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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wettability is one of the most fundamental properties of a material surface. Especially, graphene, two-

dimensional (2D) surface material in which all the carbon atoms are exposed to the environment, is the 

best choice of template to study about the surface wettability. However, most studies have focused on the 

mechanical and electrical properties of graphene, not the surface wettability. This review article covers the 

wettability of graphene and provides recent research regarding the engineering of the surface wettability. This 

paper would be helpful for researchers working in this field and provides perspective for future carbon-liquid 

interacting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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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표면(surface)이란 원자 한 층 또는 수 나노미터 깊이

의 원자 및 분자로 구성된 재료의 최외곽 층으로서, 외

부 물질과 접촉하여 상호작용하는 가장 첫 번째 장소이

다. 화학적 결합 및 반응, 표면 마찰력, 빛의 회절 및 반

사, 물질 간의 응집력 등 다양한 물리/화학적 반응 현상

이 재료의 표면으로부터 시작되고, 열거한 반응들은 표

면의 특성에 매우 큰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이유로 인

해 재료의 표면을 이해하고 제어하기 위한 표면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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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face engineering)이 발전하였고, 빛의 난반사를 

이용한 오색찬란한 장신구나 실내장식 용품, 선박의 내

산화막 및 자동차 유리의 발수/방수 코팅과 같은 거시

적 규모의 표면처리부터 나노 입자의 표면 조절을 통해 

입자의 물성이나 화학적 반응성을 제어하는 나노 크기

의 표면처리까지 광범위한 표면 관련 응용 연구가 활발

히 진행되었다. 앞서 열거한 예들은 극히 일부분일 정도

로 표면처리 응용 분야는 매우 다양하고 많은 연구가 진

행됐으며, 이를 통해 표면이 재료의 연구개발 및 산업적 

응용에 얼마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다.

재료의 표면과 접촉하는 다양한 외부 물질 중, 물은 

대기 중에 필히 존재하고 생체를 구성하는 주성분임과 

동시에 대부분의 화학작용에 관여하는 등 재료의 표면 

연구에 가장 핵심적인 물질 중 하나이다. 이러한 이유

로, 재료의 여러 표면 특성 중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

는 것은 습윤성(wettability)이다. 이는 재료의 표면이 

액체와 접촉을 유지하려는 정도, 즉 젖음의 정도를 의미

하며, 재료의 표면과 액체가 접촉했을 때 발생하는 분자

간 상호작용에 의해 그 정도가 정해지고, 물과 고체 표

면 간의 접촉각(contact angle, θc)으로 그 정도를 측정

하고 구분할 수 있다(Fig. 1). 물 분자 간의 응집 에너

지(binding energy)가 재료 표면에 대한 흡착 에너지

(absorption energy)보다 약하면 물 분자는 재료 표면

에 퍼지려는 경향을 보이고 접촉각이 90°보다 낮은 상태

가 되는데, 이를 친수성(hydrophilicity)이라 한다. 반

면, 물 분자 간의 응집에너지가 표면에 대한 흡수에너

지보다 강하면 물은 표면에 퍼지지 않고 구형에 가까운 

형태로 응집되어 접촉각이 90°보다 높아지는 상태가 되

는데, 이를 소수성(hydrophobicity)이라고 한다. 이러

한 습윤성의 정도는 표면의 형태(surface topography)

와 화학적 개질(chemical modification)에 주로 의존하

는데1), 이를 제어함으로써 재료의 표면과 물이 반응하

는 정도를 이용한 다양한 응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Fig. 2(a)와 같이 딱정벌레가 껍질로 안개를 모아 물방

