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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raphene oxide powders prepared by two different drying processes, freeze drying and spray drying, were studied

to compare the effect of the drying method on the physical properties of graphene oxide powder. The graphene oxide dispersion

was prepared from graphite by chemical delamination with the aid of sulfuric acid and permanganic acid, and the dispersion

was further washed and re-dispersed in a mixed solvent of water and isopropyl alcohol. A freeze drying method can feasibly

minimize damage to the sample, but it requires a long process time. In contrast, spray drying is able to remove a solvent in

a relatively short time, though this process requires exposure to a high temperature for a rapid evaporation of the solvent. The

powders prepared by freeze drying and spray drying were characterized and compared by Raman spectroscopy, X-ray

diffraction, field-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and by an elemental analysis. The

graphene oxide powders showed similar chemical compositions; however, the morphologies of the powders differed in that the

graphene oxide prepared by spray drying had a winkled morphology and a higher apparent density compared to the powder

prepared by freeze drying. The graphene oxide powders were reduced at 900 oC in an atmosphere of N2. The effect of the drying

process on the properties of the reduced graphene oxide was examined by SEM, TEM and Raman spectroscopy.

Key words graphene oxide, drying method, freeze drying, spray drying.

1. 서  론

최근 탄소 물질을 원료로 한 나노구조의 연구가 활발

히 진행되고 있다. 나노크기의 탄소 물질은 대표적으로,

단일/다중벽 탄소나노튜브, 흑연, 다이아몬드, 그래핀으로

구분된다. 이 중에서 그래핀은 탄소원자가 sp2 혼성궤도

로 연결되어 컨쥬게이션 되어 있는 벌집 모양의 평면 구

조를 가진다. 단일층 그래핀은 두께가 원자 한 층에 불

과하지만 안정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전기적 성질도 뛰

어나다. 특히, 그래핀의 전자 벤드갭은 0에 가까워 전자

를 쉽게 운반하며 실리콘 보다 100배 빠르게 전자를 이

동시킬 수 있다.1) 그래핀은 유연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그래핀을 기반으로한 투명한 필름을 제조할 수 있다. 최

근 터치 패널, E-book, OLED, 태양전지등에 응용하려

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래핀의 기계적, 열 특성은

나노복합체의 첨가제, 대용량 축전지, 수소저장 장치 등

의 기술에 응용되고 있다.2,3)

그래핀의 제조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흑연

을 박리하여 그래핀을 만드는 top down 방법,4) 탄소로

부터 평면으로 성장시켜 그래핀을 얻을 수 있는 bottom-

up 방법이 있다.5) 일반적으로 bottom-up 방법으로 제조

된 그래핀은 top-down 방법으로 제조된 그래핀보다 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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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높고 결점이 없는 그래핀을 얻을 수 있다. bottom-up

방법으로 제조된 그래핀은 모두 공유결합으로 연결되어 있

는 순도 높은 그래핀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공정이 까

다롭고,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최근에는 bottom-

up 방식의 대표적인 화학 기상 증착법(CVD, chemical

vapor deposition)을 이용한 대량생산 기술도 보고된 바

있다.6) Top-down 방법에는 기계적 박리법과 화학적 박

리법이 있다. 기계적 박리법은 그래핀 층간에 물리적인

힘을 가하여 박리하는 방법으로 주사탐침현미경(SPM,

scanning probe microscope) 을 이용하여 그래핀을 분리

하는 방법과,7) 스카치테이프를 이용한 방법이 대표적이

다.8) 화학적 박리법은 산화그래핀을 제조하여 환원과정을

거쳐 그래핀을 얻는다. 산(acid)을 사용하여 그래핀의 층

과 층사이에 산소 작용기를 형성하여 그래핀의 층간 거

리가 넓어진 산화그래핀을 제조할 수 있다. 그래핀 표면

이 산화됨에 따라 유기용매에 분산이 수월해진다. 용매에

분산된 산화그래핀은 세척 및 건조 공정을 거처 산화그

래핀을 얻거나, 환원제를 사용하여 그래핀을 제조한다.9)

