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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일 교수 (성균관대학교 신소재공학과), 김도영 교수 (울산과학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서수정 교수 (성균관대학교 신소재공학과)

Special Thema

 

1. 서 론

탄소는 자연에서 4번째로 많이 존재하는 비

금속 원소이며 산소와 함께 생명에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기본적인 원소 중 하나이다. 탄

소는 원자번호 6인 2주기 4족 원소로 작고 가

벼우며 다양한 구조로 결합력이 강하며 전도

성을 띄는 성질이 있다. 이러한 장점을 가진 

탄소는 인류가 나무를 원료로 사용하기 시작

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숯(흑연)을 사용하게 

되어 우리 인류의 생활에 밀접하게 사용되어

져 왔을 것으로 믿어진다. 소재 측면에서 20

세기는 철의 시대였다고 할 수 있고 철을 만

들려면 탄소 재료는 불가결한 존재였으므로 

탄소 재료는 20세기를 밑바탕에서 뒷받침한 

재료였다. 이렇듯 고대로부터 현대까지 탄소 

재료가 그 시대의 필요에 잘 부응하면서 다양

한 분야에서 사용된 이유는, 탄소 재료의 다

양한 성질에다가 변화무쌍한 구조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특히, 20세기 후반 이전에

는 탄소 재료의 기본 구조가 탄소 원자로 구

성된 편평한 6각 망면 구조로 알았으나 탄소

로 구성된 0차원의 구상, 1차원의 나선형, 2

차원 평면 구조의 안정된 존재는 탄소를 연구

하는 사람들에게 강한 충격을 주었다. 1985년

에 스몰리 교수에 의해 발견된 0차원 구조의 

플로렌 (Fullerene, C60) [1], 1991년에 이지

마 교수에 의해 발견된 1차원 구조의 탄소 나

노 튜브 (Carbon Nanotube) [2], 2004년에 

영국 가임 교수에 의해 발견된 2차원 구조의 

그라핀 (Graphene) [3] 등은 0차원, 1차원, 2

차원의 다양한 구조를 가진 탄소 나노 소재 

내에서의 전자상태 및 물리, 화학, 기계, 광학

적인 특성을 연구할 수 있게 되어 과학자들에

게 흥미로운 관심의 대상으로 탄소 나노 소재

에 대한 연구가 뜨거워지게 되었다. 이번 전

기전자재료학회 '그라핀' 특집에서는 2차원 

탄소 동소체인 그라핀 나노 소재에 대한 기본

2차원 탄소 그라핀의 합성 및 응용

그림 1.  (a) 0차원의 플러렌, (b) 1차원의 탄소나노
튜브, (c) 2차원의 그라핀, (d) 3차원의 그
라파이트.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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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내용과 특성, 합성 및 응용 분야에 대

해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2. 그라핀이란?

그라핀은 연필심으로 쓰이는 흑연을 뜻하

는 '그라파이트 (Graphite)'와 화학에서 탄

소 이중결합을 가진 분자를 뜻하는 '∼ene'

을 결합해 만든 용어이다. 흑연은 연필심의 

원료로 탄소 원자를 6각형의 벌집 모양으로 

수없이 쌓아올린 3차원 구조로 이뤄졌다. 이

러한 흑연을 2004년, 영국 맨체스터 대학의 

연구팀이 상온에서 그라핀을 보여주었는데, 

구현 배경은 꽤 흥미롭다. 스카치테이프의 

접착력을 이용해 매우 간단하게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흑연 결정을 넓게 펼친 뒤 스카치

