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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그래핀 소재가 실험적으로 처음 구현된 후, 많은 과

학자들은 그래핀 소재 고유의 뛰어난 물성에 기인하여 

다양한 분야에 그래핀 소재를 적용하기 위한 연구를 진

행해오고 있다. 특히, 그래핀 기반 소재는 원자 수준의 

얇은 두께와 물리적 및 화학적으로 개질 가능한 구조적 

특성으로 인하여 분리막 소재로서 높은 각광을 받고 있

다. 그래핀 시트 사이의 층간 거리(3.3 Å)와 표면 개질

의 용이성은 기체 분리막 분야에 있어서 그래핀 소재가 

각광받는 원동력으로서 작용하고 있다.

산화 그래핀은 화학적으로 박리되고 산화된 흑연의 

단일층으로서 초기에는 그래핀을 대량 생산하기 위한 

전구체로서 간주되어 왔으나, 원자 수준의 얇은 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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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원자 수준의 두께를 가지는 그래핀 단일층이 흑연으로부터 박리되어 구현된 이래로, 그래핀은 2차원 소재의 활용
가능성을 연 물질로서 각광받고 있으며, 그래핀 고유의 뛰어난 물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특히 분리막
분야는 그래핀과 산화 그래핀이 활용 가능한 가장 중요한 분야 중의 하나로서, 최근의 다양한 시뮬레이션 연구를 통하여 그
가능성이 입증되고 있다. 그래핀과 산화 그래핀은 원자 수준의 얇은 두께, 뛰어난 기계적 강도, 높은 수준의 내화학성, 기공
생성이 가능한 2차원 구조 또는 기체 확산 유로 생성이 가능한 적층 구조 등 분리막 소재로서 매우 유리한 특성들을 보유하
고 있음이 밝혀졌다. 본 총설에서는 그래핀과 산화 그래핀의 고유 특성을 기반으로 기체 분리막 분야로의 응용 가능성과 현
재까지의 개발 현황 및 향후 전망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Abstract: Since the experimental proof of one-atom-thick graphene single layer from graphite in 2004, graphene, as a 
leading material opening two-dimensional world, has been tremendously investigated owing to its intrinsic extraordinary 
physical properties. Among many promising graphene applications, it is believed that membranes might be one of the first 
significant applications for graphene and its derivatives (e.g., graphene oxide). Recently, a number of simulation results and 
proof-of-concept experimental approaches towards graphene membranes reflect such positive prospects. Moreover, graphene 
and graphene oxide already show many outstanding intrinsic properties suitable for promising membrane platforms, such as 
the minimum membrane thickness, excellent mechanical strength, high chemical and thermal stability, and the ability to gen-
erate nanopores in the two-dimensional, rigid hexagonal lattices or to create slit-like nanochannels between adjacent sheets. 
In this paper, important theoretical and experimental developments in graphene or graphene oxide-based membranes for gas 
separation based on intrinsic properties of graphene and its derivatives will be discussed, emphasizing on transport behavior, 
membrane formation methods, and challenging issues for actual membrane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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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성 용매에 대한 우수한 분산성, 대량 생산성, 높은 가

공성으로 인하여 그래핀과 함께 우수한 분리막 소재로

서 주목받고 있다. 따라서 그래핀과 산화 그래핀을 분

리막 분야에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오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분리막 소재로서 주목받는 그래핀과 

산화 그래핀의 특성에 대하여 기술한 후 이를 기반으로 

한 기체 분리막의 개발 동향에 대하여 다루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그래핀 및 산화 그래핀 분리막의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서도 논하고자 

한다.

2. 그래핀 소재의 특성과 분리막 분야로의 활용

2.1. 그래핀 소재의 특성

2004년 영국 맨체스터 대학의 Geim 연구진이 처음

으로 그래핀 단일층의 박리에 성공하기 전까지[1], 2차

원 소재는 열적 불안정성으로 인하여 단일층으로 박리

되지 못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이었다. 하지만 그래

핀 격자를 구성하는 탄소-탄소 결합은 그 결합 거리가 

매우 짧고 결합력이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핀은 박리로 

인한 열적 요동을 상쇄시켜 단일층으로 박리 가능한 특

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핀 소재는 여러가지 우수한 물리적 특성을 가지

고 있다. 그래핀 내에서 sp2 혼성 오비탈을 가지고 있는 

탄소 원자들이 2차원 평면 위에 육각 구조를 형성하며 

결합되어 있어 π 전자들이 자유롭게 그래핀 시트의 표

면을 따라 이동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높은 수준의 

전기적 전도성을 갖는다. 그래핀은 현재까지 발견된 소

재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인장 강도(130 GPa)를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2], 비표면적이 매우 넓어 1 g의 

