodium nitrate)과 염소산칼륨을 섞은 혼합
물을 이용하여 흑연을 산화시키는 방법을 개발하
였으며[11], 현재 대부분의 습식공정을 이용한 그
래핀 제조 및 특성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그
룹들은 Hummers 방법을 변형시켜 산화흑연을 제
조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산화흑연은 물에서 분산이 용이하
며 극성용매에서 음전하를 띈 박막 플레이트(수십∼
수백층으로 이루어진 산화그래핀)로 존재하게 된
다. 분산된 산화흑연 박막플레이트를 산화그래핀
으로 형성시키기 위해서 박리과정이 필요하다. 주
로 사용되고 있는 박리법은 초음파 분쇄법(ultrasonic agitation)[12]이며 급속가열(rapid heating)[13]
을 통하여 팽창된 산화흑연의 층을 분리하는 방
법도 사용되고 있다. Figure 2는 산화흑연 제조
후 산화 그래핀 분산을 유도하는 방법 및 환원을
통한 환원된 그래핀 산화물(rGO) 형성을 나타내
는 과정을 보여준다. 산화흑연은 갈색의 점성 슬
러리 형태로 제조되며 산화흑연, 박리된 박막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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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플레이트, 산화되지 않은 흑연 조각 및 산화제
의 잔유물들로 형성되어 있다. 산화흑연은 원심
분리를 통하여 정제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때 가
라앉는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부유물인 산화흑연
을 선택적으로 걸러낸다. 정제된 산화흑연은 초
음파분쇄를 통하여 염기성 수용액이나 유기용매
에 분산되며, 이때 산화그래핀 형태로 박리되게
된다. 보다 균일한 단일층 및 면적을 갖는 산화그
래핀은 초음파 분쇄 후 밀도구배형-원심분리과정
을 통하여 얻어지게 된다. 이와 같이 산화그래핀
은 습식공정에 적용하는데 있어서 매우 유용한
방법이지만 산처리 및 초음파분쇄 시 수반되는
그래핀 basal plane의 산소관능기 및 결함형성은
물리적, 전기적 특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다. 따
라서 산화그래핀의 환원은 필수적이며 일반적으
로 hydrazine monohydrate (N2H4)와 같은 환원제
및 수소를 이용한 고온 열처리 과정을 거치게 된
다(Figure 2). 그러나, 효과적인 rGO 형성은 흑연
의 산화 및 산화그래핀의 분산과정 중 형성되는
결함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이다. 최근 산화흑연
박리 시 호모게나이져(Homogenizer)를 이용하여
전단응력을 인가시켜 산화그래핀을 분리해내는
방법이 보고되었다. 이는 이차원 구조를 갖는 그
래핀을 효과적으로 분리해내는 방법이며, 초음파
분쇄 시 형성되는 결함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
법이다[14](Figure 3).
2.1.2. 산화그래핀 환원법
그래핀의 제조에 있어 기계적 박리법이 아닌
산화법을 이용하는 경우 산화그래핀의 단층면에
는 에폭시기와 히드록시기가 주로 존재하고[17],
그래핀 가장자리에는 카르복실기(carboxyls), 락
톤기(lactones), 페놀기(phenols), 락톨기(lactols), 파
이론기(pyrones), 키톤기(ketones) 등이 존재하게
된다[18,19](Figure 4). 그러나 산화그래핀의 화학
적 조성은 정량적(stoichiometric)이지 않고 매우
흡습성이 강하므로 제조방법에 따라 그 조성이
변화할 수 있다.
산화그래핀 자체를 용도에 따라 그대로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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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전단응력을 이용한 산화그래핀 박리법[14].

