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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산화 그래핀(Graphene oxide)은 탄소 원자가 서로 공유결합을 한
상태로 육각형의 격자 구조를 이루고 원자 한 층의 얇은 두께를 가진
2차원 물질이며, 표면에 다양한 산소 기능기를 가진 화학적 구조를 가진다.
이런

특징에

기인하여

산화

그래핀은

높은

비

표면적,

수용액에서

안정적인 분산 상태 유지, 화학적 반응 유도 및 기능화가 가능하여 다양한
형태를 가진 산화 그래핀 거시적 구조체가 제작될 수 있다. 또한 추가적인
환원 과정을 통해 그래핀과 유사한 열, 전기적 특성을 회복시킬 수 있어
투명 전극[8], 히터[9], 에너지 저장장치의 전극[10], 수처리 분리막[11],
복합소재[12] 등 다양한 응용분야에 적용될 수 있다.
지금까지 보고된 산화 그래핀의 제작 공정은 흑연(Graphite)을
강력한 산화제로 산화 시켜 층간 간격을 증가 시킨 후 용액 상에서의 중화
과정과 분리 과정을 이용한다. [1,2,3,4,5,6,7] 따라서 공정의 특성상 장
시간의 산화 공정이 필요하고, 유독가스, 중금속 및 산 폐수 배출은 피할
수 없는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는 산화 그래핀 제작의 경제성과 생산
효율성을 감소시키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산화 그래핀과 유사한 기하학적, 화학적 특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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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는 탄소 시트(Carbon sheet)를 값싼 재료를 이용해 단 시간에
합성하는 친 환경적 공정 방법을 제시한다. 탄소 시트를 제작하기 위한
빌딩 블록으로 피로갈롤(1,2,3-Trihydroxybenzene), 포도당(Glucose),
여분의 물 만을 이용하였으며 고온 고압의 수열법 공정을 통해 단 시간에
피로갈롤과 포도당의 화학적 결합을 유도하는 상향식 접근법(Bottom-up
approach)을 이용하여 탄소 시트를 제작하였다.
주사전자현미경(Scanning

Electron

투과전자현미경(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SEM)과

Microscopy,

TEM),

원자간력현미경(Atomic Force Microscope, AFM)을 이용하여 2차원 탄소
시트의

기하학적

구조를

확인하였고,

퓨리에

변환

적외선

분광계(Fourier-Transform Infrared Spectroscopy, FT-IR)과 광전자
분광계(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XPS)를 이용하여 산화
그래핀과 유사한 히드록실기, 에폭시기, 카르보닐기, 카르복실기의 화학적
구조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작된

탄소

시트를

이용하여

열

전지(Thermocell)의 전극을 제작하여 단위 질량 당 최대 출력 성능을
측정하고

그래핀

전극과

전지(Thermogalvanic

cell)

성능을
혹은

비교하였다.
열-전기화학

온도

차

부식

전지(Thermo-

electrochemical cell)로 알려진 열 전지는 두 전극 사이의 온도 차에

vii

기인해 발생하는 전해질의 산화 환원 반응을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므로
발전소 혹은 산업 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열로부터 전기 에너지를 수집할 수
있다.
수열법(Hydrothermal process)에 기반하여 제작된 탄소 시트의
생산 단가는 216.8원/g으로 산화 그래핀(150,000원/g~300,000원/g)에
비해 약 700배 저렴하며 필요한 물의 양은 2.3L/kg으로 산화 그래핀
제작 시 필요한 양(160L/kg~460L/kg)보다 약 80배 적은 수치이다. 탄소
시트 합성 공정 시간은 4시간에 불과하며 합성 과정 시 유독가스, 중금속,
산 폐수 배출 없이 환경 친화적인 방법으로 탄소 시트를 제작할 수 있으며,
열 전지 응용에서 그래핀과 유사한 성능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산화 그래핀, 수열법, 카본 시트, 2차원 소재, 열 전지
학번: 2014-20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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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그래핀(Graphene)

그래핀(Graphene)이란 탄소원자가 서로 공유결합을 한 상태로
육각형의 벌집 모양 결정을 이루며 원자 한 층의 얇은 두께를 가진
2차원의 탄소 동소체를 의미한다. 그래핀은 기계, 화학적으로 안정적인
상태에서 고유의 광학 특성과 우수한 전기적, 물리적 특성, 넓은 비
표면적으로 인해 투명 전극, 히터, 에너지 저장 장치의 전극, 각종
분리막과 복합소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2004년 영국의 Geim과 Novoselov 연구진이 스카치 테이프를
이용하여 흑연(Graphite)으로부터 그래핀을 분리해낸 이후로 그래핀을
합성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연구되어왔다. 특히 흑연을 산화시켜 흑연의
층간

