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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핀/금속산화물 복합체 기반 
리튬 이차전지 전극 소재 개발 동향

‥

1. 서 론

유기/무기‥혼합,‥복합소재,‥하이브리드‥소재‥

등‥독립적인‥개별‥소재의‥물성을‥상호‥보완하

면서‥새로운‥물성을‥부여하는‥기술‥및‥접근‥방

법은‥오래‥전부터‥다양한‥분야에서‥적용되어왔

다.‥근래‥에너지‥저장‥소자로‥큰‥관심을‥받고‥있

는‥리튬이차전지,‥금속-공기전지‥등‥차세대‥고

용량‥에너지‥전원소자의‥고에너지‥밀도화를‥위

해서는‥전극‥소재‥성능이‥우선‥확보되어야‥하

며,‥개별‥소재‥기반의‥기존‥전극재‥물성을‥뛰어

넘는‥이종‥소재‥복합화‥기술이‥시도되어왔다.‥

특히,‥에너지‥저장‥역할을‥하는‥전극재에‥전자

전도성을‥부여하기위하여‥필수적으로‥사용되

는‥흑연‥(graphite)‥등의‥기존‥탄소재료를‥그

래핀‥(graphene)‥또는‥카본‥나노튜브‥(carbon‥

nanotube)‥등의‥기능화‥탄소화합물로‥대체하

기‥위한‥시도가‥연구되어왔다‥[1,2].

그래핀은‥우수한‥전기적,‥열적‥특성으로‥인

해‥투명전극,‥방열재,‥센서,‥에너지저장,‥환경‥

등‥다양한‥분야의‥후보소재로‥기대되고‥있으며,‥

각‥응용에‥적합한‥그래핀‥소재‥개발이‥이루어

졌다‥[3,4].‥또한,‥리튬이온과의‥전기화학적‥활

성화를‥나타내는‥금속산화물은‥주로‥전이금속‥

(transition‥metal)‥산화물‥계열이‥많은‥연구가‥

되어‥왔다.‥현재‥모바일‥IT‥및‥근거리‥전기자동

차용‥리튬이온전지‥양극재로‥망간,‥코발트,‥니

켈계‥층상‥화합물이‥상업적으로‥활용되고‥있으

나,‥차세대‥에너지‥저장‥소자인‥금속-공기‥전지‥

촉매,‥플렉서블‥전원소자용‥전극재‥등으로의‥활

용도가‥기대되는‥다양한‥나노‥구조‥형태의‥전이‥

금속‥산화물도‥많은‥관심이‥집중되고‥있다‥[5].

이에‥산화‥그래핀‥및‥다양한‥나노‥구조체‥금속

산화물과의‥복합화를‥통한‥리튬이차전지‥전극

재‥연구동향을‥살펴보고‥효율적인‥복합체‥공정‥

및‥완성된‥복합체의‥에너지‥저장‥물성을‥중심으

로‥정리하고자‥한다.

　

2. 그래핀/금속산화물 복합체 기술 동향

화학적으로‥박리된‥그래핀‥또는‥그래핀‥화

합물들은‥ 산화과정에서‥ 형성되는‥ 기능기‥

(functionalized‥group)를‥자체적으로‥포함하

고‥있어,‥이를‥효과적으로‥활용할‥경우‥박리‥또

는‥산화‥그래핀‥기반으로‥금속,‥세라믹,‥고분자‥

또는‥기타‥탄소‥나노‥소재와의‥복합화가‥용이하

고,‥대량‥생산‥및‥용액공정에‥의해‥적용이‥용이

하여‥기존의‥그래핀이‥갖는‥특성에‥궁극적으로‥

최종‥제품에서‥요구하는‥특성을‥가장‥만족하는‥

그래핀‥중간재를‥개발할‥수‥있으며,‥다양한‥분

야의‥기능성‥나노소자의‥성능향상에‥획기적으

로‥기여할‥수‥있을‥것으로‥기대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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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에는‥일반적으로‥알려진‥그래핀‥기반

