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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라핀 기반 산화 방지막 특성 연구

1. 서 론 
 

그라핀은 2차원의 평면구조를 가지면서 단

일 원자층으로 배열되어 있는 0.35 nm 두께

의 매우 얇은 물질이다. 그라핀은 탄소원자

들이 sp2 결합에 의한 단단한 벌집모양의 배

열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매우 얇은 두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기계적 강

도 (Young’s modulus 1,000 GPa, tensile 

strength 130 GPa)[1]를 가지고 있다. 뿐만 아

니라 높은 전하 이동도 (200,000 cm2/Vs at 

room temperature)[2], 높은 전기 전도도 (1.0 

× 10-6 Ωcm)[3], 우수한 열전도도 (5,300 W/

mk)[4], 내화학성, 유연성 및 넓은 비표면적과 

같은 우수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투명 전극, 

에너지 전극 소재, 초경량 소재, 방열 소재, 차

세대 반도체 소재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그라

핀 응용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2008년, 미국 Cornell University의 Paul L. 

McEuen 연구진은 그림 1에서 보는 것과 같

이 헬륨과 같이 작은 기체도 그라핀 단층을 직

접 통과할 수 없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5]. 이러한 그라핀의 기체 차단 특성 연구가 

발표되면서부터 차단 재료 및 산화 방지막 소

재로서의 그라핀의 응용 연구가 크게 주목받

게 되었다. 그라핀의 비투과 성질은 그림 2에 

나타난 것과 같이 그라핀의 격자 구조에서 기

인한다. 그라핀을 이루고 있는 탄소 원자 사

이의 C-C 결합 길이와 탄소 원자의 반데르왈

스 (Van der waals, vdw) 지름을 토대로 그라

핀의 이론적 Geometric pore를 계산해보면, 

그 값이 0.064 nm임을 알 수 있다. 이 크기는 

그림 2.  그라핀의 격자 구조 및 그라핀의 이론적 
Geometric pore 크기 [6].

그림 1.  (a) 그라핀으로 Sealing된 마이크로 챔버 
모식도, (b) 그라핀 층수에 따른 각 기체들
의 투과 특성을 나타내는 그래프 [5].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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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dw 지름이 각각 0.28 nm, 0.34 nm인 헬륨 

및 수소 분자보다 작은 수치로서, 헬륨 및 수

소 분자조차 그라핀을 통과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그라핀의 차단 특성을 

이용하여 금속 박막 및 금속 나노 분말의 표

면 산화를 방지할 수 있는 그라핀의 방지막 

소재로서의 가능성을 주목하여, 원자 한 층

의 얇은 두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수한 

전기적, 열적, 화학적, 비투과성 성질을 가지

고 있는 그라핀을 이용한 산화 방지막 응용 

연구 및 현재의 연구 동향에 대해 살펴보고

자 한다.

2. 그라핀 제작 방법

그라핀을 합성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크게 Top-down 방법과 Bottom-up 방법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Top-down 방법

은 흑연을 박리하여 그라핀을 얻는 방법으

로, 2010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Geim과 

Novoselov 교수 연구진이 고안한 스카치테

이프법을 이용하여 그라핀 단층을 분리하는 

방법 (Mechanical exfoliation)이 이에 해당

한다 (그림 3)[7]. 

또한, 그림 4에 나타난 것과 같이 용액공

정을 통하여 흑연을 산화시키는 경우 그라핀 

산화물 (Graphene oxide)이 생성되는데, 이

렇게 제작된 그라핀 산화물을 환원 과정을 

통해 그라핀으로 복원하는 화학적 박리 방

법 (Chemical exfoliation)도 대표적인 Top-

down 그라핀 제작법이다 [8]. 

Bottom-up 방식은 탄소 화합물로부터 탄

소 원소를 제공받아 그라핀을 화학적으로 합

성하는 방법이다. Bottom-up 방법에는 그

림 5에 나타낸 화학기상증착법 (Chemical 

그림 3.  스카치테이프법으로 박리한 한 층의 그
라핀 (a) 원자력현미경 이미지, (b) 투과
전자현미경 이미지, (c) 주사전자현미경 
이미지 [7].

그림 4.  (a) Top-down 방법 중의 하나인 화학
적 박리방법 과정을 나타내는 모식도, 
(b) 천연 흑연의 투과전자현미경 사진, 
(c) 천연 흑연을 산화시킨 후 다시 환원
시킨 환원된 그라핀 산화물의 투과전자현
미경 사진 [8].