수도 있지만, 그래핀 본래의 전기적, 물리적 특성
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산화그래핀을 물리화학적
방법을 통해 환원시켜야 한다. 화학적 환원법에
사용되어지는 시약은 주로 하이드라진계가 있다.
하이드라진계 환원제를 이용한 산화 카본소재의
환원은 산화그래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
던 1999년에 이미 보고되었다[21]. 수퍼커패시터
의 활물질로 활용하기 위해 흑연의 층간 간격을
벌리기 위해 산화과정을 거치면서 흑연 산화물이
형성되게 되는데 이때 하이드라진 하이드레이트
(hydrazine hydrate)로 환원함에 따라 전도도를
26배 상승시킬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 이후
그래핀의 박리법으로 흑연 산화물을 이용하면서
다양한 종류의 하이드라진계 환원제에 대한 연구
가 진행되었다[12,13].
하이드라진이나 나트륨 하이드라이드를 환원제
로 사용하는 경우 그래핀 표면의 에폭시기나 히
드록시기는 효과적으로 제거되지만 가장자리에
위치한 카보닐기나 카르복실기는 제거하지 못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Figure 5). 이러한 잔류
관능기는 황산처리나 고온 열처리를 통해 제거가
가능하다. 열적 환원은 불활성 가스나 환원 가스
환경에서 200도 이상의 온도에서 이루어진다. 산
화 그래핀에서 산소의 탈착은 200도 이상의 높은
온도에서는 빠르게 일어나고 200도 이하의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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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산화 그래핀과 환원 그래핀의 화학적 구조와 원자구조. (a) Lerf-Klinowski모델에 의한 단층 산화그래핀의 화학적
구조, (b) Gao팀에 의해 제안된 산화 그래핀의 화학적 구조, (c) 고성능 투과전자현미경에 의해 분석된 단층 환원 그래핀의
구조, (d) 각종 홀과 결함, 그리고 잔류산소로 이루어진 단층 환원그래핀의 분자모델[20].

Figure 5. 산화그래핀의 환원과정[20].

에서는 점진적으로 일어난다. 하이드라진계 환원
제의 대체 재료로는 하이드로퀴논(hydroquinone)
[22], 나트륨 보로하이드라이드(sodium borohydride)[23,24]가 연구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대체
재 또한 하이드라진계 물질과 마찬가지로 유해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친환경적 환원법이 연구
되고 있다. 친환경 환원제로는 아스코빅산(ascorbic

acid)[25-28], 글루코스(glucose)[29] 등의 환원제
가 보고되고 있다. 그 밖에 염기성 수용액[30], 증
류수나[31] 디메틸포름아미드(DMF), 디메틸아세
트아미드, n-메틸피롤리디논(NMP) 등의 유기용
매에서 일반 가열을 통해 탈산화반응을 유도하거
나 마이크로파(mircowave)[32]를 이용해 5∼15분
정도의 짧은 시간에 환원을 시키는 방법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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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ure 6. 열처리를 통한 산화그래핀의 환원과정에 대해 제한된 모식도: (a) 상온, (b) 100 ℃, (c) 220 ℃, (d) 500 ℃[39].