에‥그래핀/금속산화물의‥복합체‥형성‥개념도

를‥나타내었고,‥기본적으로‥4가지의‥복합화‥방

법으로‥요약‥될‥수‥있다.‥(i)‥단일공정으로‥그

래핀위에‥직접‥성장‥(in-situ‥growth)‥시키는‥

방법,‥(ii)‥복수공정으로‥그래핀위에‥직접‥성장‥

(in-situ‥growth)‥시키는‥방법,‥(iii)‥금속산

화물위에‥그래핀‥등의‥탄소화합물을‥성장시키

는‥방법,‥(iv)‥준비된‥두‥매개체를‥조립화‥(ex-

situ‥assembly)‥하는‥방법이다.‥리튬이온과의‥

전기적‥활성화가‥모두‥가능한‥두‥매개체-그래

핀‥및‥금속산화물-의‥우수한‥화학적‥결합력을‥

위해서는‥직접‥성장‥방법에‥의한‥복합체의‥물

성이‥양호하다고‥알려져‥있으나,‥대량‥생산과‥

관련한‥소재‥및‥소자‥응용화‥측면에서는‥조립

화‥방법이‥유리하다.‥따라서,‥두‥이종‥화합물

의‥특성을‥배가시키고,‥실제‥양산공정에도‥적

용가능한‥효과적인‥복합체‥제조‥공정이‥궁극

적으로‥요구되고‥있다.

또한,‥그래핀/금속산화물‥복합화에‥있어서‥

두‥개별‥소재의‥물성을‥정확히‥이해하는‥것도‥

중요하다.‥통상적으로,‥전기전도성이‥상대적

으로‥낮은‥금속산화물에‥부분적인‥전도성을‥

부여하기‥위하여‥그래핀‥등의‥탄소‥화합물과

의‥복합재가‥유리하다고‥알려져‥있다‥[7].

E.‥Yoo‥등은‥다양한‥탄소‥화합물의‥리튬이

온전극재로서의‥특성을‥비교하였다‥[8].‥방전

용량‥및‥충방전‥횟수에‥따른‥용량안정성을‥평

가하여,‥단순한‥전기전도성의‥영향뿐‥아니라‥

리튬이온의‥가역적인‥이동에‥유리한‥적층‥구

조‥(여기서는‥층간‥면간거리로‥비교)‥성질도‥

최종적인‥전극재‥특성‥구현에‥매우‥중요한‥성

능지표임을‥확인하였다‥(그림‥2).‥결론적으로‥

그래핀/나노구조체‥금속산화물의‥상호‥보완적

인‥효과를‥극대화해야‥우수한‥복합물성을‥기

대할‥수‥있음을‥알‥수‥있다.

그림 1. 그래핀기반 복합체 형성 개념도 [6].

그림 2.  (a), (b) 다양한 탄소화합물을 이용한 리
튬이온전극재의 특성. GNS=graphene 
nanosheet, CNT=carbon nanotube 
C60=fullerene (c) 그래핀/금속산화물 기반 
복합체를 통한 물성 개선 방향 [7,8].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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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접 성장 (in-situ growth) 통한 
그래핀/금속산화물 복합체의 물성

　

직접‥성장‥또는‥조립화‥통한‥복합체를‥제

조하기‥위해서는,‥우선적으로‥화학적으로‥박

리되어‥분산‥안정성이‥우수한‥그래핀‥물성

이‥요구된다.‥일반적으로‥출발물질인‥흑연‥

(graphite)로부터‥직접‥그래핀을‥얻기‥위해

서는‥박리를‥시도하지만,‥흑연‥층‥사이‥π-π

stacking,‥van‥der‥Waals‥작용력‥때문에‥소량‥

수득만‥가능하고,‥그래핀은‥sp2‥탄소로만‥이

루어져‥있어‥특정‥용매에서만‥낮은‥농도로‥분

산이‥이루어지므로‥이종물질과의‥복합화가‥어

렵다.‥그러므로‥그래핀을‥이종물질과‥복합화

을‥이루기‥위해‥가장‥많이‥사용되고‥있는‥것

은‥화학적‥방법에‥의해‥처리한‥산화‥그래핀‥

(graphene‥oxide,‥GO)이다.‥산화‥그래핀을‥

합성하는‥방법은‥흑연을‥산처리하여‥산화,‥초

음파‥공정‥등을‥통해‥박리하여‥합성한다‥[9].