(a) (b)

(c)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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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por deposition)[9]과 고온 고압의 조건에

서 SiC 기판 위에 그라핀을 성장시키는 에피

택시 합성법 [10] 등이 있는데, 구리나 니켈 

등의 전이금속을 촉매로 탄소화합물로부터 

그라핀을 합성하는 화학기상증착법이 균일한 

박막 특성을 가지는 대면적 그라핀 합성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그라핀을 산화 방지막으로 사용하는 경

우, 그라핀을 합성하는 제작 방법에 따라 그 

특성이 현저하게 달라질 수 있다. 먼저, 스

카치테이프법을 이용하여 제작한 그라핀은 

단결정 (Single grain) 박막이기 때문에 원

자나 분자의 확산 방지에 취약한 결정립계 

(Grain boundary)가 존재하지 않아 이론적

으로 가장 우수한 산화방지막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스카치테이프

법으로 제작할 수 있는 그라핀의 평균 사이

즈는 약 40 μm 정도이기 때문에, 대면적 공

정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산업적 목적의 산

화 방지막으로 사용할 수 없다. 화학적 박리 

방법은 용액 공정을 기반으로 그라핀을 합성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그라핀 전

사 과정이 필요 없고 대량생산이 용이하다. 

또한, 저가의 흑연을 원료로 사용하기 때문

에 공정비용이 저렴하여 산업화에 적합하

다. 하지만 화학적 박리 방법을 통해 그라핀

을 합성할 경우, 산화-환원 과정에서 발생

한 작용기가 그라핀 표면 위에 남아있기 때

문에 그라핀의 전기적 성질이 저하될 수 있

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화학적 박리 방법

으로 제작한 그라핀 조각들을 균일한 박막으

로 코팅하는 기술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기 때

문에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은 실정이다. 

현재 다양한 연구진들이 이러한 화학적 박리 

방법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산화-환원 

과정에서 발생한 작용기를 이용하여 그라핀 

표면을 화학적으로 기능화 하여 저하된 전기

적 특성을 향상시키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라핀을 산화 방지막으로 사용하기 위

해서 가장 효과적인 합성 방법으로 주목받

고 있는 방법은 화학기상증착법이다. 화학

기상증착법을 이용할 경우 화학적 박리 방

법과 마찬가지로 대량생산이 가능하고, 그

라핀 박막의 전기적 성질 및 박막 균일성이 

우수하여 산화 방지막의 필요조건을 충족시

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또한, 화학적 

박리 방법을 이용하여 성장시킨 그라핀보

다 우수한 전기전도도를 가진다. 하지만 화

학기상증착법을 이용하여 성장시킨 그라핀

은 다결정 (Polycrystallin grain) 그라핀 박

막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결정립계 (Grain 

boundary)의 양에 따라 그 특성 변화가 상

이할 수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화학기상증착법을 이

용하여 큰 결정 크기를 가지는 다결정 그라

핀을 제작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

고 있다. 최근 중국 Nanging university의 

Hognlie Shen 연구진은 전이 금속의 표면 

연마 및 탄소 공급원의 조절을 통해 그라핀

의 핵생성을 제어하는 방법으로 밀리미터 크

기의 결정을 가지는 그라핀을 성장시키는데 

성공하였다 [11]. 보통 화학기상증착법을 이

그림 5.  (a, b) 화학기상증착법을 이용하여 성장
시킨 구리 금속 위 그라핀의 주사전자현
미경 사진. (c, d) SiO2 및 유리 기판위에 
전사된 그라핀 [9].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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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그라핀을 성장시킬 경우, 수~수십 마

이크로 크기의 결정을 가지는 다결정 그라

핀이 합성되는 것과 비교해 보았을 때, 밀리

미터 크기의 결정을 가지는 그라핀을 제작하

고, 이를 방지막으로 사용할 경우 매우 효과

적인 산화 방지 특성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

된다. 실용적 측면에서 화학기상증착법으로 

제작된 그라핀이 산화 방지막 소재로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이러한 화학기상증착법 연

구의 증가는 우수한 그라핀 산화 방지막 소

재를 제작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줄 수 있

을 것으로 예상된다.