되고 있다. 이처럼 산화 그래핀의 환원은 염기용
액이나 초임계 수용액, 심지어 용매 내에서도 이
루어질 수 있어 산화 그래핀의 화학적 구조분석
시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수소플라즈마 처리에
의해 효과적으로 환원시킬 수 있으며[33], 그 밖
에 전기화학적 환원법[34-36], 광촉매 환원법[37],
Flash conversion 법[38] 등이 있다. 또한 진공 열
처리를 통해 환원을 유도할 경우 Fiugre 6과 같
이 초기에는 sp2 carbon cluster가 산화된 탄소그
룹에 의해 분리되어 있다가 환원이 진행되면서
작은 새로운 sp2 carbon cluster가 형성되고 최종
적으로 이러한 sp2 carbon cluster들이 연결되어
전도성을 띄는 환원그래핀이 형성되게 된다[39].
2.2. 박리그래핀 구조분석
산화그래핀의 환원과정에서 발생하는 화학적
상태의 변화는 주로 X-선 광전자분광법(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과 적외선분광법(Infrared spectroscopy)를 이용한다. 그래핀의 두께, 결
정성, 그리고 전하도핑 상태 등은 라만분광법을
중심으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라만스펙트
럼에서 G 피크, D 피크 그리고 2D 피크가 1,580,
-1
1,350, 그리고 약 2,700 cm 에서 각각 나타난다.
G-mode라는 피크는 탄소-탄소 결합의 stretching
에 해당하는 진동모드에 기인한다. G-mode의 에
너지는 그래핀에 도핑된 잉여 전하의 밀도에 의
해 결정된다는 사실이 실험과 이론 모두에서 확
인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이용하면 전기적 또는
화학적인 처리 후에 주입된 전자 또는 정공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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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화할 수 있고 그래핀의 전자상태밀도를 이용하
여 페르미 준위의 변화도 추정할 수 있다. D-mode
는 sp2 결정구조에 결함이 있을 때 나타나는 피
크로 산화그래핀을 환원하는 과정에서 그 강도가
변화하게 된다. Figure 7에서처럼 산화그래핀을
환원하게 되면 환원 초기에는 작은 사이즈의 sp2
결정구조가 형성되면서 D/G 강도비가 증가하다
가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40]. 이는 sp2결
정구조의 크기와 결정간 거리와 관련이 있다[41].
2D-mode는 그래핀의 두께를 측정하는데 유용하
다. 이중층 그래핀은 층간 상호작용으로 인해 단
일층 그래핀에 비해 π-π* 전자띠를 한 쌍 더 갖
게 된다. 2D-mode는 이중공명(double resonance)
현상 때문에 그래핀의 전자구조에 의해 그 모양
이 결정된다. 따라서, 그래핀 층 수에 따라 그 모
양과 위치가 변하하게 된다. 라만분광법 이외에
AFM (atomic force microscopy)에 의해 두께를
측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AFM의 경우 기판의 수
직방향으로 0.1 nm 정도의 분해능을 가져 0.34 nm
에 불과한 그래핀 한 층의 두께를 측정할 수 있
지만, 팁-기판과 팁-그래핀의 상호작용 차이 등의
외적인 요인에 이해 단층 그래핀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기도 한다.
그리고 나노기술의 발달로 인해 원자수준의 환
원그래핀 구조는 고분해능 투과전자현미경(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42](Figure 8)이나
STM (scanning tunneling microscopy)를 이용해
정밀 분석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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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흑연(top), 산화그래핀(middle), rGO (bottom)의
라만 스펙트럼[6].

Figure 8. 투과전자현미경에 의해 관찰된 산화그래핀 (a)과
환원된 그래핀, (b)의 구조[42].

2.3. 박리그래핀 분산기술
기계적 박리나 화학증기증착(chemival vapor
deposition)법에 의해 제조된 그래핀은 원하는 기
판으로 직접 전이시켜 원하는 기질에 그래핀 층