테이프를 붙였다 떼면 얇은 단원자층의 탄

소 필름이 떨어져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그

라핀이다. 그라핀은 여기서 가장 얇게 한 겹

을 떼어낸 것이라고 보면 된다. 이러한 그라

핀을 돌돌 말게 되면 1차원 구조인 탄소 나

노 튜브 형태의 구조로 되며 원형으로 말면 

0차원 구조인 플러렌이 되는 것이다. 그라

핀은 2차원 평면 형태를 갖고 있으며 두께는 

1 nm 이하로 상당히 얇으며 현재 세상에서 

가장 얇은 소재이다. 즉, 탄소 원자 하나의 

지름인 0.3 나노미터 (㎚ = 10억분의 1 m), 

100억분의 3 m 정도이다. 이러한 그라핀은 

탄소 원자들이 2차원 상에서 sp2 결합에 의

한 벌집 모양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구조

적,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할 뿐만 아니라 뛰

어난 열전도도와 전도체로서의 특징을 가지

고 있다. 그라핀의 최외각 전자들 중에서 세 

개는 강한 공유 결합을 이루고 나머지 전자

의 파동함수는 평면에 수직인 형태로 존재하

게 된다. 공유결합에 참여하는 전자들의 상

태를 σ-오비탈이라고 하며, 평면에 수직한 

전자의 상태를 π-오비탈이라고 하는데, 그

라핀에서 페르미준위 근처의 전자의 파동함

수들은 π-오비탈의 선형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라핀의 종류로는 한층 그라핀 (Mono-

Layer Graphene), 두층 그라핀 (Bi-Layer 

Graphene) 및 다층 그라핀 (Multi-Layer 

Graphene 또는 Graphite)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물리적으로 그라핀은 일반 물질과

는 다른 전자가 채워져 있는 밴드 구조를 

가지며 그라핀의 무한한 평면은 원자가띠

와 전도띠가 만나는 밴드갭이 전혀 없는 전

도성을 가지나 페르미 준위에서 전자의 밀

도가 '0'인 반금속 물질의 특성을 가지고 있

그림 2. 그라핀의 σ-오비탈과 π-오비탈.

그림 3.  (a) 그라핀의 탄소원자 배열, (b) 페르미 
에너지 근처에서의 그라핀의 밴드구조.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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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도핑 여하에 따라 쉽게 전하운반

자의 종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양극성 전도

특성 (Ambipolar-Conduction)을 띄게 된

다 [4].

이러한 전자 구조를 가진 그라핀은 여러 

가지 우수한 전기적, 기계적, 광학적, 열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먼저, 전기적 특성으

로 그라핀은 전자가 움직일 때 방해를 주는 

산란의 정도가 매우 작기 때문에 전자가 마

치 질량이 없는 것처럼 움직여 전자의 긴 평

균 자유 행로를 가지며 이는 상온에서 실리

콘의 100배에 달하는 최대 전자 이동도인 

200,000 ㎠/Vs를 가지며 이로 인하여 저항

이 매우 낮은 구리보다 약 35% 이상 저항이 

낮은 값을 지닌다. 이는 기존 반도체보다 전

기의 흐름이 빨라질 수 있어 실리콘 기판을 

대체할 수 있는 신소재로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구리의 100만 배에 달하는 허용 전류

밀도 (108 A/㎠)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광학

적인 특징으로 그라핀 필름이 투명하여 가시

광 영역의 빛이 2.3%만이 흡수가 되어 높은 

투과율을 가진다. 그라핀의 기계적인 특성으

로는 단단한 탄소 이중 결합이 있고 단층에 

결함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강철의 200배 

이상인 130 Gpa로 알려져 있다. 또한, 그라

핀은 원자 진동을 쉽게 전달하므로 실온에서 

약 5,300 W/mk의 열 전도성을 가지고 있으

며 상온에서 탄소 나노 튜브보다 50% 이상 

높고 구리나 알루미늄과 같은 금속보다 10배 

정도의 큰 값을 갖는다. 

