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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라파이트로부터 그래핀 시트를 제조하는 다양한 합성방법

장승현†

A Versatile Methods for Synthesis of Graphene Sheets from Graphite

Seunghyun Jang†

Abstract

The unique electronic property of graphene sheets provides potential applications in nanocomposites and fabricating     

various nicroelectrical devices, such as field-effect transistors, ultrasensitive sensors, and electromechanical resonators.     

Several effective techniques have been developed for preparing graphene sheets. Among these technique, mechanical     

exfoliation can produce pure graphene and epitaxial graphene sheets have been prepared by treatment of silicon carbide     

wafers at high temperature. Recently, graphene sheets have been developed by chemical reduction method from graphene     

oxide. In this work, we have synthesized graphene sheets based on mechanical exfoliation and chemical reduction methods.     

Graphene sheets were characterized by field-effect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FE-SEM). The size of graphene sheets     

was from few hundreds nanometer to decades micro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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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그래핀 시트는 두께가 0.2 nm로 매우 얇으면서 물리       

적·화학적 안정성이 매우 높은 특징을 갖고 또 상온에       

서 구리보다 단위면적당 100배 많은 전류를 실리콘보      

다 100배 빨리 전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열전도성        

이 최고라는 다이아몬드보다 2배 이상 열전도성이 높      

으며 기계적 강도는 강철보다 200배 이상 강하다. 게       

다가 신축성이 좋아 늘리거나 접어도 전기전도성을 잃      

지 않는다. 현재, 그래핀 시트는 차세대 소재로 각광받       

는 탄소나노튜브 (carbon nanotube)를 뛰어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래핀 시트를 원통처럼 말면 탄소나노      

튜브가 되는데 이 둘은 화학적 성질이 매우 비슷하지       

만 그래핀 시트는 탄소나노튜브보다 균일한 금속성을     

갖고 있어 산업적으로 응용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이차원 sp2 탄소 결합 골        

격을 갖고 있는 그래핀 시트[1-3](graphene sheet)의 독      

특한 물리적, 화학적 및 전자기적 특징은 나노복합체      

[4](nanocomposite)를 합성하는데 있어서 매우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으며, 특히 field-effect transistors,[5]    

ultrasensitive sensors,[6] electromechanical resonators[7]   

와 같은 다양한 미세전기장치(microelectrical devices)    

들을 제작하는데 응용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그래핀     

시트를 제조하기 위하여 많은 효율적인 기술들이 개발     

되고 있다. 그래핀 시트를 제조하는 다양한 방법 중에     

기계적인 박리작용법 (mechanical exfoliation)은 매우    

순수한 그래핀을 생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1] 

단결정(Epitaxial) 그래핀 시트는 고온에서 실리콘 카     

바이드 웨이퍼를 화학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다.[2] 박리된 그래파이트 옥사이드 (graphite oxide)     

는 그래핀 시트로의 매우 많은 양으로 얻어질 수 있으     

며 안정하게 분포 될 수 있도록 양쪽성 고분자를 사용     

함으로서 안정화 시킬 수 있다.[8] 작용기로 치환 된 그     

래핀 시트는 그래파이트 옥사이드의 열적 팽창에 의해     

서 얻어질 수 있고,[9] 알킬아민과 반응하여 화학적으로     

치환된 그래핀 시트를 얻을 수도 있다.[10] 최근에, 그래     

핀 표면에 친수성 카르복실 그룹을 이용하여 그래핀을     

분산시키는 방법이 개발되었다.[11] 그래핀의 용해도    

(solubility), 자기조립(self-assembly)능력 및 미세전기   

장치로 응용성을 증가 시키는데 있어서 그래핀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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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functionalization)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10,12,6]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에 보고된 화학적     

Hummer’s 방법과 황산과 질산을 3 : 1 비로 혼합된 용         

액에 그래파이트 분말을 넣어 초음파 분쇄를 통해 그       

래핀 시트를 제조하는 기계적 박리방법에 대하여 비교      

분석하여 보았다. 

2. 실험방법

2.1. 일반

본 실험에서 이용한 합성기술은 standard vacuum     

line Schlenk technique을 사용하였으며 모든 재료에 대      

한 합성은 아르곤 기체 분위기 하에서 실행하였다. 실       

험에 사용된 graphite powder, HNO3, H2SO4, K2S2O8,      

P2O5, KMnO4, H2O2은 Aldrich사에서 구매하여 사용하     

였으며 반응에 사용된 Hexane은 아르곤 분위기 하에      

서 sodium/benzophenone과 함께 24시간 이상 환류 시      

킨 후 정제된 hexane을 사용하였다. 기계박리방법으로     

합성하기 위해 사용했던 초음파 분쇄기는 400 W      

Branson 5210 ultrasonic cleaner를 사용하였고, 그래핀     

시트의 표면 크기를 측정하기 위하여 Hitachi S-4700      

주사현미경을 사용하였다.