Top-down 방법은 bottom-up 방법에 비해 제조된 그래

핀의 품질이 낮지만 대량생산이 가능하고 산화그래핀을 거

쳐 작용기를 형성시킬 수 있어 변형이 용이하다는 점과

값 싼 흑연을 원료로 사용하는 장점 때문에 꾸준히 사용

되는 방법이다.10) 특히 화학적 박리법 중 산화환원 방식

을 채택하는 경우 산화그래핀(GO, graphene oxide) 상태

를 거치게 되는데 이는 표면에 -O, -OH, -COO, -COOH

등의 작용기가 존재하여 분산성이 우수하고 고분자나, 나

노금속 물질과의 반응을 통하여 전기적, 기계적 특성을

개량할 수 있어 산업전반에 널리 응용이 가능하다. 

산화그래핀은 용매에 분산상으로 얻어지므로 산과 용

매을 제거하는 건조공정이 필수적이다. 산화그래핀 제조

방법에서 건조공정은 그래핀의 환원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저온에서 긴 시간,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된다. 용

매는 제거하되, 산화그래핀을 형성하는 산소원자는 제거

되지 않는 건조 방법이 필요하다. 건조된 산화그래핀분

말은 필요에 따라 환원공정을 거쳐 환원형 산화그래핀을

얻거나, 용매 및 수지에 재분산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분

산상 산화그래핀은 건조과정을 거치기 전에 세척과정을

거친 후 분산상에서 화학적인 방법으로 환원하여 환원

형 그래핀을 얻을 수도 있지만, 환원과정에서 재응집의

우려가 있어 산화그래핀으로 건조하는 것이 유리하다.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건조방법을 유형별로 분리하면 직

접건조, 간접건조, 특수건조로 구분된다. 직접건조는 공

기를 직접 접촉시켜 건조시키는 것으로 회전 건조, 유

동층 건조, 분무건조, 플래시 건조 등이 있다. 간접건조

방법는 공기가 직접 시료에 닿지 않도록 간접적으로 건

조시키는 방법으로 대표적으로 진공건조방법이 있다. 그

밖에 특수건조방법으로는 마이크로파 건조, 동결건조가 있

다. 동결건조(freeze drying) 방법은 열에 민감한 물질을

낮은 온도에서 동결한 후 기압을 3중점 이하로 낮추어

얼음을 증기로 승화시키는 건조방법으로 건조공정에서의

손상을 최소화 할 수 있다. 하지만 건조시간이 매우 오

래 걸리는 단점이 있다. 분무건조(spray drying)란 고체

입자가 분산되어 있는 액상의 원료를 미세한 방울로 분

무시킨 후 뜨거운 가스와 접촉시켜 액체를 증발, 건조

시키는 기술이다. 미세한 방울의 형성은 표면적이 넓어

지기 때문에 수 초 내에 건조가 완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흑연의 산화로 제조된 산화그래핀을 분

무건조와 동결건조로 건조하여 산화그래핀 분말을 제조

하고 환원열처리를 통해 환원형 산화그래핀을 얻고, 건

조공정이 산화그래핀과 그 환원체인 환원형 산화그래핀

의 물성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였다.

2. 실험 방법

2.1 산화그래핀 제조

산화그래핀의 제조는 흑연(graphite, 삼정C&G), 황산

(H2SO4, OCI, 95 %), 과망간산칼륨(KMnO4, JUNSEI, 99.3

%(m/m)), 과산화수소(H2O2, OCI, 30 %)를 사용하였다.

흑연과 황산을 1:70의 비율로 혼합하여 온도를 50 oC

이하로 유지하고, 과망간산칼륨을 흑연대비 1:2의 비율로

황산 슬러리에 추가한다. 온도를 유지하면서 1시간동안

반응을 진행하였다. 결과로 흑연황산 슬러리를 얻는다. 얻

어진 흑연황산 슬러리를 10분간 초음파 처리하고 흑연

황산 슬러리에 증류수를 흑연대비 1:100의 비율로 추가

하고 30분동안 반응을 진행하였다. 반응을 종료시키기 위

해 과산화수소 수용액을 1 ml/min의 속도로 과량 첨가

하였다. 반응이 종결된 반응혼합물은 증류수로 세척하고

pH 7로 조절한다. 세척이 끝난 반응혼합물은 증류수와

isopropyl alcohol(IPA) 1:1 혼합 용매에 0.5 wt%로 분산

시켜 보관한다.