이처럼 그라핀 필름 소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우수한 특성 때문에 소재의 특성

에 따라 차세대 반도체, 투명전극, 에너지 저

장, 나노잉크, 배리어, 방열 등 다양한 분야

의 기본 소재로 연구가 가능하다. 그리고 현

재 산업체에서는 실생활의 전자 소자 및 기

기 상품으로 만들기 위한 응용 연구 및 개발

이 많이 이뤄지고 있어 미래에는 그라핀 소

재 기반의 상품들이 출시되어 쓰이게 될 것

으로 기대해 본다 

3. 그라핀 합성

그라핀을 합성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로 Top-down 방식의 

박리법과 Bottom-

up 방식의 탄소 증

착법으로 나눌 수 있

다. 박리법은 물리, 

화학적으로 그라핀

을 떼어내는 방식으

로  기 계 적  박 리 법 

표 1. 그라핀 소재의 특성.

특성 그라핀 비교 물질

두께 0.3 nm 현 물질 중 가장 얇음

표면적 2,630 m2/g CNT : 1,500 m2/g

전기
적

전자 이동도 200,000 ㎠/Vs 실리콘의 100배

전류 밀도 108 A/㎠ 구리의 100만 배

비저항
1×10-6 

Ohm·cm
CNT : 1.6 × 10-6 

Ohm·cm

기계
적

강도 130 Gpa 강철의 200배

신축성 약 10%

열적 열전도도 5,300 W/mK 구리의 13배

광학
적

투과도
2.3% 흡수 

(97.7%투과)
-

그림 4. 그라핀 소재의 다양한 응용 가능 분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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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chanical Exfoliation) [3]과 화학적 박

리법 (Chemical Exfoliation) [5]으로 나

눌 수 있다. 또한, 탄소 증착법은 기판 촉매

를 이용한 그라핀을 직접 합성하는 방식으

로 대표적으로 화학 증기 증착법 (Chemical 

Vapor Deposition) [6]과 에피 택셜 합성

법 (Epitaxial) [7]으로 나눌 수 있다. 그라

핀의 응용 연구를 위해서 많은 종류의 합성

법이 사용되지만 특히, 화학 기상 증착법과 

화학적 박리법을 통해 그라핀에 대한 연구

와 실용화 개발 진행을 많이 하고 있다. 먼

저, 화학 기상 증착법은 대면적 합성이 가

능하므로 그라핀 물성에 따른 전극, 소자 

및 센서 등의 응용 연구와 개발에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화학적 박리법은 산화-환

원 반응을 이용한 산화 공정을 거쳐 화학적 

기능기 (Chemical Functional Groups)들이 

생성되어 그라핀의 화학적 개질이 가능한 

장점이 있고, 합성이 쉬어 대량생산이 가능

하다. 따라서 이러한 장점을 이용하여 고강

도 경량의 복합 소재나 복합 필름을 이용한 

열방출 소재로 유용하게 연구 개발을 할 수 

있다 [8]. 

3.1 박리법

(1) 기계적 박리법
스카치테이프법이라 할 수 있는 이 방법은 

그라핀 연구의 불씨가 된 방법으로 초등학생

도 따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간단한 그라

핀 필름 제작 방법이다. 먼저 흑연 플레이크 

(Graphite Flake), 일반적인 스카치테이프 

그리고 SiO2 웨이퍼를 준비하고 흑연 플레이

크를 스카치테이프에 올린 후 수 차례 접었

다 폈다를 반복을 한다. 이 과정이 끝난 후 

테이프를 SiO2 웨이퍼에 올린 후 플레이크 

자국이 남아 있는 부분을 문질러 준 후 테이

프를 제거하게 되면 (그림 5)과 같이 한 층의 

그라핀부터 다층의 그라핀을 광학 현미경을 

통해 관찰할 수 있다 [3]. 결과적으로 기계적 

박리법은 반데르발스 결합의 약한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흑연 결정에서 그라핀 필름을 