간격을

증가시키고

이를

용액

상에서

분리하여

얻는

산화

그래핀(Graphene Oxide)은 대량생산이 가능하며 그림1과 같이 표면의
풍부한

산소

기능기로

인해

안정적인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1

수용액

분산,

화학적

개질

그림 1 산화 그래핀의 원자 구조

따라서

그림2와 같이 진공

여과법을

이용한

거시적

필름과

수열법을 이용한 3차원의 구조물을 제작할 수 있다. 또한 열, 화학적 환원
과정을 통해 산화 그래핀의 열, 전기 전도 특성을 그래핀과 같은 수준으로
회복시킬 수 있다.

그림 2 산화 그래핀의 2차원, 3차원 구조물

2

아래의 표 1은 산화 그래핀을 제작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나타내고
있다. 산화 그래핀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공정의 특성상 강력한 산화제를
이용한 산화 과정이 필수적이며 이로 인한 1)긴 산화 공정 시간, 2)유독
가스 혹은 중금속과 산 폐수 방출은 피할 수 없는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산화 공정 후에 이를 중화시키기 위해 3)많은 양의 물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문제들은 산화 그래핀 제작의 경제성과 생산 효율을 감소시키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표 1 다양한 방법의 산화 그래핀 제작 방법 및 특징 비교

3

1.2 연구목표

본 연구의 목표는 산화 그래핀 제작 시 앞서 언급되었던 문제들을
보완하여 1)짧은 공정 시간, 2)유독 가스 혹은 중금속 이온과 산 폐수를
방출하지

않으며,

3)많은

양의

물을

필요로

하지

않는

수열법(Hydrothermal process)을 이용한 탄소 시트(Carbon sheet) 합성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작된 탄소 시트는 산화 그래핀과 같은 2차원의
기하학적 구조를 가지며 표면에 풍부한 산소 기능기를 가진 화학적 구조를
가져야 한다.
아래 그림3은 상향식 접근법을 이용한 탄소 시트 제작 방법을
도시하고 있다. 육각형의 벤젠 고리에 3개의 히드록시기가 붙어있는
1,2,3-Trihydroxybenzene을 빌딩 블록으로 한다. 이 때 Z-방향으로
가해지는 고온, 고압의

수열법 조건 하에 X-Y 평면 상으로 표면

기능기의 상호 중합 반응을 유도하여 최종적으로 산화 그래핀과 같은 탄소
시트를 제작할 수 있다.

4

그림 3 탄소 시트 제작 방법 모식도

5

2. 실험
2.1 수열법(Hydrothermal process)

수열법(Hydrothermal

process)은

그림4와

같이

밀폐된

오토클레이브 안에 수용액을 가열시켜 얻는 수증기를 이용하여 간단한
방법으로 고압 조건을 만들어 줄 수 있다. 이때 수증기의 포화 증기압은
그림5와 같이 온도 의존성을 가지고 있으며 주어진 온도에서 포화
수증기압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충분한 물이 있다면 수용액 안에 존재하는
1,2,3-Trihydroxybenzene의 재결합과 결정화를 유도할 수 있다.

그림 4 수열법 오토클레이브

6

그림 5 온도에 따른 수중기의 증기압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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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탄소 시트 합성을 위한 최적화 공정
2.2.1 용질의 농도

1,2,3-Trihydroxybenzene 수용액을 이용한 수열법 공정 진행
시 용질의 농도, 공정 온도, 공정 시간 등의 실험 변수가 존재한다. 먼저
용질의 농도를 변수로 잡고 수열법 공정을 진행해 보았다. 아래 그림 6은
용질의 농도에 따른 수열법 공정 결과를 나타낸다. 이 때 수열법은 4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그림 6 1,2,3-Trihydroxy benzene의 농도에 따른 수열법 공정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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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결과에

따르면

용질의

농도가

50wt%

이하에서는

공정

결과물이 액체 상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50wt% 이상이 되었을 때 공정에
참여하지 못한 1,2,3-Trihydroxybenzene이 석출되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다.

2.2.2 공정 시간

이번엔 공정 시간을 변수로 하여 수열법 공정을 진행하였다. 이전
실험 결과를 토대로 수용액의 농도는 용질이 공정에 참여할 수 있는 최대
농도인

50wt%로

수행하였다.