울을 만드는데서 착안한 안개 수확(fog harvesting)2-5), 

Fig. 2(b)와 같이 물이 스며들지 않는 연잎을 모방한 

초소수성(super-hydrophobicity) 표면의 자가 세정

(self-cleaning)6,7) 등, 주로 자연에서 영감을 얻어 시작

된 사례들로부터 시작하여 새로운 구조의 다기능 표면 

소재 및 소자로의 개발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재료의 표면에 관한 연구는 삼차원 벌크 재료(3D 

bulk materials)를 이용한 연구가 주로 진행되었으나, 

그래핀의 발견 이후 최근에는 모든 원자가 외부 환경에 

노출된 이차원 재료(2D materials)를 이용한 연구로 이

어지는 추세이다. 이차원 재료는 표면으로만 이루어진 

구조로 존재하는데, 이러한 점은 표면 연구에 필요한 재

료의 표면만을 집중적으로 다룰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

미가 있다. 또한, 벌크 재료와는 다르게 표면의 특성 제

어를 통하여 재료의 전기/광학적 특성도 동시에 제어할 

수 있는 장점도 있어, 이차원 재료를 이용한 표면 연구

는 표면 공학 분야에서 매우 흥미로운 연구 주제가 되었

다8). 그 중심엔 탄소 원자 한 층으로 이루어진 그래핀이 

핵심적인 재료로 사용되고 있는데, 고품질의 대면적 합

성 기술 및 전사 방법 개발, 쉽게 구겨지거나 늘어나는 

구조 변형의 용이함, 그리고 화학적 기능화(chemical 

functionalization)를 통한 표면 제어에 대한 기술 개발

에 힘입어 그래핀 자체의 표면 연구 뿐만 아니라 그래핀

으로 코팅된 재료의 표면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더욱이 그래핀 기반의 담수화 필터9), 이차전지 분리막
10), 슈퍼캐패시터 전극10) 등 대부분의 탄소 기반 전자 소

자는 물과의 접촉이 불가피하므로, 모든 액체-고체 상

호작용(liquid-solid interaction) 중 액체-탄소 상호작

용(liquid-carbon interaction)은 매우 흥미로운 주제 

중 하나임이 틀림없다1). 그만큼 물의 접촉과 관련된 그
Fig. 1.   고체와 액체 표면이 이루는 접촉각(contact angle, θc)을 묘

사한 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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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핀의 습윤성 연구는 매우 핵심적인 연구 주제라고 볼 

수 있다1,11-14). 이러한 그래핀 습윤성 연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는 그래핀의 기계적 

특성이나 전기적 특성에 집중되었고, 물과의 접촉을 통

한 표면 습윤성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인식되었다.

본 리뷰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발표된 그래핀의 습윤

성 및 제어와 관련된 핵심 연구 결과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그래핀의 구조 변형 및 표면의 화학적 기능화를 활

용한 습윤성 제어 기술에 대해 소개한다. 본 논문은 그

래핀의 습윤성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는 연구자나 비전

문가들이 참고할 수 있는 수준의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는 독자들은 본 논문에 언급된 

참고문헌 및 그래핀의 습윤성과 관련된 다른 리뷰 논문

들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2. 그래핀의 습윤성(wettability of graphene)

표면 결함이 없는 이상적인 그래핀은 평평한 구조와 

쌍극자(dipole)가 없는 전기적 특성으로 인해 소수성

을 갖는다고 알려져 왔고, 그래핀의 습윤성에 대한 많

은 연구 결과들은 그래핀이 소수성이라고 주장하고 있

다1,11-14). 그러나 그래핀이 소수성을 보이는 이유는 기

판의 습윤성을 그대로 따르는 습윤 투명성(wetting 

transparency)15)에 의해 소수성 기판의 표면 특성

이 투영된 결과 때문이거나 대기 중에 존재하는 하이

드로카본(hydrocarbon)과 같은 공중 오염물(airbone 

contaminants)이 그래핀에 흡착된 환경적인 요인 때문

이고1,16), 실제 그래핀의 고유 습윤성은 친수성이라고 보

고하는 연구 결과들도 있다1,12-14). 다양한 외부환경 요인

에 쉽게 영향을 받는 그래핀의 특성으로 인해 실험적으

로 그래핀의 고유 습윤성을 증명하기란 상당히 도전적

인 일이고, 이런 이유로 인해 그래핀의 고유 습윤성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Highly oriented pyrolytic graphite (HOPG)와 같

은 natural graphite의 습윤성에 대한 초기 연구11) 시절

부터 지금까지, 그래핀의 고유 습윤성이 소수성인지 친

수성인지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1,12-14). 이러

한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선 기판의 영향이 없는 이상적

인 그래핀을 가정한 이론 계산의 도움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free-standing 그래핀 상황을 연출한 시뮬레이션 