을 형성시키지만 대면적의 다양한 기질의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반해 산화흑연으로부터 박
리된 그래핀의 경우 비교적 저비용으로 대량의
그래핀을 합성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그래핀을 원하는 기질에 용액공정을 통해
도포하기 위해서는 분산성이 확보된 코팅액이 필
요하게 된다. 산화그래핀은 염기성 수용액에 의
해 카르복실기를 중화시키거나 디메틸포름아미드
(dimethylformamide), n-메틸피롤리디논(n-methylpyrrolidinone)과 같이 용해도 지수 매칭을 통해
분산이 용이하다. 그러나 앞서 서술한 환원법을
통해 그래핀 표면과 가장자리의 산소유도체를 제
거할 경우 sp2 카본으로 주로 이루어져 유기용매
에는 피롤리디논계나 포름아미드계 유기용매에
소량 분산이 이루어진다. 산화그래핀을 기재에
도포하고 후처리공정으로 환원할 경우 분산성 문
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적층된 산화그래핀을 화
학적으로 환원시킬 경우 다수의 산화물이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환원 그래핀을 안정적으로 분산
하여 기재에 적용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이러
한 노력으로 환원과정중에 sp2 카본으로 이루어
진 탄소나노소재를 분산시킬 수 있는 분산제를
도입하거나 관능기를 도입하여 분산성 문제를 해
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박막 형성 이후 분산제를 완벽히 제거할 수 없어
환원그래핀 본래의 특성을 회복하기 힘들다. 전
도성 고분자를 분산제로 사용하는 경우는 전도성
고분자의 전도특성과 함께 그래핀의 전도성을 향
상시키는 방법으로 제안되기도 한다. 최근에는
금속산화물 전구체와 환원그래핀과의 소수성 상
호작용에 의해 환원그래핀을 분산시키고 열처리
를 통해 금속산화물이 환원그래핀의 층간에 수나
노미터 두께로 in-situ 삽입시켜 그래핀 박막의 전
도도를 10배 가량 크게 향상시키는 연구도 보고
되고 있다(Figure 9)[43].
2.4. 박리그래핀 응용기술
2.4.1. 투명전극
산화그래핀을 이용해 박막을 형성하는 경우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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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a) 금속산화물에 의한 환원그래핀 분산 개념도, (b) 이산화티탄(TIP) 층 삽입에 의한 그래핀 필름의 전도성 향상,
(c) 금속산화물 층에 의한 charge trap 스크리닝 효과[43].

액캐스팅(drop-casting), 디핑(dipping), 스프레이
코팅(spray coating), 스핀코팅(spin-coating), 전기
영동(electrophoresis), 랭뮤어블라짓(Langmuir-Blodgett), 필터링을 통한 전이법 등이 사용되고 있다.
투명하면서도 높은 전기전도도를 갖는 그래핀은
광전소자에 필수적인 투명전도성 필름 소재로 각
광받고 있으며 소재 자체의 유연성 및 뛰어난 기
계적 강도로 인해 차세대 유연 광전소자로의 활
용도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rGO를 이
용한 용액공정 및 연속공정이 가능하여 경제적으
로도 유용한 강점이 있다. 이상적인 그래핀 시트
의 면저항은 가시광선 영역에서 98%의 투과도에
대략 6 kΩ/sq이고[44] 도핑에 의해 상업적 응용
이 가능한 수준으로의 도달이 가능하다[45]. 투명
전도성 소재로서 rGO를 이용한 첫 번째 시도는
rGO와 silica를 혼합한 Ruoff 교수팀에 의해서였
다[46]. 형성된 필름의 전기전도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 1 S/cm였는데, 이는 rGO/silica 복합체에
서의 rGO의 percolation 함량이 현저히 낮기 때문
으로 판단되고 있다. 그 후에 Wang은 rGO 분산
용액을 이용하여 dip coating법으로 박막을 형성
하고 고온 열처리를 통해 투명전도성 필름을 형
성하였다[47]. 형성된 필름의 두께는 대략 10 nm
이고 550 S/cm의 높은 전기전도도를 나타내었다.
이는 Ar/H2 가스분위기에서의 고온열처리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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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다양한 조건에 따라 형성된 rGO 박막의 550 nm
가시광선에서 투과도에 따라 측정된 면저항 그래프[15].