합성‥산화‥그래핀은‥윗면에는‥하이드록시

기‥(hydroxyl‥ group)와‥에폭시기‥(epoxy‥

group)가‥존재하고‥에지부분에는‥카르복실기‥

(carboxyl‥group)와‥케톤기(ketone‥group)

가‥존재한다고‥알려져‥있다.‥윗면에‥있는‥하이

드록시기와‥에폭시기의‥양이‥상대적으로‥훨씬‥

많고‥끝부분의‥카르복실기와‥케톤기는‥소량이‥

존재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10].‥이러한‥산

소‥작용기들로‥산화‥그래핀은‥친수성을‥가지

며,‥물에‥높은‥농도로‥분산‥된다.‥또한‥합성한‥

산화그래핀은‥화학적‥처리나‥물리적‥처리‥방

법에‥의해‥환원단계를‥거쳐‥환원된‥산화‥그래

핀‥(reduced‥graphene‥oxide,‥RGO)으로‥만

들‥수‥있다.　

분산‥안정성‥개선을‥위해서는‥그래핀에‥특

정‥기능성‥분자‥반응기등을‥치환하여‥합성하

는‥것이다.‥기능화‥그래핀은‥치환‥시키는‥분

자에‥따라‥분산안정성이‥결정되고,‥다양한‥형

태의‥기능화‥그래핀를‥만들‥수‥있다.‥이런‥기

능화‥그래핀을‥합성하는‥것은‥다양한‥기능기

를‥가진‥산화‥그래핀을‥기반으로‥산화‥그래핀

이‥가지고‥있는‥다양한‥기능기에‥원하는‥그래

핀을‥합성하는‥것이‥일반적이다.‥불소반응기

를‥포함한‥분자를‥가진‥분자를‥치환하여‥기능

화‥그래핀을‥합성하였다.‥합성한‥기능화‥그래

그림 3. 산화 그래핀을 합성하는 모식도 [9]. 

그림 4.  산화 그래핀과 환원된 산화 그래핀의 IR과 라
만 스펙트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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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은‥기능기로‥인해‥다양한‥용매에‥높은‥농도

로‥분산안정성을‥가진다‥[11].

최근‥흑연으로부터‥그래핀을‥박리를‥다양한‥

가스를‥사용하여‥드라이‥ball-milling‥방법으

로‥연구를‥진행하였다.‥이런‥방법으로‥박리를‥

진행하면‥넣어주는‥가스의‥종류에‥의해‥가장

자리에‥기능화‥되는‥원소를‥조절‥할‥수‥있다는‥

장점이‥있다‥[13].‥

이렇게‥완성된‥그래핀은‥특정‥용매에‥우선

적으로‥분산을‥시키고,‥이러한‥2차원‥구조체에‥

직접‥성장을‥유도하는‥금속‥반응‥전구체들을‥

주입하여‥추가적인‥에너지를‥공급하여‥복합체

를‥완성한다‥(그림‥9)[7].‥

그림‥10은‥분산된‥산화그래핀위에‥수열합성

법‥(hydrothermal‥synthesis‥method)을‥이

용하여‥V2O5를‥직접‥성장시킨‥복합체의‥물성

을‥나타낸다.‥최종‥완성된‥복합체는‥얇은‥판

상/리본‥형상의‥V2O5‥형태‥및‥이를‥둘러싼‥그

그림 6. 기능화 그래핀의 합성과 XPS 분석결과.

그림 5.  산화 그래핀을 이용한 다양한 기능화 그래핀 
합성 [12].

그림 7.  다양한 가스 분위기 드라이 Ball-milling 방법
으로 그라파이트를 에지 기능화된 그래핀으로 
박리시키는 모식도 및 가스종류에 따라 박리
된 그래핀의 SEM 이미지.

그림 8.  다양한 용매에서의 기능화 그래핀의 분산
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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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핀의‥높은‥전기전도성으로‥인한‥매우‥우수

한‥고율‥(high‥current‥density)‥충/방전‥특성

을‥구현하였다‥(190C‥전류밀도‥조건에서‥용량‥

유지율‥90%‥이상‥구현).‥또한,‥상온에서‥75℃‥

조건까지‥리튬이온의‥전기화학적‥활성도를‥평

가하였다‥[14].