연구가 진행되었다1,12-14). 그러나 free-standing 그래핀

을 가정한 계산 역시 매우 도전적이고, 그래핀-물 상호

작용 모델(graphene-water interaction model)을 어

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계산 결과가 상이한 값을 보

이는 등 시뮬레이션을 통한 그래핀의 고유 습윤성 확인 

연구도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17-

20). 그러나 그래핀의 습윤성에 대해 명확히 정의하려 노

력하는 것 보단, 그래핀의 습윤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이용하여 그래핀 습윤성

Fig. 2.   (a) 물방울의 유착(coalescence) 및 성장을 보여주는 광학 

이미지2). (b) 브로컬리 잎 위의 물방울의 형상6). (c) 손상된 

브로컬리 잎 위 물방울의 시간에 따른 접촉각 변화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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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어에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훨씬 유익할 

것이다. 본 리뷰 논문에서도 그래핀의 고유 습윤성과 관

련한 수 많은 연구 결과들에 대한 소개는 간략히 하기로 

하고, 그래핀의 습윤성을 제어할 수 있는 연구 결과들의 

소개에 집중하기로 한다. 그래핀의 고유 습윤성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고자 한다면 본 논문의 참고 문헌들을 

읽어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3. 그래핀 습윤성 제어 기술

소수성의 그래핀은 물의 접촉을 줄여 그래핀 기반 전

자 소자의 공정 과정이나 작동 중에 발생하는 오염을 

줄일 수 있고, 친수성의 그래핀은 바이오재료(bioma 

terials)나 microfluidic system과 같은 연구에 응용할 

수 있는 등, 그래핀 습윤성의 제어는 그래핀을 광범위한 

응용 연구에 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1). 그만큼 그래핀의 

습윤성을 제어하는 기술에 대한 이해와 후속 연구가 중

요하며, 이를 위해 습윤성 제어 기술에 대한 핵심 연구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지금까지 다양한 그래핀 습

윤성 제어 기술이 보고되었으나1,12-14), 본 리뷰 논문에서

는 표면 구조(surface topography)의 변형을 이용한 방

법과 화학적 기능화(chemical functionalization)를 통

한 습윤성 제어 방법에 대해서만 집중하겠다.

3.1 표면 구조(surface topography)를 활용한 제어

탄소 원자 간의 강한 공유결합과 원자 한 층의 얇은 

두께로 인해 그래핀을 늘리거나 휘어지게 변형시킬 수 

있고, 이러한 우수한 기계적 특성으로 인해 그래핀은 

유연소자(flexible devices)의 핵심 재료로 주목받았다
21). 그러나 그래핀의 변형 공학(strain engineering)은 

그래핀 기반 전자소자 연구에만 국한되어 활용되는 것

이 아닌, 그래핀의 습윤성 제어 연구에도 활용할 수 있

다. Tsinghua University 연구진은 그래핀에 가해진 

strain에 따른 습윤성의 변화를 molecular dynamic 

(MD) 시뮬레이션으로 예측하였다22). 연구 결과에 따르

면, 그래핀(strain이 0%일때 91.2°의 접촉각을 갖는 상

태로 설정)에 가해진 biaxial strain이 -10%에서 10%

로 변화함에 따라 그래핀의 contact angle은 72.5°에서 

106°으로 선형 증가하였다(Fig. 3(a)). 이러한 strain과 

접촉각 간의 선형 관계는 그래핀 표면 위에 접촉한 물 

분자의 흡착 에너지(adsorption energy, Eads)와 cosθ∞ 

(cosine of the macroscopic contact angle) 선형 관계

가 주된 이유이다(Fig. 3(b)). 즉, 그래핀 내 탄소 원자 

간의 거리를 변화시켜 습윤성을 가역적으로 제어할 수 

있음이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예측된 것이다. 그러나 그

래핀을 활용하는 대부분의 응용 소자는 그래핀을 지지

할 기판이 필요하여 그래핀에만 strain을 가하는 것은 

Fig. 3.   (a) 그래핀에 가해진 biaxial strain에 대한 cosθ의 선형 관계 계산 결과22). (b) Strain이 가해진 그래핀, 친수성 표면, 소수성 표면 위 