기계적인 힘으로 떼어내는 것이다. 이는 평

면으론 그라핀이 σ궤도 함수에서 강한 공유 

결합이 되어 있지만 수직 방향으로는 그라핀

의 π-궤도함수의 전자가 표면상에 넓게 펴

져 분포하면서 약한 반데르발스 결합에 의해 

흑연 플레이크가 형성이 되어 있으므로 그라

핀 필름이 미끄러지듯이 필름을 떼어낼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초창기에 또

한, 주사 탐침에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흑연 

결정을 붙인 후에 기판 위에서 미끄러뜨리면

서 단층 그라핀을 만들었고 이러한 2차원 단

원자 한층 소재를 통해 이론으로만 예측되어 

왔던 반정수 양자홀 효과를 측정하여 보고하

면서 그라핀은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 시

작했다. 이렇듯 기계적 박리법은 시료준비의 

간단함으로 인해 그라핀 연구를 빠르게 확산

시키는데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지만 그 

크기가 마이크로미터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

에 실제 응용적인 연구 및 개발에서는 어려

움이 있다. 

그림 5.  (a) AFM Tip에 의한 그라핀 박리, (b) 
스카치테이프에 의한 그라핀 박리.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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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학적 박리법
화학적 박리법은 흑연을 산화시킨 후에 초

음파 등을 통해 파쇄하면 수용액 상에 분산

된 산화 그라핀을 만들 수 있으며 이를 하이

드라진 등의 환원제를 이용하여 다시 그라

핀으로 되돌릴 수 있다. 이렇게 분산된 그라

핀 용액은 자기조립 과정을 통해 넓은 면적

의 필름을 코팅 방법으로 형성할 수 있다. 그

러나 산화 그라핀은 환원이 되지 않은 상태

이고 결함이 많이 존재하므로 전기적 성질이 

떨어지므로 반듯이 환원 공정을 거쳐야 한

다. 또한, 환원된 그라핀 필름을 코팅하더라

도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작은 그라핀 조각들 

사이의 층간 저항으로 인해 실용적인 수준의 

면저항 특성을 보여주지 못한다. 한편, 화학

적 박리법에 의해 만들어진 그라핀 분산 용

액은 다른 물질과의 복합체 형성에 매우 용

이하므로 그라핀의 기계적 강도의 특성을 이

용한 복합체 필러의 구조재료로서 사용하여 

고경량 고강도의 복합 소재를 개발하는 연구

가 많이 이뤄지고 있다.

3.2 탄소 증착법

(1) 화학 증기 증착법
2009년 화학 증기 증착법을 이용한 그

라핀의 2인치급 대면적 성장이라는 놀라

운 결과는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그

라핀 나노 소재를 통해 연구를 적극적으

로 참여하게 되는 계기가 되어 그라핀 연구

가 무척 활발하게 되었다. 화학 증기 증착

법은 고온에서 탄소를 잘 흡착하는 전이금

속을 촉매층으로 이용하여 그라핀을 합성

하는 방법이다 [9]. 촉매층으로 활용할 니

켈, 구리 등과 같은 탄소를 잘 흡착하는 전

이금속을 준비한 후 1,000℃ 이상의 고온

에서 CH4, H2, Ar의 혼합가스를 적당량 주

입한다. 고온에서 주입된 혼합가스에서 탄

소가 촉매층과 반응한 후 급랭되면 촉매로

부터 탄소가 떨어져 나오면서 표면에 그라

핀이 성장된다. 여기서 촉매의 종류와 두

께, 반응 가스의 농도, 반응 온도 및 시간, 

냉각 속도 등을 조절함으로써 그라핀 층수

를 조절하는 것이 가

능하다. 이후 식각 용

액을 활용해 촉매층

을 제거하게 되면 그

라핀 필름만 분리하

여 원하는 기판에 코

팅할 수 있다. 최근

에는 PE-CVD, ICP-

CVD, LP-CVD 등 다

양한 화학 증기 증착

법을 연구하여 고품

질의 대면적 그라핀

을 저온에서 성장하

기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2) 에피택시 합성법
에피택시 합성법은 

탄소가 촉매 내에 포

그림 6.  화학적 박리법에 의한 환원 그라핀 필름 제작.