2.2 건조 공정

2.2.1 분무건조(spray drying)

분무건조 장비는 Nozzle type의 Mini Spray Dryer(B-

290, Buchi)를 사용하였다. 모식도는 Fig. 1에 나타내었

다. 분무건조에 사용된 전구체 용액은 앞서 제조한 산화

그래핀 0.5 wt% 분산상을 10분간 초음파처리 하였다. 분

무건조를 하는 동안 용액 내의 분산을 유지하기위해 지

속적으로 교반하며 진행하였다. 분무건조의 내부는 질소

분위기로 유지하였고, 내부압력은 −15 mbar로 유지하였

다. 가스주입구(Inlet) 온도는 200 oC로 가스의 이동속도는

1700 L/h로, 용액의 주입속도는 240 ml/h로 분무건조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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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였다.

2.2.2 동결건조(freez drying)

동결건조에 사용된 용액은 2.1의 방법으로 제조된 용

액을 동결시켜 사용하였다. 동결건조 장비는 Lyoph-Pride

10을 사용하였다. 건조온도는 −40 oC, 압력은 0.66 mbar

로 유지하여, 72~120 시간 동결건조를 진행하였다. 

2.3 평가

본 연구에서 얻어진 분무건조로 건조된 산화그래핀(S-

GO)과 동결건조로 건조된 산화그래핀(F-GO)은 라만분광

법(Raman spertroscopy, DXR-Raman microscope, Thermo)

을 사용하여 산화정도를 관찰하였다. XRD(X-Ray dif-

fraction, D/Max 2500-v/PC, Rigaku)를 사용하여 S-GO와

F-GO의 면간 거리를 비교하였다. 측정 조건은 40 kV, 100

mA, 측정범위는 3~80o로 측정하였다. FE-SEM(Field Emis-
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upra 35, Carlzeiss)

과 TEM(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JEM-2000,

JEOL)을 사용하여 시료의 형상과 크기를 관찰하였다. 원

소분석(Elemental Analyzer, Scientific FLASH EA-2000,

Finnigan FLASH EA-1112, Thermo)을 사용하여 수득한

산화그래핀의 C, O, H 함량을 확인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용매에 분산되어있는 산화그래핀을 건조하는 단계에서

분무건조와 동결건조방법, 두 가지 방법으로 산화그래핀

분말을 얻었다. 방법의 특성상, 설정온도와 압력, 시간이

매우 다르다. 동결건조는 수증기압 이하로 감압하여 사용

하기 때문에 압력이 낮고, 물질을 승화시키는 과정에서 건

조시간이 2일에서 최대 5일까지 소비된다. 하지만 시료의

조직에 손상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분무건

조는 고온의 흐르는 기체에 액상의 시료를 미립자로 분

무하여 순간적으로 건조시키는 방법으로 짧은 시간 안

에 분말을 얻을 수 있다. 동결건조는 저압, 저온에서 승

화가 일어난다. 그래핀 옥사이드는 60 oC이상으로 온도

가 올라가면 환원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온에서 행

하는 동결건조 방법이 산화그래핀 분말을 제조하는데 유

리하지만 동결건조 방법은 저온, 저압 조건에서 용매를

승화시키므로 건조 시간이 매우 길어 대량생산 시 공정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점이 있다. 

분무건조에 사용된 산화그래핀 분산상은 짙은 갈색을

띠며(Fig. 2(a)), 환원하면 본래 탄소물질과 같이 검은색

으로 변한다. 동결건조 및 분무 건조한 산화그래핀 분

말은 각각 F-GO, S-GO로 모두 갈색이나 S-GO가 더

짙은 갈색에 가깝고 미립의 분말로 존재한다. F-GO의 경

우 동결건조과정에서 층간의 용매가 제거되지만, 2차 응

집상으로 분말이 얻어진다. 건조방법에 따라 겉보기 밀

Fig. 2. Image of (a) GO slurry (b) F-GO powder(left) and S-GO

powder(right).