물 분자의 흡착 에너지(adsorption energy)에 대한 cosθ∞의 선형 관계 계산 결과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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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불가능하고, 더욱이 음의 방향으로 strain을 가

하는 것은 매우 도전적이다. 물론 수축/팽창이 가역적이

고 그래핀과 접착력이 좋은 기판을 이용하면 가능할 수

도 있겠으나, 이러한 하부 기판을 선정하기 위해선 더 

많은 실험적 검증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소개할 내용은 그래핀의 surface topography

를 활용한 습윤성 제어 관련 연구들이다. 이들을 소개하

기에 앞서, 고체의 표면과 물의 젖음 현상을 설명하는 

classical model들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평평한 고

체 표면에 물이 닿은 경우, 습윤성은 고체의 표면 자유 

에너지(surface free energy)에 의해 결정되고, 이러한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Young’s equation (γSA = γSL +γLA 

·cosθ)이 사용된다23,24). Fig. 4(a)에 있는 γSA, γLA, γSL, 

θ는 각각 고체의 표면 자유 에너지, 액체의 표면 자유 에

너지, 고체-액체 계면의 자유 에너지, 접촉각을 의미하

고, 고체의 표면 자유 에너지가 낮아짐에 따라 접촉각

이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실제 고체의 표면은 이상적

으로 평평하지 않고, surface topography가 습윤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Young’s equation만으로 습윤성

을 설명하는 것은 역부족이다. 따라서 추가적인 두 모델,  

Wenzel model과 Cassie-Baxter model을 사용하여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Fig. 4(b)와 4(c)). Wenzel’s  

model은 물이 울퉁불퉁한 고체 표면의 홈을 완전히 채

운 상황을 가정한다25). 반면에 Cassie’s model은 물

이 공기 포켓(air pocket)이 있는 표면 위에 놓여진 상

황을 가정한다26). 이 두 모델을 종합해보면, Young’s 

model에서 다루는 고체의 표면 자유 에너지 외에도 접

촉각에 영향을 추가적인 요인은 표면 거칠기(surface 

roughness)와 고체 표면에 갇힌 공기 포켓(air pocket)

이라는 점이고, 높은 접촉각을 얻기 위해선 표면 거칠기

가 심하거나 더욱 많은 공기 포켓이 있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surface topography를 이

용한 연구들을 소개한다. Tsinghua University 연구

진은 패터닝한 Si 기판에 microwave plasma CVD 

(MPCVD) 방법으로 그래핀을 성장시켜 초소수성

(superhydrophobicity)의 표면 제작 방법을 보고하

였다27). Fig. 5(a)와 (b)에서 볼 수 있듯이 Si (111) 기

판에 미세 필러(micropillar array) 구조를 패터닝한 

뒤 microwave plasma chemical vapor deposition 

(MPCVD) 방법으로 수직 정렬된 그래핀을 성장시켰고, 

152°의 접촉각을 갖는 초소수성 표면을 제작하는데 성공

하였다 (Fig. 5(c)와 (d)). 수직 정렬된 그래핀의 구조 그 

자체로도 소수성에 영향을 주지만, Fig. 5(d)에서 볼 수 

있듯이 패터닝된 기판과 물 사이에 존재하는 공기 포켓

으로 인해 초소수성에 가까운 습윤성으로의 제어가 가

능하였으며, 본 연구의 표면 습윤성은 Cassie’s model

을 바탕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Surface topography를 이용한 또 다른 예로, 미국 

Rensselaer Polytechnic Institute 연구진은 삼차원 그

래핀 폼(3D graphene foam network)를 이용한 초소

수성 결과를 보고하였다28). 폼(foam) 구조의 Ni 템플레

이트에 template-directed CVD 방식으로 그래핀을 합

성한 뒤 Ni을 엣칭시켜 수백 마이크로미터 사이즈의 기

공(pore)을 갖는 그래핀 폼을 제작하였고(Fig. 6(a)),이

렇게 제작한 그래핀에 테플론(Teflon)을 코팅하여 표면 

Fig. 4. (a) Young’s model, (b) Wenzel’s model, 그리고 (c) Cassie-Baxter’s model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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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윤성을 확인하기 위한 샘플을 준비하였다. 그 결과, 