 

3. 그라핀 산화 방지막 연구

금속은 산소와 수분에 접촉하게 되면 쉽게 

부식되기 때문에, 정제된 금속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금속의 표면 보호 코팅이 필수적이

다. 금속 표면 코팅 재료로 사용되고 있는 일

반적인 물질에는 페인트, 니스, 고분자 물질, 

산화층 및 금속 합금 등이 있다. 이러한 금속 

표면 코팅 재료는 물과 공기를 차단하여 금

속 부식의 원인이 되는 산소와 수분을 차단

해 주거나, 보호하고자 하는 금속보다 반응

성이 더 큰 물질을 도금하여 표면 부식을 막

는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

만 이런 부식 방지 기술은 금속 층의 물리적

인 특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부식 방

지막의 두께로 인하여 물질 전체의 두께 및 

금속의 광학 특성과 외관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며, 전기적, 열적 전도도를 감소시킬 수 있

다. 따라서 이러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는 매우 얇은 보호막을 사용하는 것이 중

요하다. 

그라핀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0.34 nm

의 매우 얇은 두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모

든 분자에 대해 비투과성 성질을 가지고 있

기 때문에 우수한 산화 방지막 특성을 보여

줄 수 있다. 다양한 그라핀 제작 방법 중 화

학적 박리 방법을 이용하여 제작한 그라핀

을 이용하여 산화 방지막 특성을 살펴본 연

구가 한국 UNIST의 신현석 연구진에 의

해 보고되었다 [12]. 신현석 연구진은 그림 

6(a)에 나타난 것과 같이 환원된 산화 그라

핀이 화학 반응을 통해 양전하 또는 음전하

를 띄게 한 후, 층상 자기조립법 (Layer-

by-layer assembly)을 이용하여 철과 구리 

위에 다층의 그라핀 박막을 형성하였다. 이

렇게 형성된 다층의 환원된 그라핀 산화물

은 그림 6(b)~(d)에 나타난 것처럼 철과 구

리의 산화 방지에 효과적인 역할을 하는 것

그림 6.  (a) 층상 자가 조리법을 이용하여 구리 
및 철 표면 위 rGO를 코팅하는 방법을 
나타내는 모식도, (b, c, d) rGO 코팅 후 
금속의 산화 방지 특성을 보여주는 사진, 
(e, f) rGO가 코팅된 금속과 코팅하지 않
은 금속의 산화 처리 전후 라만 스펙트럼 
그래프 [12].

(a) (b)

(c)

(d) (e)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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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다. 그림 6(e), (f)의 라만 스펙

트럼 결과를 살펴보면, 환원된 산화 그라핀

이 있는 경우 구리 산화물 피크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는 환원된 그라핀 산화물이 효

과적인 산화 방지막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증

명한다.

미국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의 

Rodney S. Ruoff 연구진은 화학기상증착법

으로 성장시킨 그라핀을 이용하여 구리와 구

리-니켈 합금의 산화를 방지할 수 있는 코팅 

기술을 연구하였다 [13]. 그림 7은 한 층의 

그라핀이 코팅된 Cu 또는 Cu/Ni 금속을 그

라핀이 코팅되지 않은 금속과 같은 조건에서 

열처리 (대기 중, 200℃, 4시간) 한 후의 금

속표면을 관찰한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 7의 

(b)와 (c)를 살펴보면, 그라핀을 코팅한 금속

의 경우 원래의 금속 표면 색깔이 변화지 않

았으며, 이를 통해 금속의 산화반응이 효과

적으로 차단되었음을 알 수 있다. Rodney S. 