3성분계‥이상의‥다성분‥전이금속‥화합물도‥

금속전구체‥농도,‥사용‥용매‥및‥반응‥온도‥등

을‥제어하여‥동일한‥방법으로‥직접‥성장형‥복

합체‥형성이‥가능하다.‥그림‥11는‥특정‥유기화

합물‥trisodium‥citrate‥첨가제를‥이용하여,‥

서로‥다른‥용해도를‥가지는‥니켈,‥코발트‥두‥

금속이온의‥반응성‥및‥최종‥형성되는‥와이어‥

형상‥NiCo2O4‥금속산화물‥형상‥변화를‥유도하

여‥복합체를‥완성하였다.‥완성된‥복합체내에

서‥와이어‥형상‥NiCo2O4‥금속산화물이‥균일

그림 9. 직접 성장법을 통한 복합체 형성 실험과정 [7].

그림 10.  산화그래핀/V2O5 복합체의 형성 및 이를 이
용한 리튬이온전극재 물성. (a) 수열합성법을 
이용한 복합체 형성. (b) 측정 온도 및 고율 
(C-rate=190C) 충방전 용량 유지율 [14].

그림 11.  Reduced 산화그래핀/NiCo2O4 복합
체 형성 기구 및 복합체 미세구조. (A)(B)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TEM), 
(C) High-Resolution TEM (D) Selected 
Area Electron Diffraction pattern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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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분산되어‥있고,‥200,‥500‥mA‥g-1‥및‥50

사이클‥구동시,‥954.3,‥656.5‥mAh‥g-1‥용량을‥

나타내어‥우수한‥리튬이온전지‥음극재로서의‥

특성을‥구현하였다.

최근에는‥효율적인‥금속산화물‥중간체를‥도

입하고,‥직접‥성장법을‥통하여‥다양한‥다형체‥

(polymorph)를‥포함하는‥복합체를‥유도하는‥

기술도‥제시되었다.

그림‥12은‥코발트‥(또는‥니켈)‥수산화물,‥β

-(Co,Ni)OH2,을‥산화‥그래핀과‥우선적으로‥

복합화하고‥후열처리‥조건을‥다양하게‥변화시

켜서‥코발트-,‥니켈-산화물을‥최종적으로‥완

성시키는‥방법을‥정리한‥것이다‥[16].‥단순한‥

두‥이종소재의‥복합체‥합성을‥넘어서,‥추가적

인‥화합물‥형성을‥유도하여‥그래핀/금속산화

물‥기반의‥복합체‥후보군을‥다양하게‥제시할‥

수‥있다.

4. 조립화 (ex-situ assembly) 통한 
그래핀/금속산화물 복합체의 물성

개별‥소재를‥미리‥완성하고‥효율적인‥복합화

를‥유도하는‥조립화‥(ex-situ‥assembly)‥방법

은,‥복합체를‥완성시키는‥과정에서의‥분산성

이‥우선‥중요하다.‥그림‥13에‥일반적인‥조립화‥

복합체‥과정을‥예시로‥나타내었듯이,‥분산‥안

정성이‥저하된‥조건에서의‥복합화는‥개별‥소

재의‥응집‥또는‥불균일한‥복합체‥형성을‥야기

한다.　

그래핀과‥산화물의‥물리적인‥혼합을‥통해‥제

작되는‥복합체의‥경우,‥charge‥collecting이‥

그래핀/그래핀,‥산화물/산화물,‥그래핀/산화

물‥계면에서‥원활히‥이루어지지‥않는다는‥단

점이‥있고,‥2D‥그래핀‥sheet에‥산화물을‥조립

화‥하는‥경우에느‥그래핀/산화물‥계면에서의‥

전하‥이동은‥용이하지만‥2D‥구조체내에‥한정

되어‥그래핀/그래핀,‥산화물/산화물‥간의‥전하

이동이‥원활하지‥않은‥근본적인‥문제점이‥발

생한다.

두‥이종소재간의‥복합‥불균일성을‥개선하기‥

위하여‥진공여과를‥통한‥적층,‥표면개질‥이용

한‥유도기전력‥여기,‥van‥der‥Waals‥결합과‥

같은‥유도‥전하층‥제어‥등을‥통한‥방법‥등이‥

제시되고‥있다‥[17-21].‥

조립화‥(ex-situ‥assembly)‥방법을‥통한‥가

장‥용이한‥복합체‥형성을‥그림‥14에‥나타내

그림 12.  (a) 산화그래핀/Co 중간체 화합물을 이용한 
복합체 형성 기구. (b) 최종 완성된 복합체내
의 금속산화물 형상. (c) Co3O4/산화그래핀 
복합체 전극 특성 [16]. 

