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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법을 이용한 graphene의 제조 및 표면 개질

박종웅 이종서 구상만

한양대 화학공학과

Graphene 은 sp2 혼성화된 궤도함수를 갖는 탄소원자들로 이루어진 연속된 벤젠 모양의

이차원 구조를 갖는 single layer 형태의 물질로 우수한 열적, 전기적, 광학적 및 기계적

특성들로 인하여 최근 들어 microelectronics 및 복합재료 분야에서 높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들은 기존의 고분자 물질과 적절히 복합화 할 경우 적은 양으로도 최종 복합물질의

전기적, 물리적 성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고분자/graphene

복합소재의 특성은 고분자 기재에 대한 첨가된 graphene 의 분산성에 많은 영향을 받는바,

복합소재의 가공성 및 성능 향상을 위하여 graphene 표면의 개질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화학적으로 개질되거나 기능화된 graphene 은 주로 graphene oxide 를

이용하여 얻어진 graphene 을 사용하여 제조하는데, 전구체인 graphene oxide 의 경우 주로

Hummers 법과 같은 다단계 공정을 이용하여 graphite 로부터 chemical oxidation 을 통한

exfoliation 으로 얻어진다. 화학적 개질 또는 기능화된 graphene 은 안정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THF, toluene 등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유기용매에 매우 뛰어난 분산성을 보여주는데,

최근 들어 이러한 graphene 의 표면 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방법들이 개발되고 있다.본

연구에서는 modified Hummers 법을 이용하여 graphite 로부터 graphene oxide 를 합성한 후,

graphene oxide와 다양한 종류의 유기실란들과의 반응을 통하여 화학적 기능화를 유도하였다.

또한 이들 유기실란으로 기능화 된 graphene oxide 를 이용하여 용액상에서의 화학적인 환원

반응을 통하여 표면이 개선된 reduced graphene sheet를 제조한 후, 개질에 사용된 유기실란의

관능기(hydrophilic/hydrophobic, aliphatic/aromatic 등)의 변화가 표면 개선된 graphene oxide 및

reduced graphene의 분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광학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또한 환원제의 종류에 따른 reduced graphene sheet 의 분산성 및 물리적, 화학적 특성의

변화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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