그래핀 단일층으로 한 개의 축구장 크기를 덮을 수 있

다고 알려져 있다[3]. 또한 그래핀은 흑연과 마찬가지로 

0-700 K의 온도 범위에서 음차원의 열 팽창 계수를 보

이며[4,5], 높은 수준의 열 전도도를 가지고 있다[6,7].

비록 결함없는 단일층 그래핀이 매우 뛰어난 물성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물성은 그래핀 표면의 

결함에 의해 쉽게 열화될 수 있다[8]. 따라서 그래핀 표

면의 결함을 이해하고 통제하는 것이 그래핀 활용에 있

어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이다. 점형 결함과 선형 결함

이 일반적이며, 특히 결정립계에 해당하는 선형 결함의 

경우 그래핀의 특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는 다

결정질 그래핀의 경우 결정립계의 크기와 결정립계에

서의 원자 구조에 의해 그 특성이 크게 좌우되기 때문

이다.

2.2. 그래핀 소재의 분리막 분야로의 활용

그래핀 소재가 박막 구조로서 대면적 생산이 가능하

고 쉽게 개질이 가능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우수한 분

리막 소재로서 각광받고 있지만, 그래핀 소재 자체는 

기본적으로 어떠한 기체도 통과할 수 없는 차단성 소재

이다. 따라서 그래핀을 분리막 소재로서 활용하기 위하

여 기체 투과가 가능한 수준의 적절한 기공 생성을 그

래핀 표면 위에서 구현해야 한다. 

현재까지 보고된 그래핀 기반 기체 분리막의 수준은, 

시뮬레이션 상에서는 나노 미터급 혹은 그 이하의 크기

를 가지는 정밀한 기공들이 높은 밀도로서 그래핀 단일

층 위에 생성 가능하지만 실제적으로 수행된 실험 결과

의 수준은 아직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래핀 표면에 나노 기공을 생성하기 위한 몇 가지 

하향식 방법들이 보고되었다. Fischbein은 전자 빔 조사

를 통해 그래핀 시트 상에 나노 기공(~3.5 nm)을 생성

한 결과를 보고한 바 있으나(Fig. 1.(a)), 전자 빔 조사 

방식은 대면적의 다공성 그래핀 시트를 제조하기에 적

절치 않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9]. Celebi는 이온 빔 

조사를 통해 크기 조절이 가능한 나노 기공을 그래핀 

표면에 생성하였으나, 이 역시 기공 크기가 기체 분리

용 분리막 용도에 적절치 않고(> 5 nm), 대면적화하기 

힘들다는 단점을 내포하고 있다[10].

Koenig은 자외선을 이용한 산화 에칭법을 이용하여 기

체 분리용 다공성(> 10 nm) 그래핀을 제조하였다. 이 방

법은 대면적 다공성 그래핀 생성에 적합하지만, 기공 크

기 분포가 지나치게 넓다는 한계가 있다(Fig. 1.(b))[11].

O’Hern은 이온 폭격을 통해 그래핀 표면 위에 반응성

이 있는 포인트를 생성한 후 화학적 에칭을 통해 나노 

기공을 생성한 바 있다. 이 방법은 크기(< 1 nm) 조절

이 가능한 기공들이 적절한 기공 밀도를 보이며 생성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대면적 다공성 그래핀 

제조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Fig. 1.(c))[12].

Bai는 Poly(styrene-block-methyl methacrylate) 블록 

공중합체 리소그래피 방식을 이용한 그래핀 나노메쉬

를 보고하였다. 제조된 그래핀 나노메쉬의 기공 크기는 

기체 분리용 분리막의 수준에 적합하지 않으나(< 20 

nm), 이 방법은 대칭적 그래핀 분리막을 제조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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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주목을 받고 있다 

(Fig. 1.(d))[13].