그림 7.  화학 증기 증착법에 의한 그라핀 필름 합성 및 기판 상 
전사 코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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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되어 있는 재료를 이용하여 고온에서 약 

1,100℃ 열처리를 통해 탄소가 표면이 결정

을 따라 그라핀 필름을 형성하게 만드는 합

성법이다. 결과적으로 기판 (촉매)이 중요하

며 합성 조건을 잘 잡게 되면 웨이퍼 크기의 

대면적 그라핀을 직접 합성할 수 있게 된다. 

가장 대표적으로 에피택시 합성법인 실리콘 

카바이드 (SiC) 기판을 이용하여 고온에서 

열분해를 이용하여 그라핀이 결정 표면과 

같은 방향 및 유사한 결정격자를 가지며 그

라핀 필름을 성장하게 하는 방법이다. 아래 

그림 8은 에피택시 합성법을 통해 성장한 

그라핀 필름과 분석을 위해 사용한 LEED 

pattern을 통해 결정성이 우수한 단층 그라

핀이 성장됨을 확인할 수 있다 [10]. 하지만 

에피택시 성장법은 절연성 기판에 그라핀을 

직접 합성하는 장점이 있으나, 이 방법으로 

성장한 그라핀은 박리법이나 화학 증기 증

착법에 의해 합성한 그라핀보다 특성이 뛰

어나지 못하며 촉매 재료가 매우 비싸다는 

단점이 있어 촉매 재료를 값싸게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 

같다. 

4. 그라핀 소재 응용 분야

그라핀은 전자 이동도가 높아 실리콘 기판

에 비해 훨씬 빠른 연산속도의 반도체를 만

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투명 하고 유연하면

서 전기 전도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손목

에 찰 수 있는 유연한 스마트 시계, 두루마

기처럼 둘둘 말아서 들고 다닐 수 있는 전자

책 등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형태의 전자

기기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그라핀

의 넓은 비표면적과 전도성의 장점을 이용하

여 에너지 저장 소재로서 이차 전지 및 슈퍼 

커패시터에 적용 가능하리라 본다. 따라서 

그라핀의 대면적 합성을 통한 반도체와 투명

전극 소재 그리고 그라핀 플레이크를 이용한 

에너지 저장 소재로서 미래 기술에서 중요한 

3가지 대표적인 응용 분야를 중심으로 정리

해 보았다 [11,12].

4.1 차세대 반도체 소재
기본적으로 반도체 소자는 수십억 개의 

실리콘 트랜지스터로 구성된다. 트랜지스터

는 전류의 흐름과 차단으로 디지털 신호인 

그림 8.  (a) 실리콘 카바이드 (SiC) 기판 그라핀 
합성, (b) 루비듐 카바이드 (RuC) 기판 
그라핀 합성.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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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과 '1'을 표시하는 소자다. 이를 수십억 개

씩 쌓은 것이 반도체다. 향후 동일한 공간에 

많은 집적도를 갖는 트랜지스터를 제작하

여 반도체 소자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서는 개별 트랜지스터 소자의 크기를 줄이