통해 산화그래핀에 형성되었던 산소 관능기를 환
원시키고 vacancy 등의 결함을 재결정화시켰기
때문으로 판단되고 있다. 결국 rGO를 이용해 투
명전도성 필름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산화그래핀
의 제조 및 환원방법에 따라 rGO의 결정성에 영
향을 미치고 이에 따라 형성된 필름의 전기전도
도가 결정되어짐을 알 수 있다. Figure 10은 다양
한 산화, 박리, 분산, 증착, 환원 과정을 통해 제
작된 rGO 필름의 투과도와 면저항의 관계를 나
타내는 그래프이다.
rGO의 다양한 환원과정을 통해 형성된 필름의
면저항이 그렇지 않은 필름에 비해 현저히 감소
함을 알 수 있고 이 현상은 거의 모든 연구자들
의 결과들에서 나타나고 있다. 결국 효율적인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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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과정이 높은 전기전도도를 갖는 투명전도성 필
름을 구현하는데 가장 중요한 점임을 보여준다.
현재까지는 UHV에서 1,100도의 열처리를 통해
형성된 rGO 필름이 가장 높은 전기전도도를 나
타내고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 한편, 고온 열처리
를 통한 환원과정은 유연 광전소자를 위해서는
불가능한 공정이므로 이를 위한 상온 환원과정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hydrazine, hydrazine vapor, phenyl hydrazine, KOH 등의 환원제
를 사용하고 있다[48-50]. 특히, 산화그래핀과 산
화된 CNT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구조를 형성하고
이를 hydrazine로 환원과 도핑과정을 거쳐 형성
한 투명전도성 필름의 경우 86%의 투과도에서 240
Ω/sq의 낮은 면저항이 Yang 교수 그룹에 의해 보
고되었다[51]. 최근에는 그래핀의 합성 중에 형성
되는 결함 및 각종 관능기들로 인한 환원과정의
복잡함 및 특성 감소를 해소하기 위해 그래파이
트로부터 산처리를 거치지 않고 직접 박리법을
통해 그래핀을 형성하고 이를 다양한 유기용매에
분산시켜 고결정성의 그래핀 박막을 형성한 연구
가 보고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rGO의 경우에
비해 높은 특성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고 있다[52,
53]. 이는 합성된 그래핀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매
우 작아 그래핀과 그래핀 사이에 형성되는 contact
resistance가 증가하기 때문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렇듯 그래핀 투명전도성 필름의 특성을 증가하
기 위해서는 고결정성의 그래핀을 형성하는 것
뿐만 아니라 contact resistance를 줄이기 위한 비
교적 큰 크기의 그래핀 합성 방법도 중요한 변수
라 할 수 있겠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브로디법으로 형성된 산화그래핀을 용액중에서
전단응력을 가해 박리함으로써 결정성이 우수하
면서 대면적의 산화그래핀 분산용액을 형성하고
이를 하이드라진으로 환원하였다[14](Figure 11).
형성된 rGO 투명전도성 필름은 고온 열처리공정
을 거치지 않고도 80%의 투과도에 770 Ω/sq의
낮은 면저항이 나타남을 보고하였다.
투명하면서도 높은 전기전도도를 갖는 그래핀
은 광전소자에 필수적인 투명전도성 필름 소재로

Figure 11. 전단응력에 의해 제조된 rGO를 이용해 제조된
그래핀 박막의 광전기적 특성(SRGO: 초음파 분쇄법에 의
해 제조된 rGO, HRGO: 전단응력에 의해 제조된 rGO)[14].

각광받고 있으며 소재자체의 유연성 및 뛰어난
기계적 강도로 인해 차세대 유연 광전소자로의
활용도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rGO 전도성 박막의 대표적인 광전소자 응용은
태양전지와[54] LED를[55] 뽑을 수 있다. 태양전
지와 LED의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rGO
박막의 높은 전기전도도 이외에 디바이스의 다른
물질들과 에너지 밴드가 적절히 일치해야만 한다.
일반적으로 광전소자의 전극물질로 많이 사용되
는 ITO의 일함수가 4.4∼4.5 eV이고 rGO의 일함
수가 4.42 eV임을[56] 감안하면 전기전도도가 효
과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정하여 rGO
가 점차적으로 ITO를 대체할 수 있는 물질로 가
능함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도핑, 구조변형 및
환원 등에 따라 rGO의 일함수를 조절할 수 있고
보고에 따르면 환원조건을 변화시켰을 때 4.2∼
4.4 eV의 일함수 변화를 관찰하였다[57]. 2008년
Wang 그룹에서 rGO 투명전도성 박막을 이용한
염료감응형 태양전지를 제작하고 그 특성에 대해
보고하였는데[58] 효율이 0.26%로 FTO의 0.84%
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값을 얻었다(Figure 12).
이는 사용된 rGO의 면저항이 대략 1.8 kΩ/sq로
서 상대적으로 FTO에 비해 높기 때문으로 도핑,
구조변화 및 환원 등을 통해 전도도의 개선이 필
수적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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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rGO 전극을 사용한 염료감응형 태양전지의 (a) 조