공정

하였으며

4시간,

결과물의

화학적

8시간,

12시간의

결합을

확인하기

수열법 공정을
위하여

FT-

IR(Fourier Transform Infrared Spectroscopy)측정을 하였다.
그림 7은 공정 시간에 따른 결과물의 화학적 결합을 FT-IR을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를 도시하고 있다. 공정 시간의 변화에도 화학적
결합 상태의 변화는 측정되지 않았다. 추후 실험 진행 시 탄소 시트
제작의 생산성 증가를 고려하여 공정 시간은 4시간으로 수행하였다.
용질의 농도와 공정 시간에 따른 최적화 실험 수행 결과를 기초로
하여

수열법을

통해

제작된

탄소

시트를

Microscopy)을 통해 기하학적 구조를 확인하였다.

9

AFM(Atomic

Force

그림 7 수열법 공정 시간에 따른 FT-IR 측정 결과

그림 8 1,2,3-Trihydroxybenzene 30wt%에서의 AFM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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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1,2,3-Trihydroxybenzene 50wt%에서의 AFM 이미지

그림8과 9는 각각 용질의 농도가 30wt%, 50wt% 이며 4시간의
수열법 공정 수행 결과물의 AFM 측정 결과이다. 측정 결과 균일한
두께를 가진 2차원의 탄소 시트가 아닌 고온, 고압 조건 하에 용질의
입자들이 서로 뭉쳐있는 기하학적 구조를 가진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산화 그래핀과 같이 2차원의 기하학적 구조를 가진 탄소
시트를 제작 하는 것이므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열법을 통해
탄소 시트가 제작되는 메커니즘을 다시 한 번 분석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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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탄소 시트 합성 메커니즘

아래 그림 10은 상향식 접근법을 통한 수열법 공정 시 빌딩
블록의 재결정 메커니즘을 도시하고 있다.

그림 10 수열법에서의 탄소 시트 합성 메커니즘

2차원의 탄소 시트가 제작되기 위해서는 고온, 고압 조건하에
수용액 상에서 결정 핵(Nuclei)이 존재해야 하며, 이 결정 핵을 중심으로
빌딩 블록의 기능기가 환원되며 중합 반응이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그림6에서 볼 수 있듯이 용질의 농도가 30wt%, 50wt% 일 때, 수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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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전 후에 동일한 액체 상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결정
핵을 중심으로 수직 방향으로 가해지는 압력에 대하여 평면 방향으로
용질의 기능기가 환원을 통한 중합 반응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탄소 시트 합성 메커니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충분한 결정
핵이

존재하지

Glucose를

않았다고

첨가하여

판단된다.
실험을

따라서

아래

진행하였다.

그림

11과

Glucose는

같은

1,2,3-

Trihydroxybenzene과 유사하게 육각형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표면에
더 많은 기능기가 존재하므로 결합을 유도할 수 있는 결정 핵의 역할을 잘
수행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림 11 Glucose와 1,2,3-Trihydroxybenzene의 원자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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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용질의 비율

두께가 균일한 2D 형태의 탄소 시트 제작을 위하여 결정 핵
역할을 해줄 수 있는 Glucose를 첨가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 때
Glucose와 1,2,3-Trihydroxybenzene의 비율을 새로운 공정 변수로
설정하였고,

용질의

비율은

Trihydroxybenzene가
(30:40)wt%로

하여

아래

그림

(15:35)wt%,
전체

용질의

12와

같이

Glucose:1,2,3-

(20:30)wt%,

무게

백분율이

(20:40)wt%,

50wt%,

60wt%,

70wt%가 되도록 수열법 공정을 수행하였다.

그림 12 Glucose와 1,2,3-Tryhdroxybenzene의 비율에 따른 수열법 공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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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그림 12에서 보듯이 공정 전 후에 액체 상에서 고체
상으로 상 변이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이전과 동일하게 용질의 비율에
대한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AFM측정을 하여 제작된 탄소 시트의
기하학적 구조를 확인하였다.