기 위한 새로운 구조의 반도체 소재 설계 및 

공정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거나 높은 전하 

이동도를 갖는 새로운 소재가 개발이 되어

야 한다. 따라서 전기 전도성, 전자 이동도, 

발열 특성이 우수한 그라핀이 최근 들어 실

리콘을 대체할 물질로 주목받고 있다. 실리

콘 반도체는 고주파 영역에서 상당한 열이 

발생하여 저항이 형성되기 때문에 안정적

으로 작동할 수 있는 속도 범위가 제한적이

므로 그라핀의 우수한 열전도율로 인해 발

열 문제 역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그라

핀은 밴드 갭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금속

성을 지녀 전류를 완전히 차단할 수 없는 문

제가 있다. 따라서 스트레인을 준다던지 격

자구조를 건드리면 밴드 갭이 생겨나고 밴

드 갭을 튜닝할 수도 있어 전자 이동을 제어

하게 할 수 있게 됨으로 새로운 전자 소자의 

개념의 문을 열게 하였다. 그러나 반도체화

를 시켜 소자로 만들면 그라핀의 전자 이동 

속도가 떨어진다는 단점이 발생해 그라핀 

트랜지스터의 실질적인 응용에 어려움이 있

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이러한 문제를 트랜

지스터 내에 전류를 완전히 막을 수 있는 에

너지 장벽을 만듦으로써 해결했다. 그라핀

을 활용해 반도체를 만들면 현재의 실리콘 

반도체보다 처리 속도를 3~30배, 이론적으

로는 142배까지 높일 수 있다고 한다. 삼성

전자는 그라핀과 실리콘으로 만든 소자를 '

배리스터'라고 이름 붙이고 상용화에 나서

기로 했다 [13]. 이 기술은 늦어도 2020년에 

상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에 따

라 100배 이상 빠른 중앙처리장치 (CPU)를 

탑재한 PC 등 획기적으로 진화된 그라핀 기

반의 반도체 소자의 기기가 등장하게 되기

를 기대해 본다.

4.2 투명 전극 소재 
투명 전극은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주목

을 받기 시작했다. 스마트폰의 터치 패널 내

에 들어가 있는 투명하면서도 전도성이 있는 

투명 전극인 산화인듐주석 (ITO)이 내제 되

어 터치 센서와 전극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러한 ITO의 투명 전극은 미래 변형이 자유롭

고 유연하고 가벼우면서도 휴대가 간편한 유

연한 전자제품에서 기능적으로 쓰일 수 있

는 재료로서 충분한 성능을 발휘하여야 한

다. 그런데 ITO는 쉽게 깨지는 경향이 있고 

또한, 구부리게 되면 본래의 전기전도성을 

잃는 단점과 '인듐'이라는 희토류 원소가 포

함되어 있어 현재 희토류 원소는 우리나라

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최

대 매장국인 중국이 공급량을 조절함으로 인

해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ITO 대체재로서 새로운 소

재가 필요한 실정이며 또한, 새로운 소재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ITO

를 대체할 수 있는 소재로는 화학 증기 증착

법으로 합성된 그라핀, 은 나노 와이어와 금

속 메쉬 등이 그 후보로 꼽히고 있다. 먼저, 

그라핀 필름을 직접 합성하여 투명 전극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노력은 2010년도에 삼성 테

그림 9.  (a) 그라핀 트랜지스터의 구조, (b) 삼성
전자 그라핀 배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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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윈과 성균관대학교와 공동으로 30인치 대

면적 그라핀을 세계 최초로 합성하여 터치패

널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14]. 또한, 그라핀

의 전도성과 신뢰성을 보완하고자 직접 전극

으로 사용하지 않고 은 나노 와이어나 금속 

메쉬 전극을 이용하여 기존의 단점을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소재로 적용하는 연구도 진

행되고 있다. 미국 Rice 대학교의 James M. 

Tour 교수는 금속 메쉬 전극 위에 화학 증기 

증착법으로 합성된 그라핀을 전사하여 기존

의 금속 메쉬 전극보다 향상된 투명 전극 기

술을 보고하였다 [15]. 기존의 금속 메쉬는 

유연하지 않았으나 그라핀의 도움으로 유연

한 투명전극으로 적용할 수 있었고 금속 메

쉬의 특성상 전극의 빈 공간이 생기게 되는

데 그라핀이 그 빈 공간을 채워줘 면저항이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이렇듯이 미래 전

자 장치에 쓰일 수 있는 투명 전극 기술을 개

발하려는 연구는 계속 관심을 갖고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전자부품연구원은 세계 투명

전극 시장이 2018년 22조 원으로 성장할 것

으로 전망하기도 하였다. 투명 전극은 LCD, 

OLED 등의 평판 디스플레이, PMP, 닌텐도 

DS, 스마트폰 등에 적용되는 터치스크린, 태

양전지 등에 사용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전

자 소재 중의 하나로서 연구개발이 완료되면 

시장에서 직접적으로 요구되는 수요와 바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산업체가 있어 전자 

기기 제품에 적용이 바로 될 수 있는 소재라

고 보고 있다. 