Bieri는 상향식 방식을 이용하여 다공성 그래핀을 제

조하였다. 금속 표면에서의 aryl-aryl coupling 반응을 

통해 원자 수준의 폭을 가지며 나노 수준 이하로 규칙

적으로 배열된 기공을 2차원 구조의 polyphenylene 네

트워크 상에 구현하였으며, 이 방법은 그동안 상대적으

로 주목을 적게 받았던 상향식 그래핀 제조의 가능성을 

보였다는 점에서 높은 가치를 가진다(Fig. 1.(e))[14].

3. 산화 그래핀 소재의 특성과 분리막 분야로의 

활용

3.1. 산화 그래핀 소재의 특성

산화 그래핀은 강산 및 강산화제 조건 하에서 박리되

고 산화된 흑연의 단일층을 지칭한다[15,16]. 산화 그래

핀은 주름진 2차원 그래핀 구조 위에 다양한 산소 기능

기(수산화, 에폭시, 카르보닐 및 카르복실 기능기 등) 

들이 결합된 형태를 가진다[17,18]. 또한 강한 산화 조

건 하에서 많은 수의 결함들이 산화 그래핀 표면 위에 

생성된다. 산화 그래핀은 원자 수준의 두께와 수백 나

노미터에서 수십 마이크로미터 크기 면적의 2차원 구조

를 가지며, 이에 따라 높은 종횡비를 보인다.

산화 그래핀은 초기에 그래핀의 대량 생산을 위한 전

구체로서 여겨져 왔다. 산화 그래핀은 화학적, 열적, 광

학적 처리를 통해 쉽게 환원될 수 있다[19]. 이렇게 환

원된 산화 그래핀은 쉽게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높은 

가공성으로 인하여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하다. 이와

는 별도로 그동안의 많은 연구를 통하여 산화 그래핀 

또한 고유의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

져, 산화 그래핀 자체를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기 위한 

연구들도 진행되고 있다. 산화 그래핀의 합성은 에너지 

소모가 적어 비용이 적게 들고, 반응 공정이 단순하여 

쉽게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산

화 그래핀은 표면의 산소 기능기들로 인하여 물을 비롯

한 일반적인 극성 용매에 잘 분산되며, 따라서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소재이다.

3.2. 산화 그래핀 소재의 분리막 분야로의 활용

산화 그래핀 기반 분리막은 다양한 형태로 제조 가능

하다. 기판이 없는 형태의 두꺼운 산화 그래핀 분리막

은 열에 의한 증발이나 진공 여과 등의 방식으로 제조

된다. 산화 그래핀 용액이 편평한 표면 위에서 가열되

면, 산화 그래핀 시트로 둘러 쌓인 물 분자들의 대류 

현상으로 인해, 산화 그래핀 시트는 무작위로 뒤틀린 

구조를 갖는다. 따라서 산화 그래핀 용액이 에어로졸 

형태로 기판 위에 분사되고 가열됨으로서 뒤틀린 구조

를 갖는 산화 그래핀 분리막이 제조된다(Fig. 2)[20]. 진

공 여과법으로 제조된 산화 그래핀 분리막은 독특한 구

조를 가진다. 감압 상태의 하부에서는 산화 그래핀이 

압력에 의해 수평으로 배열되지만, 압력이 영향이 적은 

Fig. 1. (a) TEM image of multiple nanopores by electron 
beam irradiation[9]. Reprinted with permission from ref. 
[9]. Copyright 2008 American Institute of Physics. (b) 
AFM image of UV-etched suspended graphene. Red areas 
are pits created by the UV etching[11]. Reprinted with 
permission from ref.[11]. Copyright 2012 Macmillan 
Publishers Limited. (c) STEM image of pores created in 
graphene membrane by ion bombardment[12]. Reprinted 
with permission from ref.[12]. Copyright 2014 American 
Chemical Society. (d) TEM image of graphene nanomesh 
[13]. Reprinted with permission from ref.[13]. Copyright 
2017 Macmillan Publishers Limited. (e) STM image of the 
polymer network composed of cyclohexa-m-phenylene 
backbone[14]. Reprinted with permission from ref.[14]. 
Copyright The Royal Society of Chemistry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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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에서는 산화 그래핀이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배열

되는 양상을 보인다[21]. 또한, 산화 그래핀 용액과 지

지체 간의 화학적 반응에 의하여, 제조된 분리막의 기

계적 강도와 용액에서의 안정성 등이 영향을 받는다 

(Fig. 3)[22].