Fig. 3. XRD perttern of S-GO and F-GO.

Fig. 1. Scheme of the mini spray dryer, 1) gas inlet, 2) electric heater,

3) nozzle, 4) Spray cylinder, 5) cyclone, 6) product collection vessel,

7) outlet filter, 8) aspi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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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매우 다른데 Fig. 2(b)에서와 같이 동일한 질량의

분말을 담았을 때 F-GO의 부피는 S-GO보다 4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났다. 

S-GO와 F-GO에 있어 겉보기 밀도가 차이나는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그래핀 시트 사이의 층간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XRD 분석을 실시하여 Fig. 3에 나타내었다. 그

래핀의 산화가 많이 진행되면 층간거리도 증가하게 된

다. 그래핀과 그래핀 층 사이에 카르복실기나 알코올기

가 형성되면 원자간 척력 및 친수성 관능기에 의한 층

간 수분의 물리적 흡착 등에 의하여 그래핀과 그래핀의

면간 거리가 멀어지므로 F-GO와 S-GO의 층간 거리를

비교할 수 있다. XRD 측정 결과, 2θ 10o 부근 피크의

d-spacing이 S-GO는 8.681 Å, F-GO는 8.699 Å로 나타났

다. 건조방법의 차이로 인한 d-spacing 차이는 0.018 Å로

매우 낮은 수치이며 피크의 모양과 d-spacing 값을 비교

하였을 때 거의 유사한 값으로 볼 수 있다. d-spacing이

유사한 값을 갖는 것은 산화그래핀의 산화정도가 같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같은 그래핀 시트의 층간거리

에도 불구하고, S-GO(0.017 g/cm3)의 겉보기 밀도가 F-

GO(0.004 g/cm3) 대비 높게 나타난 것은 GO표면의 변

화에 기인되기 보다는 S-GO의 건조과정중 발생된 물의

모세관 현상에 의해 S-GO의 2차 입자간 간격이 줄어들

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상대적인 밀도가 높

은데도 불구하고, 피크 세기가 현저히 다른 것은 S-GO

가 F-GO보다 2차 응집 내에서 배향성이 적은 것을 추

정하게 한다. 

Table 1의 원소분석(Elemental analysis) 결과 F-GO,

S-GO의 C/O 원자비율이 1.25, 1.31로 그 차이는 0.06

수준이다. 탄소원자와 산소원자의 비율이 1보다 약간 큰

수준으로 F-GO와 S-GO 분말에 함유된 산소의 상대적

량이 유사하지만, S-GO의 C/O 비율이 약간 더 높은 것

은 분무건조과정에서 부분적으로 환원이 일어난 것을 추

정할 수 있다. C, H, O 외 N, S 함량 약 5 % 존재하

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Fig. 4는 S-GO와 F-GO의 라만분석 그래프이다. 탄소

물질의 라만분광분석은 탄소의 육각형 구조를 기초로 하

기 때문에 매우 유사한 스펙트럼을 보인다. 흑연과 그

래핀의 경우, 1580 cm−1의 G피크와, 2700 cm−1의 2D 피

Fig. 4. Raman pettern of F-GO and S-GO.

Table 1. Elemental analysis of F-GO and S-GO.

Sample
Average(wt%)

C/O atomic ratio
C O H

F-GO 43.4 46.2 2.6 1.25

S-GO 43.4 44.2 2.5 1.31

Fig. 5. Raman pattern of rF-GO and rS-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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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를 특징으로 한다. D피크(1340 cm−1)는 결정 내에 결

함의 다소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된다. S-GO와 F-GO

의 D/G값을 비교한 결과 각각 1.001와 0.997이다. D/G

값의 차이를 보면 S-GO의 D/G값이 F-GO보다 크지만

그 차이는 0.004 정도로 S-GO와 F-GO의 라만스펙트럼

으로 해석되는 구조적인 차이는 미미한 것으로 추정된다.