4.3 에너지 저장 전극 소재
오늘날 다양한 전자기기의 개발이 이뤄지

고 있지만 몸에 장착할 수 있고 휴대가 간

편한 소형의 전자 기기의 기술과 석유 고갈

에 따른 고수명/고효율을 지닌 독립적인 친

환경 에너지 저장 장치의 기술이 어느 때보

다 요구되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에너지 저

장 장치로 리튬이차전지와 슈퍼 커패시터

로서 가벼우면서 많은 양의 에너지를 저장

할 수 있고 오랫동안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

는 에너지 저장 장치 등이 있다. 이러한 장

치가 현실화 되려면 새로운 기존 에너지 저

장용 소재 특성보다 우수한 소재가 필요하게 

된다. 먼저, 리튬 이차 전지의 상용화된 음

극 소재는 탄소체의 하나인 흑연 (Graphite)

이 리튬이온의 재충전 사이트를 제공해줄 

수 있다는 독특한 층상구조 때문에 광범위

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흑연은 제한

된 이론 용량 (372 mAh g-1, LiC6에 해당)

과 반복되는 충·방전에 따른 구조적 열화

때문에 음극재로서의 한계에 이르고 있어 

이를 대체할 물질로서 최근 높은 비표면적 

(Specific Surface Area: 2,630 m2/g), 높

은 열 (Thermal)과 전기 전도도 (Electrical 

Conductivity : 5,300 W/mK, 200 S/m) 및 

기계적 강도 등이 뛰어난 전기 화학적 특성

을 지닌 그라핀 및 그라핀 하이브리드 복합

체가 리튬이차전지의 음전극 활물질로서 새

로이 사용 가능성이 높아 많은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그라핀은 구조적으로 산

화 공정을 통해 각 그라핀 시트의 산화 반응

을 유도하고, 이러한 산화 반응으로 처음의 

그라핀 시트보다 가장자리 부분이 많아지고 

구조 안에 결함이 나타나면서 리튬이 확산

될 수 있는 공간 및 통로를 만들어 주어 리

그림 10.  (a) 그라핀 터치패널, (b) 메탈 그리드 
그라핀 하이브리드 투명 전극.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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튬이온의 흡착 및 확산 속도가 증가하여 충

전 속도를 개선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다층 

구조의 그라핀은 그라핀 층간에 형성되는 나

노 크기의 기공이 리튬이온이 작더라도 저장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흑연 음극제의 용량

보다 용량을 확장할 수 있게 하여 높은 가역 

용량이 가능하게 된다. 최근 노스 웨스턴 대

학교의 Kung 교수팀은 산화 그라핀에 강산

으로 의도적으로 구멍을 내고 10~20 nm의 

실리콘 나노입자와 샌드위치 구조를 복합화

하여 높은 초기 용량과 효율을 갖는 리튬이

차 배터리를 개발하였고 [16], 일본 산업기

술 종합연구소의 Itaru Honma 연구팀은 그

라핀과 Rutile SnO2와 복합체를 합성하여 음

극소재로 사용하였다 [17]. 슈퍼 커패시터는 

울트라 커패시터라고도 불리며 정전기적 인

력에 의한 전기 화학적으로 에너지를 저장한

다 (그림 11(b)). 따라서 에너지 저장용량은 

전극의 비표면적에 민감하게 작용한다. 슈퍼 

커패시터가 에너지를 저장하는 메커니즘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전기 이중층 커패시터 

(Electric Double Layer Capacitor, EDLC)