산화 그래핀 용액은 다양한 코팅 방식을 통해 고분자 

지지체 위에 나노 미터 수준의 두께로 적층 가능하다. 

이러한 박막 복합막 형태에서의 초박막 산화 그래핀 활

성층은 기체 분리에 있어 매유 유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진이 보고한 바에 의하면 저농도의 산화 

그래핀 용액을 고분자 지지체 위에 스핀 코팅하여 제조

한 산화 그래핀 박막 복합막의 경우, 스핀 코팅 방식에 

따라 분리막의 투과도 및 선택도가 크게 달라지는 현상

을 보인다[23]. 이와는 반대 개념으로, 고농도의 산화 

그래핀 용액이 외부 전단력에 의해 한 방향으로 배열될 

경우, 이온 분리가 가능한 나노 여과 분리막으로서의 

성능을 보이기도 한다[24].

산화 그래핀 기반의 고분자 나노복합막은 산화 그래

핀을 기체 분리용 분리막 소재로 활용하기 위해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이다. 산화 그래핀은 기체 

투과도가 높은 고분자 매트릭스 내에 선택성을 부여하

는 충진제로서 도입된다. 고분자 복합소재로서 활용되

기 위해 충진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특성은 용액 상태에

서의 가공성과 고분자 매트릭스와의 혼화성이며, 산화 

그래핀은 이러한 요구를 잘 충족시킬 수 있는 나노 소

재이다.

4. 산화 그래핀 박막 복합막

기체 분리용 산화 그래핀 박막 복합막은 산화 그래핀

을 다층으로 적층함으로서 제조 가능하다. 산화 그래핀 

기반 박막 복합막의 개념은 산화 그래핀 사이의 층간 

거리를 기체 투과가 가능한 확산 유로로서 사용하는 것

이다. 결함이 없는 육각 구조의 단일층 그래핀은 어떠

한 기체 분자도 투과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그래핀 시트 사이의 층간 거리(3.3 Å) 또한 기체 분자

가 투과할 수 없는 수준이다. 산화 그래핀의 경우 고유

의 결함으로 인하여 단일층으로서는 기체 분리용 분리

막 소재로서 활용하기 어렵다. 하지만 산화 그래핀 시

트 사이의 층간 거리는 7.3 Å이고, 이 또한 산화 그래

핀 시트 사이에 분자체를 도입하거나 다양한 기능기를 

도입함으로서 조절 가능하다. 따라서 산화 그래핀 시트

의 개질 및 적층을 통해 기체 분리를 위한 분리막을 제

조할 수 있다.

산화 그래핀 분리막은 수분의 영향에 따라 기체 투과

도가 크게 달라지는 경향을 보인다. Nair가 보고한 연

구 결과에 따르면[25], 건조된 산화 그래핀 분리막(두

께~0.5 µm)은 기존의 기체 차단성 고분자보다 더 높은 

수준의 기체 차단성을 보인다(Fig. 4.(a)). 그러나 건조

된 산화 그래핀 분리막을 수분이 함유된 기체에 노출시

Fig. 2. Schematic illustration of crumpled graphene oxide (GO) sheets[20]. Reprinted with permission from ref.[20]. Copyright 
2011 American Chemical Society.

(a)
 

(b)

Fig. 3. Vacuum filtrated GO membranes prepared on (a) 
anodized alumina oxide (AAO) disc and (b) Teflon 
substrate. Insets are cross-sectional SEM images[22]. 
Reprinted with permission from ref.[22]. Copyright 2014 
Macmillan Publishers 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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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면, 높은 수준의 기체 투과도를 보인다(Fig. 4.(b)). 산

화 그래핀을 통한 수증기 투과는 열린 구멍을 통한 수

증기 투과와 유사할 정도로 높은 수준이며(Fig. 4.(c)), 

이러한 특성은 산화 그래핀 내의 산소 기능기들로 인한 

산화 그래핀 고유의 친수성에 기인한다.

Li는 양극 산화 알루미늄 디스크 위에 매우 얇은(1.8, 

9, 18 nm) 산화 그래핀 분리막을 제조하여 기체 투과 

거동을 조사하였다[26]. 실험 결과 분리막의 두께가 얇

을수록 더 높은 기체 투과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

으며, 이는 기체 투과를 위한 확산 유로의 길이에 따른 

결과이다(Fig. 5). 높은 수준의 수소/이산화탄소, 수소/

질소 분리 성능은 지지체에 의한 이온 가교 현상에 의

하여 영향을 받는다[22].