Fig. 5는 S-GO와 F-GO를 환원하여 얻은 rS-GO, rF-

GO의 라만분석 그래프이다. 산화그래핀의 모양과 유사

해 보이지만 D 피크가 감소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피이크의 상대적인 크기 변화는 기존에 환원된 산화그

래핀(rGO)에서 관찰되는 패턴과 유사하다. D 피크가 줄

어들었다는 것은 결정의 결함이 감소한 것으로 해석된

다. D/G 값을 비교해보면 rS-GO은 0.906, rF-GO는 0.885

의 값을 나타낸다. 다층 그래핀의 경우 단일층 그래핀

의 2D 피이크보다 복잡한 모양으로 나타나며, 폭이 넓

어지고 G 피크에 대한 상대적인 세기는 약해진다. 또한

2D 피이크의 모양을 잘 살펴보면 여러개의 피이크가 중

첩된 것을 알 수 있고, 그래핀의 층수에 따른 2D 피이

크 변화를 참고하면,11) rS-GO과 rF-GO 박리된 수준을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건조 조건에 상관없이 유사한

Fig. 6. FE-SEM images of S-GO (a), (b) and F-GO (c), (d).

Fig. 7. TEM image of (a) S-GO (b) F-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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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인다.

Fig. 6는 S-GO와 F-GO의 FE-SEM 관찰 사진이고 Fig.

7은 TEM 관찰 사진으로 S-GO는 산화그래핀 시트에 주

름이 많이 관찰된다. 분무건조 과정에서 전구체용액의 미

립자 액적이 형성되고 용매가 증발하는 과정에서 물리

적인 힘에 의해 산화그래핀 시트에 주름이 발생하며 응

집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주름진 응집상임에도 불

구하고, XRD 및 Raman 데이터를 보면, 산화그래핀의

층상이 재결합하여 산화흑연 상태로 되돌아 간 것은 아

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에 반해 F-GO는 재분산하

여 샘플링 한 조건에서 전형적인 판상의 산화그래핀 형

상을 보인다. 즉, F-GO는 S-GO보다 겉보기 밀도가 상

대적으로 낮고 재분산 과정에서 쉽게 판상으로 재분산

되어 단일시트상의 산화그래핀을 쉽게 얻을 수 있어 고

분자복합체나 촉매담체 등에 사용될 경우 보다 우수한

분산성, 담지능력 및 이차원 구조를 통한 특성향상을 보

일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Fig. 8은 분무건조 및 동결건조한 산화그래핀을

환원하여 얻은 환원형 산화그래핀의 형상으로 산화그래

핀의 건조공정에 따른 형상의 차이점은 오히려 더 작아

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물과 알코올 혼합용액에 분산되어있는

산화그래핀 전구체용액을 분무건조와 동결건조로 건조하

여 산화그래핀 분말을 얻었다. 분무건조는 용액을 미립

자로 분무하여 짧은 순간에 건조하는 방법이며 동결건

조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시료에 미치는 물리적 손상

을 최소화하며 용액을 제거하는 방법이다. 건조방법에 따

라 XRD와 라만분석을 통하여 구조적 특성이 유사한 것

을 확인하였다. 화학적 조성으로 볼 때 동결건조한 시

료가 분무건조한 시료보다 C/O 비율이 약간 낮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았다. 분말상태에서의 과립 입자 크기는

분무건조한 것이 더 작고 균일해 보이지만 재분산하여

그래핀 시트의 형상을 관찰하면 분무건조한 시료에서는

시트에 주름이 발생하여 응집된 형상을 이루고 있으며

건조과정중 발생된 모세관현상에 의해 이차입자들이 응

집되어 높은 겉보기 밀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적용분야에 따라 알맞은 건조방법을 사

용할 경우 그 특성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 

Fig. 8. FE-SEM images of rS-GO (a), (b) and rF-GO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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