와 준 커패시터 (Pseudo Capacitor)가 그것

이다. 슈퍼 커패시터의 특성 향상을 위한 인

자로는 전해액, 분리층의 두께, 전극의 기공 

크기, 부피, 저항, 기계적 안정도 등이 있으

나 가장 큰 특성 향상을 시킬 수 있는 인자 

중 하나는 탄소 소재로 이루어져 있는 단위

소자의 전극 (양극, 음극)이다. 대표적인 탄

소 전극 재료는 활성탄 (Activated Carbon), 

탄소나노튜브 (Carbon Nanotube), 그라핀 

(Graphene) 등이 있고 탄소 전극 재료 중 

그라핀은 나노 탄소 소재로서 슈퍼 커패시

터의 응용에 있어서 높은 비표면적 및 뛰어

난 전기 전도도를 지니고 있어 기존의 탄소 

기반 재료에 비해 적합한 소재로 알려져 있

다. 따라서 전기 이중층 커패시터의 경우 약 

~21 uF/cm2의 용량을 얻을 수 있었다. 이

는 넓은 비표면적으로 인해 이온들이 쉽고 

많이 활성층에 흡탈착할 수 있고 전극의 저

항이 작기 때문에 전하를 이동시키는데 있

어 보다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라핀

은 금속 산화물 (Metal Oxide), 전도성 고

분자 (Conducting Polymer), 탄소나노튜브 

(Carbon Nanotube) 및 활성탄 (Activated 

Carbon)과 같은 다양한 전극물질과 복합체 

(Composite)를 제작할 수 있어 하이브리드 

탄소 재료를 통해 보다 높은 에너지 저장 능

력을 보여줄 수 있는 우수한 물질이다 [18]. 

그리고 2차원 나노물질로서 유연하고 매우 

얇아서 향후 유연 박막의 에너지 저장 장치

로서 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

럼 현재 그라핀 기반 에너지 저장 장치는 기

존 소재에 비해 높은 에너지 저장 효율을 보

여 차세대 에너지 저장 소재로 주목을 받고 

있지만, 생산 공정과 단가의 문제로 현재까

지 상용화에는 근접하지 못한 상태이다. 기

존의 에너지 저장 장치의 소재를 바꾸고 신

뢰성과 안정성을 갖추기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그라핀 생산 공정 개선 및 단

가 개선이 이루어지면 머지않아 상용화가 가

능하리라 기대 해본다. 

그림 11.  (a) 리튬이차전지의 구조, (b) 전기 이
중층 슈퍼커패시터의 구조.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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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지금까지 그라핀과 그라핀 특성, 그라핀 합

성, 그라핀 응용 분야에 대해 기본적이면서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해 보았는데 이처럼 그

라핀 소재의 발견과 2차원 그라핀 나노 물

질을 대면적 합성을 통하여 소재에 대한 특

성 및 응용 소자의 연구를 하였고 미래 기

기 소재로서 가능성과 필요성에 대해 알 수 

있었다. 최근 2012년 8월 1일 Electronics에

서 온라인으로 출판된 'Global Market For 

Graphene-Based Products'에서 그라핀 기

반 글로벌 시장 규모가 2018년에는 1억 2290

만 달러 ($122.9M)가 되고 2023년에는 9억 

8570만 달러 ($986.7M)가 될 것으로 전망함

으로서 5년 동안의 연평균 성장률 (CAGR, 

Compound Annual Growth Rate) 51.7%를 

이룰 것이라 전망하였다. 이러한 미래 전자 

기기 기반의 소재로서 채택이 되려면 먼저 그

래핀의 특성을 가진 재현성 있는 대량 생산이 

구현이 되어 기존 소재 대비 가격 경쟁력을 

가진 소재로 만들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라

핀 소재가 소자로 제작 되기 위한 산업체 생

산 공정과 제작된 소자에 대한 신뢰성을 만족

할 수 있는 기술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

러한 요구 조건은 어떠한 소재에 대해서도 꼭 

필요한 조건이다. 앞으로 그라핀 소재에 대해 

이러한 요구 조건이 충족되어지기를 기대하

고 또한 된다면 앞서 서술한 시장 이상의 현

실이 될 수도 있으며 나노 소재에 대한 시각

도 달라질 것으로 기대해 보며 특집 원고에 

대한 글을 마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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