Figure 13. rGO 투명전도성 전극을 이용하여 제작된 유기
태양전지의 IV 특성[54].

비슷한 시기에 Chhowalla와 Peumans 그룹에서
는 rGO를 이용하여 투명전도성 전극을 형성하고
이를 유기태양전지에 응용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54,59]. 염료감응형 태양전지의 결과와 비슷하게
형성된 유기 태양전지의 효율이 대략 0.1%로 낮
으며 이는 100 kΩ/sq의 높은 면저항을 갖는 rGO
투명전극 때문으로 판단된다(Figure 13).

이들 물질이 고전도도 및 높은 비표면적을 갖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rGO를 이용한 슈퍼캐
패시터의 응용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이
는 단일층의 그래핀의 상대적인 비표면적이 여타
탄소계열의 물질에 비해 높기 때문이다. 2008년
에 Rao 그룹에 의해 rGO의 슈퍼캐패시터 실험
결과가 보고되었다. 산화그래핀을 열처리를 통해
환원하여 전극을 형성한 후 황산 전해질을 사용
하여 측정한 결과, 축전용량이 117 F/g, 출력밀도
가 32 kW/kg이었다[61](Figure 15(a)). 비슷한 시
기의 결과에 따르면, 하이드라진을 통한 환원으
로 얻어진 rGO로 전극을 형성하고 전해질로 ionic
liquid를 사용하면 75 F/g, KOH를 사용하면 102
F/g의 축전용량을 측정하였다[62](Figure 15(b)).
그래핀의 높은 전기전도도 및 독특한 나노구조
의 특성은 전자를 방출할 수 있는 전계방출 에미
터로서의 응용에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허나
비슷한 구조인 1차원의 CNT와는 다르게 2차원
구조인 그래핀은 기판에 수직 정열이 어려워 이
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보고되고
있다. 초기의 연구결과들은 대부분 직접성장된
그래핀을 응용하는 것에 초점이 있었으나 2008년
Chhowalla 그룹을 시작으로 rGO를 이용한 전계
방출 에미터 제작 및 특성 분석이 연구되기 시작
했다. 그들은 rGO/PS 복합체를 이용하여 스핀코

감도 및 (b) 에너지 밴드, (c) I-V 곡선(rGO-검정, FTO-빨강).

2.4.2. 이차전지, 슈퍼캐패시터 및 전계방출소자
비교적 투명성을 요하지 않으면서 고전도성의
rGO 필름을 전극으로 응용할 수 있는 분야는 에
너지소자인 이차전지와 슈퍼캐패시터 분야이다.
특히 rGO는 높은 비표면적을 보유하는 동시에
rGO 층간의 거리를 조절할 수 있어 효율적인 에
너지 저장 재료로 장점이 있다. 2008년 Honma
그룹에서는 rGO, rGO+CNT, rGO+C60을 이용하
여 양극을 구성하고 리튬이온전지를 제작하고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60]. 비축전용량이 rGO 양극
의 경우 540 mAh/g으로서 흑연보다 우수한 특성
을 보였고 rGO+CNT와 rGO+C60의 경우 각각
730과 784 mAh/g로 상당히 뛰어난 값을 보고하
였다(Figure 14). 이는 흑연에 비해 그래핀 층간
거리인 d-spacing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으로 설
명하였다. 한편, 탄소계열의 물질들이 일반적으로
슈퍼캐패시터의 전극으로 주로 사용되는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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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a) 흑연, (b) rGO, (c) rGO + CNT, (d) rGO + C60을 이용한 리튬이차전지의 (A) 충방전 profile 및 (B) 충방전
cycle performance[60].