2.2. 초음파 분쇄방법을 이용한 Graphene 시트의 합성

Graphite powder 3 g 을 Schlenk 가지달린 플라스크       

250 mL에 넣고 황산과 질산의 부피 비가 3 : 1로 제조          

된 혼합용액 120 mL를 첨가한다. 이때 발열반응이 생       

성되므로 0를 유지하기 위하여 얼음 물 중탕 하에서       

천천히 첨가하여 준다. 초음파 분쇄기의 물의 온도를      

60oC로 유지하면서 초음파 분쇄를 약 6시간 동안 하여       

준다. 초음파 분쇄가 끝나면 대기 중에서 약 3일정도       

방치하면 용매의 색깔이 진한 보랏빛 갈색을 띄게 된       

다. 이후 산성 용액을 제거하기 위하여 감압 여과하여       

주고 뜨거운 물 1 L로 2회 정도 세척하고 hexane으로        

2~3회 정도 다시 세척하면 회색빛 graphene oxide를      

얻을 수 있다.

2.3. 화학적 Hummer’s 방법을 이용한 graphene 시      

트의 합성

Graphite powder 3 g 을 Schlenk 가지달린 플라스크       

에 넣고 황산 12 mL를 첨가한다. K2S2O8 2.5 g과 P2O5         

2.5 g을 첨가하고 120oC에서 6 h 환류 교반하여 준다.        

상온으로 온도를 낮추고 증류수 2 L로 감압여과 하면       

서 세척하여 준다. 얻은 생성물을 증류수 1 L에 첨가하        

고 하루정도 교반하여 준다. 그리고 감압 여과하여 검       

은색 생성물을 얻는다. 이 생성물 3 g을 2구 플라스크     

에 첨가하고 온도를 0oC로 유지한다. 황산 120 mL를     

첨가하고, KMnO4 15 g을 첨가한다. 이때 용액의 색깔     

이 검은색에서 보라색으로 바뀌게 된다. 0oC에서 1 h     

동안 교반하고 다시온도를 상온으로 올리고 2 h 교반     

하여 준다. 온도를 다시 0oC로 유지하고 증류수 500 mL     

를 첨가한다. 이 상태에서 2 h 정도 교반 하여 준다.     

30% H2O2 20 mL를 매우 천천히 첨가하여 준다. 이때     

기체가 많이 발생하므로 천천히 첨가하여야 한다. 이     

때 용액의 색깔은 보라색에서 노란색으로 변하게 된다.     

이 상태에서 1 h 정도 더 교반하여 준다. 교반이 끝나     

면 초음파 분쇄기를 이용하여 약 3 h 동안 초음파 분쇄     

를 하여 준다. 초음파 분쇄가 끝난 후 감압 여과하여     

용매를 제거하여준다. 뜨거운 증류수 1 L를 이용하여     

세척하고 hexane으로 2~3회 세척하면 노란색의 graphene     

oxide를 얻을 수 있다.

3. 결과 및 고찰
 

현재까지 알려진 그래핀 시트의 제조 방법은 크게     

세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top-down 방식     

의 기계적 박리 (mechanical exfoliation) 방법이다. 이     

방법은 스카치 테잎을 이용하여 흑연으로부터 그래핀     

시트를 벗겨 꺼내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품질의     

그래핀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많은 연     

구자들이 수행한 그래핀의 물리적, 전기적 성질들과 관     

련된 기초적인 연구에 적합하였다. 하지만 이 방법은     

비효율적이어서 다량의 그래핀을 얻을 수 없다는 단점     

을 지니고 있다. 두 번째 방법은 epitaxial 성장방법으     

로서 탄화실리콘 (silicon carbide)등의 기판에서 수직     

성장을 통한 직접적으로 성장시키는 방법이다. 이 방법     

은 그래핀 기반의 전자 회로에 응용 될 수 있다. 세 번     

째 방법으로는 화학적인 방법으로서, 대표적으로 그래     

파이트로부터 산화 그래핀을 만들고 이를 다시 그래핀     

으로 환원하는 방법이다. 