본 연구진은 지지체 없는 두꺼운 산화 그래핀 분리막

과 산화 그래핀 박막 복합막을 제조하여 기체 투과 거

동을 보고한 바 있다[23]. Nair의 실험 결과와는 달리 

작은 기체 분자(수소, 헬륨, 질소, 산소, 메탄, 이산화탄

소)는 비록 낮은 수준이지만 지지체 없는 산화 그래핀 

분리막을 투과할 수 있으며, 기체 분자의 운동 지름이 

작을수록 높은 기체 투과도를 보인다.

산화 그래핀 시트의 크기 역시 산화 그래핀 분리막의 

기체 투과 거동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중의 하나이다

[23]. 산화 그래핀 시트의 크기는 산화 그래핀 용액에 

대한 초음파 분산의 시간에 따라 조절 가능하다. 산화 

그래핀의 크기가 클수록 적층된 산화 그래핀 분리막 내

에서 기체 분자가 거동할 수 있는 유로의 길이가 증가

하기 때문에 더 낮은 기체 투과도를 보인다(Fig. 6).

(a)

  

(b)

  

(c)

Fig. 4. (a) He-leak measurement for dried freestanding GO film (reference : PET film)[25]. Reprinted with permission from 
ref.[25]. Copyright 2017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b) He-leak rate as a function of time 
through GO film in dry state and highly humidified state[25]. Reprinted with permission from ref.[25]. Copyright 2017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c) Weight loss of vapors through sealed GO film[25]. Reprinted with 
permission from ref.[25]. Copyright 2017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Fig. 5. Gas permeabilities and selectivities in mixed gas 
conditions (v/v 50 : 50) through GO membranes with dif-
ferent membrane thickness[26]. Reprinted with permission 
from ref.[26]. Copyright 2017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Current Status and Perspectives of Graphene-based Membranes for Gas Separation

Membr. J. Vol. 27, No. 3, 2017

221

더 나아가, 고분자 지지체 위에 산화 그래핀 분리막

을 스핀 코팅하는 방식을 조절함에 따라 전혀 다른 기

체 투과 거동을 보이기도 한다[23]. 산화 그래핀 용액 

위에 고분자 지지체를 띄워 적신 후 스핀 코팅하는 방

식(방법 1)을 통해 산화 그래핀 시트 간에 덜 맞물린 

구조를 형성하였으며, 고분자 지지체 위에 직접 산화 

그래핀 용액을 떨어뜨림으로서(방법 2) 산화 그래핀 시

트 간에 더 맞물린 구조를 형성하였다(Fig. 7). 서로 다

른 방식으로 제조된 산화 그래핀 분리막은 확연히 다른 

기체 투과 거동을 보인다. 방법 1에 의하여 제조된 산

화 그래핀 분리막을 통한 기체 거동은 Knudesn 확산을 

따르며 이산화탄소 투과도가 매우 낮은 특성을 보이는 

반면, 방법 2에 의하여 제조된 산화 그래핀 분리막을 

통한 기체 거동은 분자체 기작을 따르며 매우 높은 이

산화탄소 투과도를 보인다(Fig. 8).

산화 그래핀 분리막 제조 과정에서 산화 그래핀 시트

가 다층으로 적층되면 산화 그래핀 시트 사이에 물 분

자가 갇히는 현상이 발생하며, 이산화탄소 기체 분자의 

Fig. 6. Gas permeabilities of thick GO films with different 
GO sheet sizes[23]. Reprinted with permission from ref. 
[23]. Copyright 2017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
vancement of Science.

Fig. 7. Schematic illustration of different GO spin-coating 
methods[23]. Reprinted with permission from ref.[23]. 
Copyright 2017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a)

(b)

Fig. 8. Gas permeance of GO-TFC membranes under dried 
and humidified feed gas conditions prepared by (a) 
Method 1 and (b) Method 2[23]. Reprinted with permis-
sion from ref.[23]. Copyright 2017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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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 대한 높은 용해도로 인하여 산화 그래핀 분리막은 

높은 이산화탄소 투과도를 보인다. 일반적으로 주입 기

체 혹은 분리막 내에 존재하는 물 분자는 기공이나 분

리막 표면에서 응축됨으로서 분리막 성능을 저하시키

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산화 그래핀 분리막의 경우 

오히려 더 높은 이산화탄소 투과도를 보이 등 분리막 

성능을 향상시키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Fig. 8). 이러

한 산화 그래핀 분리막의 특성은 배가스 내에 다량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는 연소 후 이산화탄소 포집 공정에 

유리하다[27].