그림 13 Glucose : 1,2,3-Trihydroxybenzene – (15:35)wt%에서의 AFM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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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Glucose : 1,2,3-Trihydroxybenzene – (20:30)wt%에서의 AFM 이미지

그림 15 Glucose : 1,2,3-Trihydroxybenzene – (20:40)wt%에서의 AFM 이미지

16

그림 16 Glucose : 1,2,3-Trihydroxybenzene – (30:40)wt%에서의 AFM 이미지

그림 13~그림 16은 Glucose와 1,2,3-Trihydroxybenzene의
비율에 따른 AFM 측정 결과이다. 1,2,3-Trihydroxybenzene 만을
이용했을 때와 비교하여 전체적으로 균일한 두께의 탄소 시트가 제작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Glucose

결정

핵을

중심으로

1,2,3-

Trihydroxybenzene이 평면 방향으로 중합 반응을 통한 재 결정화가 잘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전체 용질이 50wt%를 이루고 있는 (15:35)wt%, (20:30)wt%
의 경우 4nm~6nm의 얇은 두께를 가진 탄소 시트가 합성되었으며 전체
용질의 무게 백분율이 60wt%, 70wt%로 증가할수록 두께 방향으로의
합성이 증가 하였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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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무게 백분율 비율에 대한 표본 추출을 수행하였고 이 때
길이와 두께에 대한 통계는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17 Glucose : 1,2,3-Trihydroxybenzene – (15:35)wt%에서의 길이 및 두께 분
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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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Glucose : 1,2,3-Trihydroxybenzene – (20:30)wt%에서의 길이 및 두께 분
포도

그림 19 Glucose : 1,2,3-Trihydroxybenzene – (20:40)wt%에서의 길이 및 두께 분
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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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Glucose : 1,2,3-Trihydroxybenzene – (30:40)wt%에서의 길이 및 두께 분
포도

180
160

Average Aspectratio

140
120
100
80
60
40
20
0
30wt%

50wt%

15:35wt%

THB only

20:30wt%

20:40wt%

Glucose : THB

그림 21 용질의 종류와 비율에 따른 평균 종횡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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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wt%

지금까지 산화 그래핀과 같은 탄소 시트 제작을 위한 최적화
실험을

수행하였다.

Glucose와

표본

추출을

통한

1,2,3-Trihydroxybenzene의

크기와

두께의

무게

통계

백분율의

결과
비율이

(20:30)wt%일 때 평균 두께는 약 580nm, 두께는 3.6nm, 종횡비가
170으로 가장 얇고 길이가 긴 탄소 시트가 합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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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기하학적 구조

최적화된

조건에서

제작된

탄소

시트를

TEM(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을 이용하여 기하학적 구조를 측정하였다.

그림 22 Glucose : 1,2,3-Trihydroxybenzene – (20:30)wt%에서의 TEM 이미지

TEM 측정 결과 이전의 AFM 측정과 유사하게 수 백 nm의 길이를
가진 탄소 시트를 측정할 수 있었고, 2~3 층의 산화 그래핀과 같은 탄소
시트가 겹쳐져 있음을 확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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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화학적 구조

최적화 공정을 통해 제작된 탄소 시트의 산소 기능기를 확인하기
위해 XPS(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를 측정하였다. 탄소
시트의 XPS 측정 결과는 그림 23(a)와 같으며 그림 23(b)의 산화
그래핀과

같이

히드록시

카르보닐

그룹(C=O),

그룹(C-O(OH)),

카르복실

에폭시

그룹(O=C-OH)로

확인하였다.

23

그룹(C-O-C),
이루어

진

것을

그림 23 탄소 시트 및 산화 그래핀 XPS 측정 결과 (a) Glucose : 1,2,3Trihydroxybenzene –(20:30)wt%, (b) 산화 그래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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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열 전지(Thermocell)
3.1 열 전지 원리

온도차

부식

전지(Thermogalvanic

cell)

또는

열-전기화학

전지(Thermo-electrochemical cell)로도 알려진 열 전지는 열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직접 변환하는 전기화학 전지이다. 열 전지의 작동원리는
그림 24와 같이 두 전극 사이의 온도 차이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전해질의
산화 환원 반응을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뜨거운
전극에서는 다음과 같이 전해질의 Fe(𝐶𝑁)6 −4 → Fe(𝐶𝑁)6 −3 + 𝑒 − 산화
반응이 일어나며, 상대적으로 차가운 전극에서는 다음과 같이 Fe(𝐶𝑁)6 −3 +
𝑒 − → Fe(𝐶𝑁)6 −4 환원 반응이 일어나 두 전극 사이의 전위 차이가
발생한다. 이 전위 차에 의해 전자는 외부 회로로 흐르게 되고 이온은
전해질을 통해 반대편 전극으로 이동한다. [13,14]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전해질은 ferry/ferrocyanide ( Fe(𝐶𝑁)6