Fig. 6(b)에서 볼 수 있듯이 약 163°의 접촉각을 보이는 

초소수성이 확인되었다. 게다가 그래핀 폼의 구조로부

터 기인하는 우수한 탄성력과 높은 기계적 강도로 인해 

물이 표면에서 튕기는 리바운딩(rebounding) 현상도 관

찰되었다(Fig. 6(c)). 즉, 폼 형태의 그래핀 구조에 의한 

초소수성과 강한 기계적 강도를 동시에 검증한 사례라

고 볼 수 있다.

앞서 소개한 연구 결과들은 template를 활용하여 그

래핀을 합성하고 그 결과로 얻어진 그래핀의 surface 

topography를 이용한 습윤성 확인 실험들인데, surface 

topography의 제어를 통한 습윤성의 변화를 관찰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Duke University 연구

진은 신축성있는 기판 위에 전사한 그래핀의 surface 

topography를 변형시켜 습윤성을 제어하는 연구 결과

를 보고하였다29). Fig. 7(a)와 (b)에서 볼 수 있듯이, 전 

방향으로 늘린 신축성 VHB 필름 위에 그래핀을 전사

한 뒤 수축시키면 그래핀이 구겨지는데(crumpling), 이

러한 구겨짐의 정도를 조절하면 앞서 언급한 Wenzel’s  

model과 Cassie’s model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표

면 구조의 제어가 가능하고, 이로 인해 습윤성의 제

어가 가능하게 된다. Fig. 7(c)와 (d)에서 볼 수 있듯

이, crumpled graphene은 소수성의 표면 특성을 보

이고, 약 50% 이상의 compressive strain에서는 촘

촘한 홈의 형상으로 인해 공기 포켓이 갇힌 표면을 묘

사하는 Cassie’s model을 따르고, 50% 이하에서는 공

기 포켓이 없는 Wenzel’s model을 따르는 것이 확인

되었다. 이처럼 그래핀의 강한 기계적 강도, 유연함 및 

신축성은 벌크 재료로는 불가능한 표면 구조의 가역

적 변형과 습윤성 제어를 가능하게 하고, mechanical 

strain engineering을 이용한 그래핀 습윤성의 가역

적 제어는 lab-on-chip systems, tunable optical 

lenses, microfluidic tools 등 다양한 micro/nano-

electromechanical system과 관련된 응용 연구로 활용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3.2   화학적 기능화(chemical functionalization)를 

활용한 제어

그래핀의 표면 습윤성을 제어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은 표면의 화학적 기능화(chemical functionalization)

이다. 탄소 원자들이 sp2 결합 구조로 연결된 그래핀은 

파이 전자 네트워크(π-electron network)에 의해 표

면이 화학적으로 안정하지만, 플라즈마나 반응성 기체

를 이용한 적절한 표면 처리 기술을 통하여 그래핀과 이

Fig. 5.   (a,b) 실리콘 미세구조 위에 성장시킨 fewlayer graphene의 

SEM 이미지와 (c) 그 위에 물을 올린 사진. (d) 미세 구조 

위의 물방울이 접촉한 형태를 보여주는 광학사진. 공기로 

채워진 공간이 물방울과 고체 표면사이에 보임27).

Fig. 6.   (a) Teflon이 코팅된 그래핀 폼의 SEM 이미지. (b) Teflon이 

코팅된 그래핀 폼 위의 물방울을 촬영하 이미지. 약 163°의 

접촉각을 보이는 소수성 표면 특성이 관찰됨. (c) 물방울이 

튕기는 현상을 촬영한 영상의 스냅샷 이미지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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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원자(foreign atom) 등의 외부 물질이 공유 결합된 

sp3 결합 구조를 만들 수 있다. Fig. 8과 같이, 그래핀의 

표면에 이종 원자가 화학적으로 결합되면 비대칭적인 

전자의 공간 분포에 의해 표면 전하가 유도되고, 극성

(polar)의 물 분자는 화학적으로 기능화된(표면 전하를 

갖는) 그래핀 표면에 전기적으로 인력을 느껴 달라붙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앞서 소개한 surface topography