Ruoff 연구진은 대기 중에서 산화 반응 전과 

후의 금속 표면을 주사전자현미경 이미지와, 

X선 광전자 분광법 및 라만 스펙트럼 측정

(그림 7(d), (e))을 이용하여 관찰하였으며, 

그라핀이 코팅되어 있는 경우, 1000도의 고

온에서도 수소가 있는 환경에서 산화층 현성

을 방지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화학적 박

리방법으로 다층의 그라핀 박막을 형성하여 

산화 방지막을 제작한 것과 달리 화학기상증

착법을 이용하여 제작한 그라핀을 산화 방지

막으로 사용할 경우, 한 층의 두께로도 효과

적인 산화 방지막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화학기상증착법으로 성장시킨 한 

층의 그라핀은 200도에서 4시간 동안의 열

처리 환경에서도 구리 및 구리/니켈 합금의 

표면 산화 반응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

지만, 장기간의 열처리 공정이 진행될 경우, 

다결정 그라핀의 결정립계의 산화에 의해 산

소를 공급하게 되면서 효과적인 산화 방지 

특성을 보이지 못하게 된다. 이는 화학기상

증착법을 이용하여 그라핀을 성장시킬 때 그

라핀 결정의 크기를 최대화하거나 다결정 그

라핀이 아닌 단결정 그라핀으로 성장시킬 경

우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서, 앞서 살펴보았

듯이 보다 향상된 그라핀 성장 기술의 발달

그림 7.  (a) 화학기상증착법을 이용하여 제작한 
그라핀을 전사하여 구리 및 구리/니켈 합
금의 표면 산화 방지막 형성 모식도, (b, 
c) 그라핀 산화 방지막 형성 후, 방지막 
유/무에 따른 산화 진행 과정을 나타내는 
광학 이미지, (d, e) 그라핀이 코팅된 금
속과 코팅되지 않은 금속의 산화 처리 전
후 라만 스펙트럼 그래프 [13].

(a) (b)

(c)

(d)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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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한 실정이다.

화학기상증착법으로 성장시킨 그라핀의 경

우 poly(methyl methacrylate)(PMMA) 물

질을 이용하여 원하는 기판에 전사할 수 있

는데, 전사를 수차례 진행하여 수 층의 그라

핀 방지막을 형성할 수 있다. 그림 8에 나타

난 것과 같이 미국 Vanderbilt university의 

Kirill I. Bolotin 연구진이 기존의 그라핀 부

식 방지 코팅에 대한 증명을 뛰어 넘어, 그라

핀의 층수에 따른 부식 방지 정도를 측정하

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14]. 순환 전압 전류 

측정을 통해 순수한 구리 및 니켈과 그라핀

이 코팅된 구리 및 니켈의 부식 속도를 비교

하였으며 (그림 8(c)~(e)), 그라핀이 코팅된 

경우 구리는 7배, 니켈은 20배 정도로 부식 

속도가 현저하게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5배 이상 두꺼운 유기 코팅 물질의 부

식속도와 상응하는 결과로서 그라핀을 이용

할 경우 얇은 두께로도 우수한 부식 방지 효

과를 얻을 수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그라핀

을 여러 번 전사하여 수층의 방지막을 형성

한 경우, 예상했던 것과 같이 부식 방지 효과

가 향상되는 것을 입증하였다. 

그라핀의 우수한 산화 방지막 특성을 이

용하여 금속 박막의 표면뿐만 아니라 나노

사이즈의 금속 분말의 산화 및 부식을 방지

하는 그라핀 피막 형성 연구도 활발히 진행

되고 있다. 다양한 금속 나노 분말 중 구리 

나노 분말은 열적, 전기적 전도도가 다른 금

속 나노 분말 재료들에 비해 뛰어나고, 가격 

경쟁력까지 갖추고 있어 잉크젯 프린팅 기

술의 발달과 함께 복잡한 회로를 요구하는 

전자기기에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구리 나

노 분말은 공기에 노출되면 쉽게 산화가 되

어 전기 전도도에 심각한 영향을 주기 때문

에 구리 나노 분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산

화 방지 코팅 기술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구리 나노 분말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해 사

용되는 보호막으로는 탄소 계열 물질, 폴리

머, 실리카, 금속 등이 있다. 그 중 그라핀

을 산화 방지 코팅막으로 사용할 경우 얇은 

두께와 우수한 전기전도도 및 내화학적 특

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노 사이즈의 구

리 분말의 성질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효과

적인 산화 방지막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스위스의 Wendelin J Stark 연구진은 그

림 9에 나타난 것과 같이 구리와 탄소가 

함께 들어있는 전구체 (Precursor)를 이

용하여 화염 환원 기법 (Reducing flame 

technique)으로 구리 나노 분말을 만드는 동

시에 구리 나노 분말 위에 약 3 nm 두께의 

그라핀 피막을 형성하였다 [15]. 열중량분석 

(Thermogravinmetric analysis)를 통해 분

석한 결과, 그라핀 피막이 형성된 구리 나노 

분말의 경우, 대기 중 165℃에서 열처리를 

하여도 산화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기존의 이러한 구리 나노 분말 위 그라핀 