Figure 15. rGO 전극을 이용한 슈퍼캐패시터의 C-V 그래프[61,62].

팅된 rGO 필름의 전계방출 특성을 조사하였는데.
스핀코팅의 조건에 따라 rGO의 밀도 및 수직정
열도가 달라지고 이에 따른 전계방출 특성이 변
화함을 발견하였다[63]. 최적조건에서 대략 4 V/µm
의 threshold field를 나타내었고 이때 1,200의
field enhancement factor 값을 보고하였다. 2009
년에는 각종 무기/유기 물질과 rGO를 혼합하여
형성한 rGO paste를 이용하여 스크린 프린팅법으
로 rGO 필름을 형성하고 표면활성화를 통해 수
직 정열된 rGO로부터 전계방출 특성을 연구한
보고가 Sun 그룹을 통해 발표되었다[61]. 3.5 V/um
의 threshold field를 보이며 상당히 안정된 전계
방출 특성을 조사하였지만 형광체를 통한 발광특
성에서는 점발광되는 현상이 관찰되어 그래핀 에
미터의 길이 균일성이 좋지 못함을 예측할 수 있
다. 보다 최근에는 Cheng 그룹에 의해 rGO의 가

장자리에 선택적으로 Mg2+을 붙이고 이를 electrophoresis를 통해 기판에 수직 정렬시켰다. 이렇게
증착된 그래핀은 기판과의 접착력이 강하고 균일
한 길이의 그래핀이 형성되어 높은 전계방출 특
성을 나타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64]. 2.3 V/um
의 turn-on field와 5.2 V/um의 threshold field를
보이며 12 h 동안의 안정성 실험에서 균일한 전
계방출 현상을 나타냈으며 발광사진에서도 균일
한 면발광이 관찰되었다. 또한 최근에는 고분자
기판에 그래핀을 열적으로 접합시킨 후 수직으로
배향시키는 활성화기법을 도입해 Figure 16과 같
이 수직배향된 그래핀 에미터를 제조하고 전극을
유연한 탄소나노튜브 전극을 활용하여 나노카본
소재로 이루어진 휘어지는 그래핀 에미터를 구현
하여 보고하고 있다(Figure 1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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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6. (a) 환원그래핀으로 수직배향시킨 그래핀 에미터, (b) bending에 따른 에미터 특성[66].

Figure 17. rGO 박막 트랜지스터의 (a) 모식도 및 (b) photograph, 광학현미경 사진, (c) 다양한 온도에 따른 (c) 1.5층 및
(d) 4층 rGO film의 I-V 특성, (e) gate 전압에 따른 규격화된 전도도, (f) 온도에 따른 on/off 비율[67].

2.4.3. 박막 트랜지스터 및 센서
rGO의 응용에 있어서 또 다른 중요한 점은 도
핑 및 환원을 통해 전하의 농도 및 종류를 조절
할 수 있고 이는 전계효과 트랜지스터의 응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Figure 17(a)는 rGO를 채널
로 사용하고 bottom gate를 이용한 박막 트랜지
스터의 모식도이다. 측정 결과 형성된 rGO 박막
트랜지스터는 인가된 gate 전압의 부호에 따라 다
수 전하(majority carrier)의 종류가 바뀌는 am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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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ar 특성을 보인다[67]. 이러한 현상은 온도가
낮아짐에 따라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또한 중
요한 점은 rGO sheet의 두께가 두꺼워질수록 전
계효과는 사라진다는 것인데 이로부터 얇은 rGO
는 bandgap이 존재하는 반도체성을 띠는 반면 두
꺼워지면 금속성으로 변화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가장 얇은 rGO를 사용한 실험의 경우, 최
고와 최저 전도도의 비율인 on/off 비율이 대략 8
정도로 상대적으로 CNT와 비교하여 낮은 값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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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8. (a) 아세톤 vapor에 대한 CNT와 rGO film의 전도도 변화, (b) hydrazine 환원 시간에 따른 아세톤 vapor에 대한
rGO film의 전도도 변화.