용액상에서 이루어지는 화학적 방법은 경제적인 가     

격으로 그래핀을 대량생산 체제로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첫 번째와 세 번째의 방법     

을 선택하여 그래핀 시트를 합성하는데 성공하였다. 그     

림 1은 그래파이트 파우더로부터 기계적인 박리 방법     

즉, 초음파 분쇄방법과 화학적인 방법인 Hummer’s 방     

법을 통하여 그래핀 시트를 얻는 과정을 그림으로 나     

타낸 것이다. 그림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그래파이트는     

3차원 탄소 구조체가 여러 겹으로 쌓여진 적층구조를     
J. Chosun Natural Sci., Vol. 2, No. 4, 2009



282 장승현

  

 

   

 

 

 

갖는다. 이를 기계적 박리 방법이나 화학적인 방법을      

통하여 반응을 시켜주면 아래 그림과 같이 2차원 탄소       

구조체로 된 단일 층의 그래핀 시트를 제조 할 수 가         

있다. 이렇게 탄소 원자로만 이루어진 2차원의 평평한      

한 층을 갖는 그래핀은 매우 뛰어난 전하 이동도 뿐만        

아니라 독특한 물리적, 전기적 성질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미 실험적으로 증명되었다. 

그림 2는 순수한 그래파이트 분말과 앞에서 기술하      

였던 기계적 박리 방법과 화학적인 Hummer’s 방법을      

통해 얻어진 그래핀 시트의 주사 현미경 사진이다. 그       

림 2A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래파이트는 3차원 탄소       

구조체가 여러 방면으로 접혀져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보통 그래파이트 분말의 크기는 평균 약      

30 µm 정도로 분포되어 있는 것이 관측되었다. 그림       

2B는 기계적 박리 방법 즉, 황산과 질산을 3 : 1 부피          

비로 혼합된 용액 하에서 초음파 분쇄방법을 통하여      

얻어진 그래핀 시트의 주사 현미경 사진이다. 그래파이      

트의 3차원 구조와는 달리 2차원 구조로 되어 있는 것        

을 알 수가 있었고 이와 마찬가지로 화학적인 방법을       

통하여 그래핀 시트로 분리하는 Hummer’s 방법 또한      

2차원 구조를 갖는 탄소 구조체로 약 수백 나노크기에       

서부터 수십 마이크론크기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     

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이는 그래파이트에서 그래핀     

시트로 뜯어내어질 때 초음파 분쇄의 세기와 시간에     

따라 각각 다른 크기를 갖는 그래핀 시트를 얻게 된다     

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파이트 산화면을 좀 더 자세히 표현하면, 산소     

를 포함하는 -OH, -COOH, 에폭시드 (epoxide) 등의     

기능기를 가지도록 산화가 된다. 이렇게 산화된 그래파     

그림 1. 그래파이트 분말로부터 그래핀 시트를 합성하는 

과정.
Fig. 1. Schematic diagram for the fabrication of graphene 

sheet from graphite powder.

그림 2. 주사현미경 사진; (A) 그래파이트, (B) 초음파분쇄 

방법으로 얻어진 그래핀 시트, (C) Hummer’s 방법으로 얻 

어진 그래핀 시트. 
Fig. 2. FE-SEM Images; (A) graphite, (B) graphene sheet 

by using sonication method. (C) graphene sheet by using 

Hummer’s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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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트는 친수성을 띠며, 초음파 처리에 의해 쉽게 산화       

그래핀 단일 층으로 박리되어 수용액 중에 분산된다. 

그림 3은 반응을 통해 얻어진 산화 그래핀의 흡수       

스팩트럼이다. 그림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O-H의 신축      

진동 흡수피크는 3400 cm-1, C=O의 신축진동 흡수피      

크는 1735 cm-1, O-H의 굽힘진동 흡수피크는 1390 cm-1,       

C-OH의 신축진동 흡수피크는 1253 cm-1, C-O의 신축진      

동 흡수피크는 1056 cm-1에서 나타남을 확인 할 수 있        

었다.

산화 그래핀은 히드라진 (hydrazine)과 같은 환원제     

에 의해 그래핀으로 환원이 된다. 그래핀으로 환원되는     

과정에서 분산 안정성이 저하되거나 침전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그래핀의 분산 안정성을 증가시키는 연     

구가 매우 중요하다. 

그림 4는 히드라진 반응을 통해 산화 그래핀에서 그     

래핀으로의 환원되는 과정을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에     

서 나타낸 바와 같이 히드라진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산화 그래핀의 에폭시드기를 제거 할 수 있다.

4. 결  론

그래파이트로부터 top-down 방식인 기계적 박리 방     

법과 산화 그래핀을 만들고 이를 다시 그래핀으로 환     

원하는 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그래핀 시트를 합성하     

였다. 그래핀 시트는 2차원 탄소 구조체로 된 단일 층     

을 갖는다는 것을 주사현미경을 통해 관측 할 수 있었     

고, 상기에 열거한 두가지 방법을 사용했을 시 약 수백     

나노크기에서부터 수십 마이크론크기까지 다양하게 분    

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그리고 산화 그래핀     

을 히드라진과 같은 환원제로 처리를 하면 그래핀으로     

환원되며 산화 그래핀의 에폭시드기가 제거 된다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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