피막 합성법들은 합성과정에서 나노 분말과 

그림 8.  (a) 그라핀 전사방법을 통해 수층의 그
라핀을 형성하는 방법을 나타내는 모식
도, (b) 그라핀 산화 방지막의 유무에 따
른 산화 정도를 보여주는 주사전자현미경 
이미지, (c) 순환 전압 전류 측정을 통한 
순수한 구리와 그라핀이 코팅된 구리의 
부식 속도 측정 결과 그래프 (d, e) 그라
핀 유무에 따른 금속의 부식 속도 비교 
그래프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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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라핀 피막이 동시에 생성되어 나노 분말의 

크기를 조절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금

속 나노 분말의 표면에 그라핀을 직접 형성

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기존의 화학기상증착

법은 공정온도 (1,000℃)가 금속 나노 분말

의 녹는점과 비슷하기 때문에 공정 과정 중 

금속 나노 분말이 녹으면서 서로 뭉치는 현

상이 발생하여 적용하기 어렵다. 한국 연세

대학교 이태윤 연구진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

결하기 위하여 그라핀 합성 전구체로 사용되

고 있는 PMMA 용액을 구리 나노 분말과 혼

합하여 열처리하는 기술을 이용하였다. 공

정온도가 약 800~900℃임에도 불구하고 

PMMA가 구리 나노 분말을 보호하기 때문

에, 구리 나노 분말의 뭉침 현상을 방지하는 

동시에 효과적인 그라핀의 탄소 공급원으로 

사용되어 양질의 그라핀 피막을 형성할 수 

있다 [16]. 그림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a), 

(c) 40~100 nm와 (b,d) 100 nm~1 μm의 크

기까지 다양한 크기의 구리 나노 분말 표면

에 그라핀을 합성할 수 있다.

이렇게 합성한 구리 나노 분말은 그라핀 

피막이 없는 구리 나노 분말 보다 높은 안정

성을 띄었다. 기존의 구리 나노 분말은 크기

에 따라 100℃ 근처에서 산화되거나, 주변 

환경에 따라 상온에서도 쉽게 산화가 되었

으나, 그라핀을 합성한 후에는 170℃ 이상

에서도 산화가 효과적으로 방지되었음을 그

림 11에 나타난 엑스선회절분석을 통해 확

인하였다.

합성한 구리 나노 분말의 열적 안정성을 

보다 자세히 확인하기 위하여 구리 나노 분

말을 스핀 코팅하여 만든 박막의 저항을 온

도에 따라 분석한 결과 (그림 12), 약 160℃

까지 온도에 의한 저항 변화가 거의 없음을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 구리 나노 분말 위에 

그림 9.  (a, b) 화염 환원 기술을 이용하여 그라
핀 피막이 형성된 구리 나노 분말 합성 
결과를 나타내는 사진 및 투과전자현미
경 이미지, (c) 열중량분석을 이용한 구
리 나노 분말의 내열성 분석 결과 [15].

그림 10.  PMMA를 열처리하여 그라핀 피막을 형
성한 구리 나노 분말의 (a, b) 주사 전
자현미경 및 (c, d) 투과전자현미경 사
진 [16]

(a)

(b)

(c)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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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된 그라핀이 효과적인 산화 방지막 역할

을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4. 결 론

지금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합성된 그라핀

의 산화 방지막 특성 연구에 대해 살펴보았

다. 그라핀은 원자 한 층의 매우 얇은 두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물리적, 기계적, 화학적 

성질이 매우 우수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각광

받고 있다. 그라핀은 합성하는 방식에 따라 

그 특성이 조금씩 변화하므로 그라핀을 이용

하여 우수한 산화 방지막을 제작하기 위해서

는 먼저 용도에 맞는 그라핀 합성 방법을 최

적화해야 한다. 다양한 연구 결과를 통해 그

라핀이 우수한 산화 방지막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지만, 아직까지 그라핀의 이

론적 특성에 가까운 산화 방지막 특성을 보

여준 연구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보다 많

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결

정립계가 존재하지 않는 화학기상증착법 기

반의 그라핀을 성장시킬 수 있다면, 대면적

의 우수한 그라핀 산화 방지막을 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그라핀은 국내뿐

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차

세대 소재로서 산화 방지막 소재 분야에서의 

그라핀 연구가 더욱 활발히 진행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실제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상용화 연구도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얇으면

서도 우수한 비투과 성질을 가지는 산화 방

지막 재료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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