−4

/Fe(𝐶𝑁)6

−3

) 이며 물에 0.4M의

농도로 용해되어 있는 수용액을 이용하였다. 그림 25와 같이 열 전지에서
발생되는 개방 전압(Open-circuit voltage)는 온도 차이에 비례하며, 온도
차이 당 1.43mV의 전압을 발생시키는 열전 계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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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열전지 작동 모식도

그림 25 ferry/ferrocyanide 0.4M 전해질 및 열전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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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열 전지 제작 및 측정
전극과 전해질 사이 온도 의존성에 기인한 열 전지의 전력 생산
시 우수한 전력 생산 효율을 위해서는 열 전지의 내부 저항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제작된 탄소 시트의 옴(Ohmic) 저항을 줄이기 위해
그림 26와 같은 진공 열처리 장비에서 아르곤(Ar)을 분위기 가스로
사용하여 1000℃에서 추가적인 탄화 과정을 수행하였다.

그림 26 진공 열처리 장비 이미지

그림 27은 제작된 탄소 시트의 탄화 전, 후의 모습을 나타낸다.
추가적인 열처리 과정을 통해 탄소 시트 안에 존재한 수소와 산소
기능기가 제거되면서 공정 결과물이 팽창하였고, 이로부터 얇은 박막
형태의 필름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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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진공 열처리 장비의 탄화 공정 전 후 이미지

그림 28은 탄화 공정을 통해 제작된 필름을 SEM(Scanning
Electron Microscopy)을 통해 측정한 결과이다. 수 마이크로의 두께를
갖는 필름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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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탄화 과정 후 탄소 시트의 SEM 이미지

정확한 열 전지의 전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전극과 전극 사이의
적당한 온도차이가 존재 해야하고, 외부 회로가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전해질이 누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그림 29와 같은

지그(Jig)를 이용하여 열 전지 셀(Cell)을 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작된 탄소 시트를 양쪽의 SUS(Stainless steel)로 제작된 집전 장치에
부착하여 외부 회로를 구성하고 가운데는 플라스틱 스페이서와 O-ring을
두어 전해질이 새어 나오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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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열 전지 측정 지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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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열 전지 측정 결과

제작된 열 전지 셀에 외부 저항을 직렬로 연결하고, 외부 저항
값을 변화시켜가며 그에 따라 측정되는 전압-전류-전력 그래프 이다. 이
때 양쪽 전극의 온도차이는 20℃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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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외부 저항에 따른 열 전지의 전압-전류-전력 측정 결과 (a) 탄화 공정
전, (b) 탄화 공정 후

그림 30 (a), (b)는 탄화 전 후의 측정 결과를 각각 나타내고
있으며 아래 표 2는 열 전지 셀의 내부 저항과 전극 질량 당 생산하는
최대 비 출력 결과 이다. 1000 ℃ 에서 탄화 과정을 통해 탄소 시트 내부
저항은 350Ω에서 31Ω으로 감소하여 전기 전도성의 증가가 있었으며 최대
비 출력은 0.31W/kg에서 2.2W/kg으로 약 7배의 증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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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탄과 공정 전 후의 내부 저항 및 질량당 최대 비 출력

탄소 시트의 내부 저항 감소와 이에 따른 최대 비 출력의 증가는
탄화 과정을 통한 산소 기능기의 환원이 있기 때문이다. 그림 31(a),
(b)의 XPS 측정 결과를 통해 탄화 전 후의 산소 기능기 변화를
확인하였으며 탄화 과정 전의 탄소, 산소의 질량 비율은 62%, 38%
였으나 탄화 과정 후에는 80%, 20%가 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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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탄화 공정 전 후의 XPS 측정 결과 (a) 탄화 공전 전, (b) 탄화 공정 후

그림 32 환원된 산화 그래핀, 탄화 공전 전 후의 탄소 시트의 질량 당 최대 비 출
력 결과 비교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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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는 산소 기능기가 환원된 탄소 시트와 환원된 산화
그래핀(Reduced Graphene Oxide)의 질량 당 열 전지의 최대 비 출력을
비교한 그래프이다. 본 연구에서 제작된 전극은 환원된 산화그래핀의
60%의 성능을 나타내었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1,2,3-Trihydroxybenzene, Glucose와 소량의 물
만을 이용해 유독 가스, 중금속 및 산 폐수를 배출하지 않으며 짧은 공정
시간 동안 산화 그래핀과 같은 탄소 시트를 제작하였다. 표 3은 산화
그래핀 제작 공정과 본 연구에서 수행한 탄소 시트 합성 공정을 비교한
표이다. 1kg의 탄소 시트 제작 시 필요한 물의 양은 2.3L으로 산화
그래핀(160L~460L)보다 약 80배 이상 적은 수치 이며 공정 시간은
4시간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생산 단가로 환산하면 216.8원/g으로
산화 그래핀(150,000원/g~300,000원/g)과 비교하여 매우 경제적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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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산화 그래핀 제작 공정과 탄소 시트 제작 공정 비교

