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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Hydrogen on the Reduction of Graphene-Oxide Thin Films
Sung-Youp Lee · Hong Tak Kim · Dong Hun Kee · Jung Su Park · Hyeong-Rag Lee∗
Department of Physic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41566, Korea
(Received 15 December 2017 : revised 5 February 2018 : accepted 6 February 2018)

In this study, reduced-graphene-oxide (r-GO) thin films were fabricated using the plasma reduction method, and their physical properties were evaluated. The plasma was generated from a gas
mixture of N2 , CH4 , and H2 by using a radio-frequency (rf) power source (13.56 MHz). The GO
films were treated in both the bulk plasma region (Rb ) and the sheath region (Rs ). When exposed
to the plasma, the GO films were rapidly reduced, and their surfaces changed from hydrophilic to
hydrophobic. Untill 5 min, the optical transmittances in both regions were over 85% for visible
light and over 95% for infrared light. After 5 min, the optical transmittance of the r-GO film
kept decreasing in the Rb while its optical transmittance remained constant in the Rs . The sheet
resistance of the r-GO film in the Rb continuously decreased while the sheet resistance increased in
the Rs . These results originate from the differences between the Rb and the Rs : chemical reactions
were dominant in the Rb whereas physical reactions were dominant in the Rs .
PACS numbers: 81.05.ue, 81.15.-z, 52.77.-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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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소, 메탄, 수소 혼합 가스를 이용하여 발생시킨 플라스마가
산화 그래핀의 환원에 미치는 영향
이성엽 · 김홍탁 · 기동훈 · 박정수 · 이형락∗
경북대학교 물리학과, 대구 41566, 대한민국
(2017년 12월 15일 받음, 2018년 2월 5일 수정본 받음, 2018년 2월 6일 게재 확정)

유리 기판 위에 스핀 코팅 공정으로 형성한 산화 그래핀 박막을 플라스마 환원법을 이용하여 상온에서
환원 처리하고, 박막의 특성 변화를 확인하였다. 플라스마는 N2 , CH4 , H2 혼합 가스를 이용하고, 라디오
주파수 (radio-frequency, rf) 전원 (13.56 MHz) 을 인가하여 발생시켰다. 처리 영역은 플라스마 내부의
벌크 플라스마 영역 (Rb ) 과 플라스마와 전극 사이의 시스 영역 (Rs ) 으로 구분하였다. 두 영역에서 산화
그래핀 박막은 플라스마에 노출된 즉시 환원이 시작되어 소수성 표면 특성을 나타내며, 전도성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두 영역 모두 처리 시간이 5분까지는 가시광선 85% 이상, 적외선 95% 이상의 광투과율을
보였으나, 5분 이후에는 Rb 에서는 계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에 Rs 에서는 유지되었다. 또한 Rb 에서는
면저항이 계속적으로 감소였으나, Rs 에서는 계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화학적 반응이 주를
이루는 Rb 과 물리적 반응이 주를 이루는 Rs 의 특성에서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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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그래핀은 높은 광투과도, 우수한 전기 전도성, 내화학성,
기계적 특성 등의 매우 우수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투명
전극, 이차 전지, 수소저장, 전계 방출원, 박막 트랜지스터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1–8]. 양질의 그래
핀을 합성하기 위하여 매우 다양한 방법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2,9,10]. 직접 성장 방법은 800 ◦ C 이상의
고온이 요구되므로 기판의 종류가 제한되며, 대면적으로

의해 발생된 활성종들과 시료 표면 사이의 화학적 반응이
주로 일어난다.
본 연구에서는 산화 그래핀 수용액을 이용하여 스핀 코팅
방법을 통해 유리 기판 위에 산화 그래핀 박막을 형성하고,
질소, 메탄, 수소를 혼합한 가스를 이용하여 발생시킨 플
라스마를 이용하여 벌크 플라스마 영역과 시스 영역에서
산화 그래핀을 환원 처리하여 그 특성을 비교하였다. 투명
전극으로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처리 시간에
따른 박막의 물리적 특성 변화를 측정 및 분석하였다.