산화 그래핀 분리막을 열처리 할 경우(< 200°C), 산

화 그래핀이 환원되며 산소 기능기들이 기체 상태로 제

거되고 산화 그래핀 시트 사이에 잔류된 물 분자들이 

증발하면서 구조적 뒤틀림이 발생하며 환원된 산화 그

래핀 시트 사이의 층간 거리가 줄어든다. 따라서 환원

된 산화 그래핀 분리막은 높은 수소/이산화탄소 선택도

를 보인다(Fig. 9)[23].

이러한 산화 그래핀 박막 복합막의 성능을 향상시키

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전략들이 제시되고 있다. 앞서 언

급하였듯이, 산화 그래핀 시트의 크기를 감소시켜 분리

막 내에서의 기체 투과 유로의 길이를 축소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다. 또한 산화 그래핀의 표면에 더 많은 

기공을 생성하여 높은 수준의 다공성 구조를 구현하는 

방식도 존재한다. 

Fan은 이산화망간을 산화 그래핀 용액에 첨가하고 

마이크로파를 이용하여 가열함으로서 다공성 그래핀 

나노시트를 생성하였다[28]. Koinuma는 산소 조건 하

에서의 광반응을 통하여 자외선 조사를 이용한 나노 기

공 생성을 산화 그래핀 위에 구현하였다(Fig. 10)[29]. 

자외선 조사 후, 산화 그래핀의 산소 함유량은 34%에

서 24%로 감소하였고, 이는 산화 그래핀의 환원과 동

시에 나노 기공들이 생성되었음을 의미한다.

산화 그래핀 표면에 나노 기공을 형성하기 위하여 현

재까지 제시된 방법들은 필연적으로 산화 그래핀의 환

원 반응을 동반한다. 이는 나노 기공 형성이 산화 그래

핀의 환원 과정에서 산소 기능기의 탈착이 일어나며 기

존의 탄소-탄소 구조를 파괴하면서 진행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산화 그래핀의 환원은 산화 그래핀의 

층간 거리를 좁혀 기체 분자의 투과를 위해 극복해야 

하는 에너지 장벽을 증가시키는 영향을 초래한다. 따라

서 나노 기공을 형성하면서도 산화 그래핀의 환원을 방

지하고 기존 산화 그래핀의 구조를 변형시키지 않는 연

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Fig. 9. H2 and CO2 permeabilities of thermal-treated GO 
membranes for different temperatures[23]. Reprinted with 
permission from ref.[23]. Copyright 2017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Fig. 10. AFM image of porous GO sheets after the photo-
reaction in O2 for 1 hr[29]. Reprinted with permission from 
ref.[29]. Copyright 2012 American Chem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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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화 그래핀 기반 고분자 나노복합막

널리 알려져 있듯이, 고분자 분리막의 투과도와 선택

도 사이에는 ‘upper bound’라 불리는 trade-off 관계가 

존재한다[30,31]. 따라서 이러한 고분자 분리막의 성능 

한계를 돌파하기 위하여 선택적 흡착성, 분자체 구조, 

높은 기계적 강도, 우수한 열적 안정성, 뛰어난 내화학

성 등의 우수한 성질을 가지는 많은 나노 물질들이 고

분자 매트릭스 내에 도입되어 고분자 나노복합막의 형

태로 개발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많은 고분자 나노복합막 연구는 

치밀하고 두꺼운 형태의 전형적인 분리막 구조에 치중

되어 왔다. 일반적인 박막 복합막의 경우 선택층의 두

께가 0.1 µm 정도로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충진제 

(클레이, 제올라이트, 활성탄[32], 미네랄, 탄소나노튜

브, 금속 산화물[33], 금속-유기 구조체[34] 등)의 크기

가 수 마이크로미터 이상임을 고려할 때, 기존의 물질

들을 나노 복합막에 바로 도입하는 것은 여러 문제를 

초래할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산화 그래핀

과 같이 원자 수준의 얇은 두께를 갖는 2차원 소재가 

고분자 나노복합막의 충진제로서 각광받고 있다.