제작된 탄소 시트는 평균 580nm의 길이와 3~4nm 두께를
가지는 2차원의 기하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히드록시 그룹, 에폭시
그룹, 카르복실 그룹의 산소 기능기로 이루어져 산화 그래핀과 유사한
기하학적, 화학적 구조를 가진다. 열 전지의 전극으로 탄소 시트를 적용해
보았을 때 열 처리를 통한 환원 과정을 이용하여 약 7배 정도의 질량당
최대 비 출력의 증가가 있었다. 환왼 된 산화 그래핀과 비교했을 때
60%에 해당하는 성능을 나타내었으나 뛰어난 생산성, 경제성, 친환경적인
공정 방법으로 대량 생산의 관점에서 비교 우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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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raphene oxide is a two-dimensional honeycomb structure of
covalent bonded carbon atoms, which is consisted of abundant oxygen
functional groups, such as hydroxyl groups, epoxy groups, carbonyl
groups and carboxyl group. This unique structure contributes to large
specific surface area, stable aqueous colloidal suspension and
chemically

reactive

sites

for

functionalization.

Also,

various

dimensional macroscopic graphene structure can be synthesized using
graphene oxide colloidal suspension through filtration or hydrothermal
method. The intrinsic electrical, thermal conductivity of graphene oxide
structure can be recovered by heat treatment or chemical reduction
process. These are the main reason why graphene oxide can be used
at various applications, such as transparent electrodes, heaters, water
treatment

membrane,

energy

storage

device

electrodes

and

nanocomposites.
Most reported synthesis method of graphene oxide is chemical
exfoliation method using strong oxidizing agent which expand the
distance of graphite interlayer. The monolayer of graphite separated
from graphite interlayer, called graphene oxide, can be dispersed in

39

aqueous solution during ultrasonication. But the characteristic of
chemical exfoliation using strong oxidizing agents demands long
reaction times, a lot of water for neutralization and causes toxic gases,
hazardous heavy metal, acid wastewater. These inevitable problems
decrease productivity, economical efficiency for mass production.
This paper suggests eco-friendly synthesis method of graphene oxide
like carbon sheet via hydrothermal process that prevents produce of
toxic gases, heavy metal, acid wastewater and reduces reaction time.
Only 1,2,3-Trihydroxybenzene, Glucose, and a small quantity of water
were used to fabricate graphene oxide like carbon sheet. This synthesis
method of carbon sheet via hydrothermal method is bottom-up
approach for growth of building blocks through polymerization. Under
high

temperature

and

pressure,

the

building

blocks,

1,2,3-

Trihydroxybenzene, Glucose could be linked to each other.
The microstructures and morphologies of carbon sheet were
characterized

by

TEM(Transmission

SEM(Scanning
Electron

Electron

Microscopy),

Microscopy),

AFM(Atomic

Force

Microscope) . FT-IR(Fourier-Transform Infrared Spectroscopy),
XPS(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were employed to analy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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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hemical structure of carbon sheet.
Finally, carbon sheet synthesized by hydrothermal process was
used to fabricate thermocell electrodes. The maximum specific power
of carbon sheet electrodes was measured and compared to graphene
electrodes. A thermocell, also known as thermogalvanic cell or
thermo-electrochemical cell consists of two electrodes operating at
different temperatures and placed in contact with redox-based
electrolyte.

The inter-electrode temperature difference causes

difference in the redox potential of the electrolyte, generating electrical
power.
The price of carbon sheet fabricated through hydrothermal
process is $0.2 per gram which is about 700 times cheaper than
commercial graphene oxide($150~$200). Also, the synthesized
method suggested in this paper requires only 4hours reaction time and
discharge no toxic gas, heavy metal, but dispose only wastewater
2.3L/kg which is about 80 times less than the fabrication method of
graphene oxide. Besides, the maximum specific power of carbon sheet
electrodes has similar performance to graphene electr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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