성장시키기 매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산화 그래핀을 환원시켜서 박막을 획득
하는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 산화 그래핀은 그래핀 표면에
epoxide, hydroxyl, carbonyl, carboxyl 기능기 등이 결합
하고 있어서 물에 분산시킨 후에 스핀 코팅이나 스크린 프
린트 등의 용액 공정이 가능하여 산화 그래핀 박막을 다양한
기판에 대면적으로 형성하기에 용이하다 [11–15]. 형성된
산화 그래핀 박막은 탄소와 결합하고 있는 기능기를 제거
하는 환원 공정을 거쳐 그래핀과 유사한 성질을 갖는 박막
형성이 가능하다.
산화 그래핀을 환원시키는 방법은 화학적 환원법, 열처리
환원법, 플라스마 환원법 등이 있다 [14–23]. 화학적 환원
법은 가장 우수한 환원 특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24시간
이상의 반응 시간이 필요하고, 유독성 히드라진을 사용하
는 단점이 있다. 열처리 환원법은 800 ◦ C 이상의 고온이
필요한 단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플라스마를 이용한
환원법은 처리 시간이 매우 짧고, 저온에 공정이 가능하며,
친환경적인 매우 간단한 방법이다. 또한 다양한 종류의
가스를 이용하여 다양한 활성종을 발생시킬 수 있어서, 플
라스마에 의해 발생된 활성종들은 그래핀과 반응하여 산화
그래핀에 존재하는 기능기들을 제거할 수 있고, 또한 산화
그래핀 표면에서 재겹합을 유도하여 결함이 존재하는 산화
그래핀의 재생에 기여할 수 있다 [24,25].
일반적으로 플라스마는 플라스마와 전극 사이의 시스
영역과 플라스마 내부의 벌크 플라스마 영역으로 나뉜다
[15]. 두 영역에서 플라스마는 전기장의 세기 면에서 매우
다른 특성을 가진다. 시스 영역에서는 플라스마에 의해
발생된 이온이 플라스마와 전극 사이의 강한 전기장에 의해
가속되어 처리하고자 하는 시료 표면에 강한 충격을 가할 수
있으므로, 이온 충격에 따른 물리적 반응이 주로 일어난다.
반면에 벌크 플라스마 영역에서는 상대적으로 플라스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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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실험 방법
산화 그래핀을 박막 형성을 위한 기판으로는 세척 후 건
조한 2 cm × 2 cm 크기의 유리 기판을 사용하였다. 산화
그래핀 용액은 산화 그래핀이 5 g/L의 농도로 분산되어
있는 Angstron Materials의 N002-ps 용액을 구매하여 전
처리 없이 사용하였다. 유리 기판 위에 산화 그래핀 용액을
도포하고 스핀 코팅 방식을 이용하여 1 분 동안 3000 rpm
의 속도로 박막을 형성한 후에 100 ◦ C의 가열판 (hot-plate)
에서 10분 동안 열처리하여 수분을 제거하였다. 형성된
산화 그래핀 박막의 두께는 약 15 nm 였으며, Fig. 1과 같이
구성한 플라스마 처리 장비를 이용하여 산화 그래핀 박막의
환원 공정을 진행하였다. 상부와 하부 전극은 직경이 15 cm
이고, 전극 사이의 간격은 5 cm로 조절하였다. 반응 챔버는
5.0 × 10−3 Torr 까지 기초 진공을 유지한 후에, 질소, 메탄,
수소를 95 : 3 : 2의 비율로 혼합한 활성 가스를 주입하였다.
플라스마 방전에 이용한 혼합 가스는 플라스마 방전 기체인
질소와 산화 그래핀 환원에 참여하는 반응성 가스인 메탄과
수소로 구성하였다. 질소는 분자성 기체로서 산화 그래핀
박막과의 반응성을 낮출 수 있어서 방전 기체로 선정하였다.
메탄은 플라스마에 의해 분해되어 산화 그래핀 표면의 환원
및 복원 과정에서 탄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반면에,
다량의 기체가 주입될 경우에는 비정질 탄소 박막을 형성할
수 있으므로 소량만 주입하였다. 수소는 메탄에서 분해된
수소 이온들과 더불어 산화 그래핀 표면의 산화와 관련된
기능기들과 반응하여 물 분자로 합성되어 산소 이온들의
의한 산화 그래핀의 재산화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플라스마 처리 시 챔버 내부 압력은 약 2 Torr로 유지하였
으며, 13.56 MHz의 라디오 주파수 전원을 사용하여 50 W
의 전력을 인가하였다.
환원 처리된 산화 그래핀 박막은 X선 회절 장치 (X’pert
3, PANalytical) 를 이용하여 박막 내부의 그래핀 박막의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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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lor online) Schematic diagram of plasma reduction system.
간 간격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광학적 특성은 UV-Vis-NIR
분광계 (CARY5G, Varian) 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표면
특성 변화와 면저항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접촉각 측정기
(GSS, Surfacetech) 와 면저항 측정기 (CMT-100MP, AIT)