를 이용한 습윤성 제어가 소수성의 그래핀을 만들기 위

한 방법으로 주로 사용되었다면, 지금 소개하는 화학적 

기능화를 통한 습윤성의 제어는 주로 친수성 그래핀을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된다.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의 연구진은 SiC 

기판 위에 성장시킨 에피택셜 그래핀(epitaxial graphene)

에 저에너지 산소 플라즈마(low-power oxygen plasma) 

처리를 이용하여 소수성의 그래핀을 친수성으로 변형

시킨 결과를 보고하였다30). Fig. 8과 같이, 애피택셜 그

래핀에 산소 플라즈마를 처리하여 접촉각이 92.5°에서 

55.1°로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는 소수성에 가

까운 그래핀이 친수성으로 변형된 것을 의미한다. 또한 

열처리 후 표면에 결합되어 있는 산소를 모두 제거한 그

래핀의 접촉각이 초기 애피택셜 그래핀과 유사한 87.3° 

으로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플라즈마 처리 

과정 중 결함의 발생이 없어서 열처리 후 산소 원자가 

제거된 뒤 원래의 그래핀 상태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한

다. 본 연구에서는 산소 플라즈마 처리에 의한 표면의 

하이드록사이드(hydroxide) 형성이 친수성의 원인이라

고 밝히고 있으며, 이는 비대징 전자 분포를 보이는 외

부 결합 물질로부터 기인한 표면 전하가 극성의 물분자

를 끌어당겨 친수성을 나타낸다는 원리와도 동일함을 

Fig. 7.   (a) Crumpled graphene을 제작하는 방법을 묘사하는 모식도. (b) Crumpled graphene 표면의 SEM 이미지. (c) Crumpled gra-

phene 위 물방울을 촬영한 사진. 152°의 접촉각이 측정되었고, 소수성의 표면이 확인됨. (d) 그래핀에 가해진 biaxial compressive 

strain에 대한 접촉각의 변화 결과29).

Fig. 8.   표면 전하를 갖는 화학적 기능화 그래핀 표면 위 물 분자의 

흡착을 묘사하는 모식도. 수소와 불소가 화학적으로 흡착된 

기능화 그래핀을 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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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다.

영국의 Medical Research Council Laboratory of 

Molecular Biology 소속 연구진은 저에너지의 수소 

플라즈마 조사 기술로 제작한 친수성 수소화 그래핀

(hydrogenated graphene)을 사용하여 단백질 흡착 연

구 결과를 보고하였다31). Fig. 9(a)와 같이, 수소 플라즈

마의 처리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접촉각이 91°에서 66°

으로 감소하였고, 이는 수소 플라즈마 처리를 이용하여 

소수성의 그래핀을 친수성으로 변형시킬 수 있음과 동

시에 처리 시간에 따른 습윤성 제어가 가능함을 보여준

다. 또한, 친수성이 증가함에 따라 단백질이 흡착되는 

정도가 더욱 강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Fig. 9(b)), 이

는 친수성 그래핀의 제작 및 제어가 습윤성 연구뿐만 아

니라 생물 세포와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분야에도 활

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연세대학교 연구진은 저에너지의 수소 플라즈

마 처리를 이용하여 그래핀을초친수성(접촉각이 10° 이

하인 상태)에 가까운 상태로 제어한 뒤 암세포(GFP-

MCF-7)를 흡착시키는 결과를 보고하였고32), 이는 그래

핀의 습윤성 제어를 생물 세포 흡착 연구와 연결시킨 또 

다른 사례로 볼 수 있다. 연구진은 저에너지의 간접식 

수소 플라즈마(indirect or remote hydrogen plasma)

를 이용하여 pore나 void와 같은 구조적 결함 발생없이 

25%의 수소 흡착률을 보이는 C4H 타입의 수소화 그래

핀(hydrogenated graphene)을 제작하였고, 16°의 접촉

각을 보이는 초친수성에 가까운 상태까지 표면의 습윤

성을 제어하는데 성공하였다(Fig. 10(a)). 또한, 친수성

이 증가함에 따라 암세포의 흡착률이 증가하는 결과를 

응용하여 초친수성 수소화 그래핀으로 패터닝한 영역에 

개별 암세포를 격리 배향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Fig. 