(a)

(b)

(c)  

그림 13.  일반적인 ex-situ 조립화 방법을 통한 그래핀/
금속산화물 복합체 불균일성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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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17].‥진공여과를‥통해서‥“A→B→A→‥

B→A→B→…..”‥방식으로‥적층‥시키고,‥건

조‥완료하면‥물리적으로‥안정한‥복합체‥전

극을‥완성시킬‥수‥있다.‥이렇게‥완성된‥복합

체‥전극은‥리튬‥이온‥반응의‥가역성이‥우수하

고,‥우수한‥전기화학‥반응을‥유도하는‥것으

로‥확인되었다.‥인위적인‥표면‥개질‥(surface‥

modification)‥이나,‥두‥이종‥소재의‥분산‥안

정성을‥모두‥고려한‥특정‥용매‥선택‥등의‥까다

로운‥실험‥조건이‥없이도‥비교적‥용이하게‥수‥

마이크론‥두께‥이상의‥복합체‥전극‥형성이‥용

이한‥장점이‥있다.

물리적으로‥유연하면서‥기계적인‥강도가‥우

수한‥그래핀‥특성을‥이용하여,‥나노입자/나노

선/나노와이어‥등‥다양한‥형태의‥금속산화물

을‥안정적으로‥둘러싸는‥형태로의‥복합체‥전

극‥형성방법도‥많이‥시도‥되었다.‥나노‥구조체‥

금속산화물은‥통상적으로‥수용액‥(aqueous)‥

기반의‥용매에서‥합성이‥일반적이므로,‥분산

성이‥안정한‥금속산화물의‥표면은‥-OH‥반응

기로‥둘러‥싸여져‥있다.‥이러한‥금속산화물의‥

분산안정성을‥유지하면서‥아민기‥(-NH2)‥표

면‥반응기를‥부여하기‥위하여,‥특정‥용매‥(대

표적으로‥aminopropyltrimethoxysilane,‥

polyallylamine‥hydrochloride‥등)‥첨가제

와의‥혼합‥및‥처리를‥이용한다.‥최종적으로,‥

-NH2‥반응기로‥표면‥capping된‥금속산화물

과‥-OH‥표면반응기로‥처리된‥산화그래핀과

의‥복합화를‥유도하여‥최종‥복합체를‥완성하

그림 14.  (a) 그래핀, (b) MnO2 nanotube 이용
한 적층형 복합체 형성 방법. (c), (d) MnO2 
nanotube SEM, TEM. (e) (f) 그래핀/MnO2 
적층형 복합체 미세구조 (SEM) [17].

그림 15.  아민기 표면 처리를 통한 금속산화물/그
래핀 복합체 형성 방법 대표 연구 사례. (a) 
SnO2/산화그래핀, (b) Co3O4/ 산화그래핀 
복합체 형성 방법 [18,19].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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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된다.

개별‥분산된‥금속산화물을‥2차원‥층상분리

된‥그래핀이‥효율적으로‥감싸는‥구조‥복합체

를‥통하여‥다음의‥특성을‥추가적으로‥기대할‥

수‥있다.‥첫째,‥최종적으로‥완성된‥복합체들은‥

그래핀‥(또는‥산화그래핀)에‥의해서‥외부‥표면

이‥형성되므로,‥고유한‥고분산‥특성을‥유지할‥

수‥있다.‥둘째,‥리튬이차전지용‥전극재의‥가

역적인‥반복‥사이클‥동안에‥발생되는‥금속산

화물간의‥응집‥및‥열화‥특성을‥지연시킬‥수‥있

다.‥셋째,‥두‥이종소재간의‥강한‥화학적‥결합

에‥의해서‥1‥A‥g-1‥이상‥고율‥전류밀도조건에

서의‥안정적인‥충,‥방전‥전극‥특성을‥구현‥할‥

수‥있다.‥넷째,‥그래핀‥자체의‥유연한‥특성으

로‥인하여‥금속산화물의‥다양한‥형상에도‥효

율적으로‥복합체를‥완성시킬‥수‥있다.