Figure 19. (a) aromatic ring갯수에 따른 계산된 밴드갭, (b) 산화그래핀의 밴드구조 개념도(분홍색: conduction band, 파란색:
valence band)[71].

이는 rGO에 형성된 결함과 관련한 mid-gap state
때문으로 여겨지고 있다.
한편, rGO는 합성 및 환원 방법에 따라 vacancy,
functional group, graphitic sp2 domain 등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구조적 결함을 포함하고 있고 외
부의 가스분자들과 화학 물리적으로 자유롭게 결
합함에 따라 센서로서 응용이 가능한 물질이다.
외부의 가스분자들이 rGO에 흡착되면 rGO의 전
도도가 감소하거나 증가하게 되고 변화율에 따라
가스분자의 종류 및 농도를 추정한다. 또한 가스
분자가 rGO에 흡착할 때의 결합에너지는 흡착
가능한 결함들의 종류 및 밀도에 영향을 받게 되
며 rGO의 환원에 따라 산소를 포함하는 functional group의 밀도가 조절되므로 rGO 센서의

민감도는 환원조건의 세밀한 조절을 통해 제어할
수 있다[68-70](Figure 18).
2.4.4. 산화그래핀의 광전자소자 응용
유기 형광물질은 저가 광전자소자 개발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aromatic 또는 olefinic 분
자에 의한 청색발광체는 디스플레이나 조명 등의
응용에 특히 중요한 소재이다. 산화그래핀은 산
화에 의해 sp3로 변형된 탄소 매트릭스 내에 sp2
carbon cluster가 분포하고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산화그래핀 내 파이전자의 confinement가
유도된다. 이러한 작은 sp2 carbon cluster를 양자
점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산화그래핀에 의
한 형광현상을 보고하고 있다[71]. Figure 19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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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작은 sp2 carbon cluster는 그 크기에 따른
다양한 밴드갭을 지니게 되고 이에 따라 전자와
홀의 재결합에 의한 광루미네슨스(photoluminescence)가 발견되었다. 이러한 산화그래핀의 형광
현상은 광검출기나 발광소자에 응용이 가능할 것
으로 생각된다.

3. 결 론
본 특집에서는 흑연으로부터 화학적으로 박리
하여 제조되는 그래핀의 제조과정, 특성평가방법,
응용기술에 대해 살펴보았다. 화학적 박리 그래
핀은 화학증기증착법에 의해 제조된 그래핀에 비
해 전기전도도는 우수하지 않지만 저가 대량 생
산이 가능하고 기본적으로 용액공정이 가능하므
로 인쇄전자공정에 매우 적합한 소재이다. 산화
과정에서 형성되는 관능기를 조절하고 필요에 의
해 유기합성 공정을 통해 다양한 관능기를 도입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종 나노소재와의 하이브리
드가 용이하므로 다양한 전기전자소자 및 에너지
저장소자의 성능향상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고전도성을 구현하
기 위해서는 산화그래핀의 고효율 환원기술이 지
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하며, 인쇄전자공정 적용을
위해서는 고농도 페이스트 제조기술도 아울러 개
발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화학적 박리그래
핀의 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용액공정을 위
한 용액 내 분산문제, 산화그래핀의 효과적인 환
원, 박막형성기술, 하이브리드 기술 등에 대한 지
속적인 연구와 창의적 아이디어 도출 및 실용화
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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