Fig. 2. (Color online)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reduced graphene oxide films at different plasma treatment
time.

를 이용하였다.

III. 실험 결과 및 논의
Fig. 2는 유리 기판 위에 형성된 산화 그래핀 박막과 플라
스마 환원 처리를 한 박막의 X선 회절 분석을 한 결과이다.
유리 기판 위에 형성된 산화 그래핀 박막은 10.1◦ 에서 (002)
면의 피크가 확인된다 [26–28]. 이를 다음과 같은 브래그
법칙을 이용하여 계산하면 산화 그래핀 층간 간격을 확인할
수 있다.
nλ = 2d sin θ

(1)

환원 공정 전의 산화 그래핀 박막은 약 4.39 Å의 층간 간격

Fig. 3. (Color online) Contact angles and surface energies of reduced graphene oxide films according to treatment time.

(d(002) ) 을 가지고 있다. 플라스마 환원 과정이 진행되면서
플라스마에 노출되면 즉각적으로 반응을 일으켜, 10.1◦ 에
있는 날카로운 피크는 거의 사라지게 되고 24◦ 부근의 넓은
피크만 나타나는데, 이 피크는 환원된 산화 그래핀 박막에
서의 (002) 면을 나타낸다. 이때 층간 간격 (d(002) ) 은 약
1.85 Å으로, 환원 공정 전의 산화 그래핀 박막 보다 절반
이하의 값을 가진다. 또한 환원 전 산화 그래핀 박막에 비해
환원된 산화 그래핀 박막의 반치폭이 매우 증가한다. 이러
한 현상은 벌크 플라스마 영역과 시스 영역에 관계 없이,
산화 그래핀 박막 형성 후 건조 과정에서도 박막 내부에서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남아 있던 물 분자나 산화 그래핀
표면에 결합해 있던 산소와 관련된 기능기들이 제거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설명된다 [2,26–28]. 산화 그래핀 박막
내부의 물 분자나 기능기가 플라스마 환원 처리가 시작되면
플라스마로부터 에너지를 받아 제거됨으로써 층간 간격이
줄어들게 되고, 플라스마 환원 처리에도 일부 제거되지 않은

강한 결합력을 가진 기능기들로 인해 층간 간격의 불규칙
함을 유발함으로써 반치폭이 증가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플라스마 처리를 통해 산화 그래핀의 환원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환원 처리한 산화 그래핀 박막의 접촉각 측정을 통해
박막의 표면 특성을 분석한 결과를 Fig. 3에 나타내었다.
환원 처리 전의 산화 그래핀 박막은 접촉각이 약 26.8◦ 였
다. 플라스마 환원 처리가 된 박막은 처리 시간에 따라, 약
83.9∼90◦ 으로 변화한다. 플라스마에 노출되면 즉각적으로
표면 특성이 바뀌고 그 이후로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처리 영역에 따른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플라스마 처리로 인해 산화 그래핀
표면의 산화에 참여한 기능기들이 제거되면서 산화 그래핀
박막이 친수성에서 소수성으로 변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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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lor online) Optical transmittances of reduced graphene oxide films at (a) bulk plasma region, and (b)
sheath region. (c) Variation for optical transmittances of reduced graphene oxide films according to treatment time.
접촉각 측정 결과를 이용하여 다음의 식과 같이 표현되는
Girifalco-Good-Fowkes-Young 방법을 통해 표면 에너지를
계산하였다 [29].
γSV =