10(b)와 (c)). 이 결과는 배양액이나 혈액 내에 존재하는 

적은 양의 암세포를 높은 확률로 검출할 수 있는 바이오 

센서로의 응용을 가능하게 하고, 서로 뭉쳐서 자라려는 

암세포를 격리 배양할 수 있는 기판으로 사용하여 암세

포의 개별 연구 및 세포 간의 상호작용 연구에도 활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앞서 소개한 산소 및 수소를 이용한 그래핀의 화학

적 기능화는 전하를 갖는 표면과 극성인 물분자의 결합

을 이용한 친수성으로의 제어라는 점에서 공통적이었

다. 하지만 불소(F)를 이용한 그래핀의 화학적 기능화의 

경우, 불화 그래핀(fluorinated graphene)이 친수성뿐

만 아니라 소수성을 보인다고 보고하는 연구 결과들이 

다수 있다. 소수성 결과를 보고하는 연구팀들은 저마다 

C-F 결합에 의한 표면 에너지 감소를 그 원인으로 주장

Fig. 9.   (a) 수소 플라즈마 처리 시간에 따른 접촉각의 변화. (b) 수소화 그래핀 표면 위 단백질의 흡착을 보여주는 SEM 이미지. 수소 플라즈마 

처리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단백질의 흡착률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음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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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으나(혹은 그 원인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

지 않는 결과들도 있다), 불소 원자 표면에 유도된 음전

하와 극성 물분자와의 전기적 인력에 대해선 명확한 설

명과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또한, C-H 결

합 역시 표면 에너지를 낮추기 때문에 화학적으로 기능

화된 불화 그래핀 표면의 소수성을 표면 에너지만으로 

해석하기에는 부족한 감이 있다. 실험적 검증이 더욱 필

요하겠으나, 불화 그래핀의 소수성을 설명하기 위해선 

전하를 띠는 원인 물질의 간격이 critical length보다 낮

으면 소수성을 나타낼 수 있다는 계산 결과로33) 해석하

는 것이 보다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Fig. 11(a)). 해당 연

구 결과에 따르면, 전하나 쌍극자(dipole)를 갖는 표면

이 극성의 물에 대해 무조건 친수성을 보이는 것은 아

니며, 표면에 흡착되는 물 분자 간의 간격이 특정 거리

(critical length)보다 짧으면 물 분자 간의 척력으로 인

해 소수성이 된다는 계산 결과를 보고한다33). 불소 원자

의 공유 결합에 의한 그래핀의 탄소 원자 간의 격자 거

리가 수소화 그래핀의 격자 거리보다 짧은 점34,35), 그

리고 불화 그래핀은 C-F 공유 결합뿐만 아니라 semi-

ionic C-F 결합도 표면에 존재하므로(Fig. 11(b))36) 수

소화 그래핀에 비해 표면 전하의 밀도가 높다는 점으로 

인해 critical length보다 짧은 거리에 흡착된 물 분자간

의 척력이 불화 그래핀 표면을 소수성으로 만든다는 것

이 보다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만, 명확한 실험적 근거없

이 이를 단정지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에 대

한 명확한 실험 결과가 곧 보고되길 바라며, 본 논문에

서는 불화 그래핀이 왜 소수성을 나타내는지에 대한 언

급보다는 화학적 기능화를 통한 불화 그래핀의 습윤성 

결과에 대한 소개에만 집중하기로 하겠다.

University of Chemistry and Technology Prague 

Fig. 10.   (a) 수소 플라즈마 처리 시간에 따른 그래핀의 접촉각 변화 

결과. (b) 패터닝된 수소화 그래핀 표면 위 암세포의 흡착

을 묘사하는 모식도. (c) 패터닝한 수소화 그래핀 표면 위

에 개별 흡착된 암세포의 광학 현미경 사진32).

