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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present a method of graphene synthesis with high thickness uniformity using the thermal chemical vapor

deposition (TCVD) technique; we demonstrate its application to a grid supporting membrane using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TEM) observation, particularly for nanomaterials that have smaller dimensions than the pitch of commercial grid

mesh. Graphene was synthesized on electron-beam-evaporated Ni catalytic thin films. Methane and hydrogen gases were used

as carbon feedstock and dilution gas, respectively. The effects of synthesis temperature and flow rate of feedstock on graphene

structures have been investigated. The most effective condition for large area growth synthesis and high thickness uniformity

was found to be 1000oC and 5 sccm of methane. Among the various applications of the synthesized graphenes, their use as

a supporting membrane of a TEM grid has been demonstrated; such a grid is useful for high resolution TEM imaging of

nanoscale materials because it preserves the same focal plane over the whole grid mesh. After the graphene synthesis, we were

able successfully to transfer the graphenes from the Ni substrates to the TEM grid without a polymeric mediator, so that we

were able to preserve the clean surface of the as-synthesized graphene. Then, a drop of carbon nanotube (CNT) suspension

was deposited onto the graphene-covered TEM grid. Finally, we performed high resolution TEM observation and obtained clear

image of the carbon nanotubes, which were deposited on the graphene supporting membr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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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그래핀(Graphene)은 탄소원자들이 2차원 판상 구조에 육

각형의 기본 형태로 배열되어 있는 원자 한 층의 나노

재료로서, 우수한 역학적 강도와 화학적, 열적 안정성 및

뛰어난 전기 전자적 성질 등 우수한 물성으로 인하여 다

양한 분야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1,2) 이러한 그래핀을 얻

는 방법에는 물리·화학적 박리(Exfoliation), 열화학증기

증착법(Thermal chemical vapor deposition, TCVD), 플

라즈마 CVD, 탄화규소의 열처리에 따른 흑연화, 산화흑

연물의 환원 등과 같은 방법들이 알려져 있으며,3~8) 그

래핀의 산업적 응용을 위해서는, 대면적으로 두께의 균

일도가 높은 그래핀을 얻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

고 있다. 일반적으로, 물리적 박리법으로 얻어진 그래핀

은 높은 결정성을 나타내고 있으나, 산업적 응용을 위한

대면적 생산에는 부적합하며, 화학적 박리법 및 산화흑

연의 환원법 등은 대량의 그래핀을 얻을 수는 있으나, 처

리 도중에서 생기는 구조적 결함 등으로 인해 결정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탄화규소 및 기타 금속기판을 이

용한 그래핀의 에피택시얼 성장법은 낮은 생산성 및 높

은 가격 등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대면적 합성을 위해서는 TCVD방법이 그 중 가

장 적합한 것으로 인식되어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

으나, 아직도 다양한 합성변수의 제어를 통한 고순도 그

래핀의 안정적 합성 및 합성 메커니즘 규명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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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래핀의 차세대 응용으로는 센서, 메모리 등 광범위

한 기능성 소자로서의 가능성도 제시되고 있을 뿐만 아

니라, 기존의 디스플레이, 터치스크린, 태양전지 등의 투

명전극에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인듐주석산화물(ITO)

의 대체 물질로도 주목을 받고 있다.9~11) 한편, 극미세 나

노재료의 미세구조분석을 위한 투과전자현미경(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TEM) 그리드는 나노재료를 안정적

으로 지지함과 함께 정확한 초점면(focal plane)을 유지

하는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그리드 메쉬 또한 시료의

크기에 대응하여 나노스케일의 미세한 간격으로 직조되

어야 하지만 제조가 어렵고 고가인 단점이 있다. 이를 해

결하기 위한 하나의 제안으로 한 방향으로 정렬된 탄소

나노튜브(carbon nanotubes; CNT)막을 수직으로 교차하여

약 200 nm의 간격을 갖는 메쉬를 제작하여 나노재료의 고

해상도 TEM 이미지를 얻고자 하는 연구가 최근 보고되

었다.12) 하지만 CNT를 이용한 메쉬는 여전히 수 나노미

터 스케일의 극미세 시료를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을 뿐

만 아니라 제조 공정상 대량제작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그래핀의 최적 합성조건을 도출하고, 합

성된 그래핀을 TEM 그리드 위에 전사(Transfer)하여 나

노미터 스케일의 극미세 시료가 TEM 그리드의 메쉬 사

이로 빠져 나가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그리드 전체에

서 정확한 초점면을 유지하여 고해상도 TEM 이미지를 얻

는 것이 가능함을 제시하였다. 

2. 실험 방법

그래핀 합성을 위한 기판으로는 SiO2층이 존재하는 실

리콘 웨이퍼 위에 전자빔 증착법을 이용하여 두께 300 nm

의 니켈박막을 증착하여 사용하였고, 합성은 직경 1 인

치의 퀄츠 튜브로 제작된 수평 TCVD 장치를 사용하였

다. 합성 순서로는 합성용 기판을 1 cm × 1 cm 크기로 절

단하여 TCVD 챔버에 넣은 후, 로터리 펌프를 이용하여

기저 압력을 5 × 10−2 Torr 이하로 유지한 후, 아르곤(Ar,

900 sccm)과 수소(H2, 100 sccm)의 혼합가스를 흘려주며

대기압 상태로 만들고, 이후 퀄츠 튜브 내의 압력은 상

압으로 유지하였다. 합성은 850~1000ºC의 온도범위에서 실

시하여 최적의 합성온도를 조사하였고, 아르곤과 수소가

스를 각각 500 sccm의 유량으로 흘려주며 20ºC/min의 속

도로 승온하였다. 합성온도에 도달한 후에는 아르곤과 수

소가스의 유속을 유지하며 30분 동안 기판을 열처리하는

단계를 갖는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고온 열처리는 기판 위

의 니켈 촉매층이 결정화 되며 입계면을 형성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13) 이후 합성단계에서는 원료가스인 메탄