γLV (1 + cos θ)2
4π 2

(2)

이 식에서 γSV 는 박막 표면의 자유 에너지를, γLV 는 측정
용액의 자유 에너지를, θ 는 박막과 측정 용액의 접촉각을
나타낸다. 접촉각과 표면에너지의 변화는 반비례적인 관
계를 나타낸다. 환원 처리 전 산화 그래핀 박막은 6.61 ×
10−3 N/m이고, 플라스마 처리 후에는 약 2 × 10−3 N/m
로 감소하였다.
Fig. 4는 산화 그래핀 박막의 환원 처리 시간에 따른 광
투과율 측청 결과를 보여준다. 벌크 플라스마 영역과 시
스 영역에서 환원 처리된 산화 그래핀 박막의 광투과율을
Fig. 4(a) 와 Fig. 4(b) 에 각각 나타내었고, 가시광선 영역인
600 nm와 적외선 영역인 1200 nm에서의 처리 시간에 따른
광투과율 변화를 Fig. 4(c) 에 나타내었다. 광투과율은 환원
처리를 하지 않은 산화 그래핀 박막이 가시광선 영역에서
99.1%였고, 적외선 영역에서는 99.8%였다. 벌크 플라스마
영역에서 환원 처리한 산화 그래핀 박막은 처리 시작 1분
경과 후 가시광선 영역에서는 88.7%, 적외선 영역에서는
96.3%로 감소하였으며 이후 처리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계속적으로 감소하는 결과를 보인다. 이는 투명한 산화
그래핀 박막이 환원되면서 서서히 불투명한 다층 그래핀
박막의 특성으로 변해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에,
시스 영역에서 환원 처리된 산화 그래핀 박막은 초기에는

Fig. 5. (Color online) Sheet resistance of reduced
graphene oxide films at different plasma treatment time.
벌크 플라스마 영역과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나, 처
리시간이 지남에 따라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산화 그래핀 박막의 플라스마 처리 시간에 따른 면저항
변화를 Fig. 5에 나타내었다. 각 시료의 면저항은 하나의
시료 표면 내에서 4곳의 면저항을 측정한 후 평균값을 취
하였다. 환원 처리 되지 않은 산화 그래핀 박막은 면저항이
무한대로 측정되는 것으로 보아 부도체의 성질을 가진다.
1분 동안 처리했을 때 면저항은 시스 영역에서 7.30 × 109
Ω/sq. 의 값을 가지고, 벌크 플라스마 영역에서는 2.033 ×
109 Ω/sq. 의 값을 가지면서 전도성을 보이기 시작한다.
처리 시간이 3분과 5분일 때는 약 1× 109 Ω/sq. 정도의
비슷한 면저항을 가진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벌크 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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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 영역에서 환원 처리한 산화 그래핀 박막은 계속해서
면저항이 감소하지만, 시스 영역은 다시 면저항이 증가한다.
벌크 플라스마 영역에서는 산화 그래핀 박막이 플라스마

본 연구에서는 산화 그래핀 용액을 이용하여 유리 기판

에 의해 환원 및 재생이 계속 유지되어 면저항이 감소하고

위에 산화 그래핀 박막을 형성하고, 방전 가스인 질소와 반

있으나, 시스 영역에서는 그렇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를

응성 가스인 메탄과 수소를 혼합한 가스를 이용한 플라스마

통해 벌크 플라스마 영역에서는 박막 내부의 산화 그래핀

환원법을 통해, 플라스마 처리 시간에 따른 산화 그래핀 박

각 조각들의 표면에 존재하는 기능기들이 제거되는 환원

막의 특성 변화를 평가하였다. 또한 플라스마 내부를 벌크

과정과 각 조각들 사이의 결합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재생

플라스마 영역과 시스 영역으로 나누어 그 영향을 평가하였

과정이 플라스마에 노출되는 즉시 시작되면서 박막의 면저
항이 감소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시스 영역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플라스마
내부 영역에 따른 반응 특성의 차이에 기인한다 [15]. 벌크
플라스마 영역에서는 플라스마 내부가 거의 일정한 전위를
띄고 있어서 플라스마 이온이나 활성종들과 산화 그래핀
표면의 산화에 관여한 기능기와의 화학적 반응이 대부분
이어서 환원 반응이 계속적으로 일어난다. 반면에 시스