금속산화물의‥외부를‥균일하게‥감싸는‥그래

핀의‥분율‥조절‥및‥특정‥금속산화물의‥표면‥반

응기‥치환‥조건-예를‥들어,‥용매‥pH‥등-을‥맞

추어‥주면,‥단일‥소재‥전극재에‥비교하여‥사이

클‥및‥용량‥안정성이‥크게‥개선됨을‥확인하였

다.‥특히,‥전자전도성을‥부여하는‥그래핀의‥분

율은‥내부‥코어에‥존재하는‥금속산화물과‥삽

입/탈리시에‥반응하는‥리튬이온과의‥전기화학

적‥활성도를‥고려한‥첨가량이‥중요하다.

완성된‥복합체의‥전극재‥특성은‥사이클‥안정

성‥및‥열화‥특성,‥전류밀도‥변화에‥따른‥용량‥

유지율‥등이‥최대‥3.5배‥이상‥증가됨을‥나타내

었다.‥또한,‥Si계‥반도체‥전극소재와의‥효율적

인‥복합화에‥대한‥적용성이‥충분하다.　

지금까지‥복합재에‥사용한‥그래핀‥화합물은‥

흑연으로부터‥화학적으로‥박리한‥산화‥그래핀

을‥출발물질로‥사용하여,‥우수한‥전기전도성‥

및‥전극재로‥사용하기‥위해서는‥300℃‥이상,‥

질소‥또는‥알곤‥분위기에서의‥열처리를‥통한‥

인위적인‥환원‥열처리‥공정이‥필요하다.‥근래

에는‥특정한‥표면기능기를‥부여한‥산화‥그래

핀을‥이용하여‥추가적인‥열처리‥공정‥없이도‥

우수한‥복합체‥조립‥및‥물성을‥나타내는‥방법

도‥제시되고‥있다.

마지막으로,‥특정한‥첨가제를‥이용한‥인위

적인‥표면처리‥없이도‥두‥이종소재의‥복합화

를‥완성시키는‥방법을‥설명하겠다.‥표면에‥유

기된‥정전기적‥(electrostatic)‥또는‥van‥der‥

Waals‥상호‥작용을‥통하여‥화학적/물리적으로‥

강한‥유도‥결합을‥이용한다.‥여기서는‥1차원‥

그림 16.  (위) Co3O4/산화그래핀, (아래) SnO2/산화그
래핀 복합체 전극재 형상 및 이를 이용한 전
극 특성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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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상‥나노선/나노로드‥형태‥금속산화물과‥관

련된‥복합체를‥대표적으로‥소개하겠다.

1차원‥형상‥전이금속‥산화물‥Co3O4‥또는‥

MnO2를‥합성,‥분산시키고‥다른‥하전으로‥표

면이‥대전된‥그래핀‥산화물과의‥혼합‥및‥후열

처리를‥통하여‥리튬이온전지‥전극재‥또는‥리

튬공기전지‥촉매제로서의‥특성을‥평가하였다.‥

[20,21]

앞선‥복합체의‥경우와‥유사하게‥리튬이온뿐

만‥아니라‥산소와의‥전기화학활성도도‥우수하

여‥사이클‥안정성,‥충방전‥용량,‥쿨롱‥효율‥등

의‥성능이‥확연히‥향상됨을‥확인하였다.

　‥

5. 결 론

2차원‥형상의‥그래핀은‥우수한‥전기/열전도

성‥및‥기계적‥강도를‥가지며,‥열적으로‥안정하

고‥리튬이온과의‥전기적인‥활성화가‥있는‥다

양한‥금속산화물과의‥복합화를‥통해서‥고성능

의‥리튬이차전지용‥전극재를‥제조할‥수‥있다.‥

하지만,‥그래핀/금속산화물‥복합재료를‥제조

하는데‥있어서‥아직까지도‥두‥이종소재의‥분

산성‥제어‥및‥이종소재간‥계면력을‥증가시키

는‥것에‥많은‥연구가‥필요할‥것으로‥판단되며,‥

특히‥그래핀/금속산화물‥복합재료‥제조를‥위

해서는‥반드시‥그래핀의‥대량생산이‥가능해져‥

제조가격이‥낮아져야‥할‥것으로‥보인다.‥향후‥

그래핀기반‥복합재료는‥전자산업,‥수처리‥및‥

환경,‥에너지‥분야,‥자동차/우주항공‥산업분야‥

등의‥영역에서‥활발한‥연구가‥진행될‥것으로‥

보이며‥이로‥인한‥상업화를‥한걸음‥더‥촉진할‥

것으로‥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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