Karunakaran은 이산화탄소 분리를 위한 poly(ethyl-

ene oxide)(PEO)-poly(butylene terephthalate)(PBT) 공

중합체/산화 그래핀 나노복합막을 제조하여 기체 투과 

거동을 평가하였다(Fig. 11)[35]. 산화 그래핀은 저농도

부터 고농도까지(0.025-0.5 wt%) 다양한 농도로 첨가되

어, 산화 그래핀이 고분자 나노복합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첨가된 산화 그래핀의 높은 종횡비로 인하

여, 고분자 나노복합막의 기체 투과도는 산화 그래핀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저

농도의(0.025-0.065 wt%) 산화 그래핀이 고분자 매트릭

스 내에 잘 분산된 경우, 기체 투과도의 감소는 적은 

반면, 산화 그래핀의 높은 이산화탄소 흡착성으로 인하

여 이산화탄소 투과가 촉진되어 다른 기체에 대한 이산

화탄소의 선택도가 증가한다. 산화 그래핀의 농도가 높

은 경우, 고분자 매트릭스 내에서의 산화 그래핀의 응

집이 가속화되고 기체 투과 유로가 확장됨에 따라 기체 

투과도가 감소한다. 

6. 결  론

그래핀은 고유의 뛰어난 물성으로 인하여 혁신적인 

소재로서 각광받고 있으며, 특히 원자 수준의 얇은 두

께와 개질 가능성으로 인하여 차세대 분리막 소재로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결함이 없는 단일층 그래핀은 

기체 차단성이 높기 때문에, 분리막으로 활용하기 위하

여 적절하고 균일한 크기의 나노 기공을 그래핀 표면에 

고밀도로 형성하는 기술이 필수적이다. 다공성 그래핀

을 제조하기 위한 하향식 방법으로 각종 빔을 조사하거

나 화학적 에칭, 블록 공중합체 리소그래피 등의 방법

을 통하여 나노 기공을 형성하는 방법 등이 있으며, 상

향식 방법으로서 그래핀 구조의 유기 합성 등이 제시되

고 있다.

(a)

(b)

Fig. 11. (a) Gas permeabilities and (b) selectivities of 
PEO-PBT/GO nanocomposite membranes as a function of 
GO concentration[35]. Reprinted with permission from ref. 
[35]. Copyright The Royal Society of Chemistry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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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 그래핀은 합성 과정이 단순하고 비용이 저렴하

며, 대량 합성이 가능하고 기존 용매에 대한 높은 분산

성과 용매 가공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산화 그래핀

을 분리막 소재로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

행되어 왔다.

산화 그래핀 박막 복합막의 경우 산화 그래핀 시트의 

크기와 주입 기체의 습도 조건에 의하여 기체 투과 유

량 및 선택도가 많은 영향을 받는다. 또한, 산화 그래핀 

고유의 친수성과 높은 이산화탄소 흡착성은 산화 그래

핀 복합막의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친다. 산화 그래핀 시

트의 크기는 분리막 내에서 기체 투과 경로의 굴곡률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투과 유량에 영향을 준다. 또한, 스

핀 코팅 방식을 달리함에 따라 분리막의 기체 선택도 

조절이 가능하다.

산화 그래핀 기반 고분자 나노복합막의 경우 고분자 

매트릭스 내의 산화 그래핀 농도와, 고분자 매트릭스와 

산화 그래핀 간의 혼화성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고

분자 매트릭스 내의 산화 그래핀이 저농도에서 분산이 

잘 된 경우 고분자/산화 그래핀 나노복합막은 우수한 

분리막 성능을 보인다.

향후 그래핀 및 산화 그래핀이 분리막 소재로 적극 

활용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이 제시되었다. 그래핀의 

기체 차단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그래핀 표면 위에 더 

작은 크기의 기공을 균일하게, 또한 높은 밀집도로 생

성하고, 이를 대면적화할 수 있어야 한다. 산화 그래핀

의 경우 다공성 구조를 형성하기 위한 나노 기공을 생

성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환원 반응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고분자 매트릭스 내에 분산될 경우 고분자 매트

릭스와의 혼화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개질이 수반되

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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