다. 스핀 코팅 공정 후 건조 과정에서 산화 그래핀 층 사이에
남아 있거나 산화 그래핀 표면의 산소와 관련된 기능기들과
흡착에 의해 제거되지 않고 남아있던 물 분자들은 플라스마
에 노출되는 즉시 산화 그래핀 박막에서 빠져나가기 시작
했다. 이로 인해 플라스마에 노출된 즉시 산화 그래핀 층간
간격은 4.39 Å에서 약 1.85 Å정도로 줄어 들었다. 그리고
산화 그래핀 박막의 표면 에너지는 6.61 × 10−3 N/m에서
약 2 × 10−3 N/m로 감소하여 소수성 특성을 보였다. 광투
과율과 면저항 특성은 플라스마 처리 영역에 따른 상이한 특

영역에서는 플라스마와 전극 사이의 전위차에 의해 가속된

성을 보였다. 벌크 플라스마 영역에서는 계속적인 광투과율

이온들의 물리적 충돌에 의한 반응이 주를 이룬다. 가속된

감소를 보였으며, 시스 영역에서는 감소하다가 처리 시간과

이온들은 산화 그래핀 표면에 충돌하여 기능기들의 환원

무관하게 거의 일정한 경향을 보였다. 또한, 벌크 플라스마

반응에 작용할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결합을 이루고 있는

영역에서는 면저항이 계속적인 감소를 보이는 반면에, 시스

탄소 간의 결합을 깨뜨리는 역할도 하게 된다. 이로 인해

영역에서는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환원 과정에서 초기에는 벌크 플라스마 영역과 유사하게

화학적 반응이 주로 일어나는 벌크 플라스마 영역과 물리적

시스 영역에서도 환원 반응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이지만,

반응이 주로 일어나는 시스 영역의 차이에 기인한다. 본

반응 시간이 흐르면서 가속 이온의 충돌에 의해 정상적인

연구 결과에서는 벌크 플라스마 영역에서 20분 동안 환원

탄소 원자들 간의 결합이 끊어지거나 박리가 일어나면서 더

반응을 한 산화 그래핀 박막이 가시광선 영역에서 약 85%,

많은 결함을 유발하여 전도성이 나빠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적외선 영역에서 약 95%였으며, 면저항은 약 107 Ω/sq. 의

것으로 판단된다.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질소, 메탄, 수소 혼합

전도성 투명 전극으로 산업 분야에 응용하기 위한 면저
항과 광투과율은 대략적으로 100 Ω/sq. 와 90%이다 [30].
다른 연구 그룹들의 결과에 따르면, 면저항의 경우 직접
성장한 그래핀의 경우에는 수 백 Ω/sq. 의 면저항을 보이
고 있으며, 환원된 산화 그래핀의 경우에는 수 천 Ω/sq. 의
결과를 보이고 있다. 광투과율은 가시광선 영역에서 직접
성장 그래핀과 환원된 산화 그래핀 모두 약 70 ∼ 95%의
결과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 플라스마 환원 처리

가스를 이용하여 발생시킨 플라스마를 이용한 산화 그래핀
환원법에서 벌크 플라스마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효
과적이며, 상온에서도 매우 짧은 시간 내에 산화 그래핀을
환원시킬 수 있는 친환경적인 방법임을 확인하였다. 이후
추가 실험을 통해 산화 그래핀 박막의 환원 처리 공정을
개선하여 박막의 전기 전도성을 향상시킨다면 손쉽게 투명
전극으로 응용이 가능할 것이며, 또한 양질의 그래핀 박막
을 쉽게 획득할 수 있어서 다양한 분야로의 응용이 가능할
것이다.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가시광선 영역의 광투과율은 85%
이상, 면저항은 약 107 Ω/sq. 의 결과를 보인다. 기존의 연
구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면저항이 여전히 매우 높은 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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