Fig. 11.   (a) 표면 전하의 거리에 따른 물 분자의 흡착 안정성을 묘

사하는 모식도. 표면 전하 사이의 거리가 좁으면 물 분자의 

흡착이 어려워, 표면이 소수성을 보임.33) (b) C-F 결합의 

길이와 XPS로부터 측정되는 C1s 스펙트럼 내 C-F 결합의 

특성 피크(characteristic peaks)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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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은 불화 그래핀이 소수성임을 보고하였고, 불소

의 흡착률 증가에 따라 소수성이 강해져 최대 142.2°의 

접촉각이 관찰됨을 보였다37). 또한 경기대학교 연구진

은 CF4 플라즈마를 이용하여 불화 그래핀의 습윤성을 

보고하였는데38), 약 20초 동안 처리한 초기 불화 그래핀

은 103~105°가량의 접촉각이 관찰되는 소수성을 보였

으나, 플라즈마 처리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접촉각이 낮

아져 친수성으로 변화되는 현상을 보고하였다. 연구진

은 contact angle이 낮아지는 이유를 플라즈마 처리에 

의한 결함 발생이 표면 에너지를 증가시키기 때문이라

고 보고하였고, 이는 불화 그래핀의 친수성이 확인될 경

우 결함 발생으로 인한 가능성을 필히 확인해야 함을 시

사한다.

지금까지 소개한 결과들은 한 종류의 원자를 그래핀

의 표면에 화학적으로 흡착시켜 그 습윤성을 보고한 결

과들이었다. 이와는 다르게, 서로 다른 원자를 동일

한 그래핀 표면에 국부적으로 흡착시켜 각기 다른 화학

적 기능화 표면의 습윤성을 보고한 결과가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연구진에 의해 보고

되었는데39), 그래핀, 수소화 그래핀, 불화 그래핀, 그리

고 수소와 불소가 동시에 존재하는 hydrofluorinated 

graphene의 습윤성을 동시에 비교한 결과이다(Fig 

12(a)와 (b)). 본 연구에서도 불화 그래핀은 소수성의 표

면 특성을 보였고, 수소화 그래핀은 친수성의 표면 특성

을 보였다(Fig 12(c)). 흥미로운 점은 hydrofluorinated 

graphene의 습윤성인데, 수소와 불소가 혼합된 그래핀 

표면은 친수성과 소수성의 중간 상태를 보였고, 이는 이

종 원자들의 혼합을 통해 그래핀의 습윤성을 제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화학적 기능

화의 패터닝 기법을 이용하면 소수성과 친수성 영역이 

혼재된 복합 패터닝이 가능한데, 이렇게 제작한 그래핀

의 표면은 lab-on-chip이나 microfluidic 연구에도 적

용이 가능할 것이다.

4. 맺음말

지금까지 그래핀의 습윤성 및 제어 기술들에 대해 살

펴보았다. 그래핀은 일반적으로 소수성으로 알려져있으

나, 최근 보고된 여러 연구 결과들에 의하면 아직까지는 

그래핀의 습윤성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실정이

다. 그러나 그래핀의 원래 습윤성에 상관없이 표면 제어 

기술을 통하여 원하는 습윤성으로 조절하는 것이 가능

한데, 표면의 구조를 변형시키거나 화학적 상태를 변형

시켜 소수성 및 친수성의 그래핀으로 제어하는 연구 결

과들이 보고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습윤성 제어 기술을 

활용하여 탄소 기반의 전자 소자 및 바이오 소자로의 광

범위한 응용이 가능하다. 본 리뷰 논문이 그래핀 및 이

차원 재료의 표면 연구를 하는 연구자들에게 조금이나

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그래핀의 습윤성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발히 진행되어 여전히 불명확한 현상들이 훗날 

명확히 밝혀지기를 고대한다.

Fig. 12.   (a,b) 그래핀(Gr), 수소화 그래핀(HG), 불화 그래핀(FG), 

hydrofluorinated graphene(HFG)를 동시에 구현한 표면

의 광학 이미지 및 모식도. (c) 그래핀 및 화학적 기능화된 

각 표면의 접촉각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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