(CH4)의 유량을 5~30 sccm으로 변경하여 최적의 메탄 유

량을 조사하였고, 수소 가스는 1500 sccm으로 일정한 유

량을 흘려주며 5분 동안 합성하였다. 냉각속도는 노냉을

통하여 4ºC/min으로 일정하게 유지하였다.

합성된 그래핀은 분석의 용이함 및 극미세 나노재료 분

석용 TEM 그리드의 멤브레인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실

리콘 산화막 웨이퍼 및 상용 TEM 그리드 위에 전사

(Transfer)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최적조건으로 합성

된 그래핀 필름이 전사될 TEM 그리드로는 니켈 400-

mesh (1GN400; Pyser-SGI)를 사용하였다. 전사공정의 순

서는, 그래핀이 합성된 기판을 75ºC, 3M의 수산화칼륨수

용액(KOH) 속에 넣어 그래핀/니켈 박막층을 실리콘 산화

막 웨이퍼로부터 분리해 낸 후, 1M의 염화철수용액(FeCl3)

을 이용하여 니켈을 추가로 식각하게 되면 용액의 표면

에 떠 있는 그래핀만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그 후 전사

하고자 하는 임의의 기판으로 그래핀을 떠 올림으로써

전사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그래핀의 분석은 광학현미경(EPIPHOT200, Nikon), 원

자간힘현미경(Atomic force microscope; AFM, XE-70,

Park Systems), 투과전자현미경(JEM 2100F, JEOL), Raman

분광기(ARAMIS, HORIBA) 등을 이용하였다. AFM은

비접촉식 탭핑(Tapping) 모드로 분석을 하였으며, TEM은

200 keV의 가속전압을 이용하였고, 라만분광 측정은 여

기파장 532 nm, 직경 1 µm의 레이져를 이용하여, 동일

위치에서 3회 측정한 평균값을 데이터로 이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Fig. 1은 그래핀의 합성 양상을 살펴보기 위한 실험결

과로서, Fig. 1(a)는 실리콘 산화막 기판 위에 그래핀 합

성촉매인 니켈박막을 증착한 후의 광학현미경 이미지이

다. Fig. 1(d)는 동일샘플의 AFM이미지로서, 측정된 평

균조도(Ra)는 2.14 nm로 상당히 매끄러운 표면을 나타내

고 있다. 이는 그림 내 AA’선의 height profile인 Fig.

1(g)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들을 1000oC 에

서 30분간 어닐처리를 하게 되면, 광학현미경 상으로는

니켈박막의 결정화로 인하여 결정입계가 관찰되며(Fig.

1(b)), AFM관찰 결과(Fig. 1(e)) 표면조도는 훨씬 거칠어

졌으며, 약 2-5 µm의 크기를 갖는 도메인들이 형성된 것

을 알 수 있으며, BB’선의 height profile에서도 동일한

사항을 알 수 있다(Fig. 1(h)). 그래핀 합성 후에는 기판

의 전면에 단층 및 다층의 그래핀들이 존재하는 것을 광

학현미경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니켈박막 위에 합성

된 그래핀의 광학현미경 상의 명암은 그래핀의 층수에 따

라 차이가 나며, Fig. 1(c)에서 단층 그래핀의 경우 투명

에 가까운 매우 옅은 회색을 나타내지만, 그래핀의 층수

가 증가할수록 짙은 회색으로 변하게 된다. AFM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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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합성된 그래핀의 주름이 니켈의 결정립계를 지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Fig. 1(f)). 그래핀의 주름은 CC’

선의 height profile에서 알 수 있듯이 약 2-3 nm의 높이

를 갖고 있으며(Fig. 1(i)), 일반적으로 냉각과정에서 기

판과의 온도차이에서 형성된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결

과를 통해 그래핀 필름이 니켈의 결정립계를 지나 샘플

의 전면에 합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래핀의 층수를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고 최적의 합성

조건을 찾기 위하여, 합성온도와 가스유량을 변화시켜 합

성된 그래핀을 실리콘 산화막(두께 300 nm)이 존재하는 실

리콘 웨이퍼 위로 전사하였다. 일반적으로 그래핀이 실리

콘 산화막 위에 놓이게 되면, 그래핀과 산화막에서의 다

중반사에 의한 빛의 간섭효과 때문에 광학이미지의 명암

은 그래핀의 층수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며, 그래핀이 니

켈 위에 있을 때보다 훨씬 명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14,15)

예를 들면, Fig. 2(a)에서 단층 그래핀의 경우 옅은 분홍

색을 나타내지만, 그래핀의 층수가 증가하게 되면 짙은 분

홍색으로 나타나다가, 층수가 15겹 이상으로 더욱 두꺼워

지면 흰색이 가해진 밝은색을 나타내게 된다. 또한 그래핀

의 라만스펙트럼의 강도 또한 상당히 증가하게 되어 샘플

의 분석이 용이하다고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그래핀을

라만분광기로 분석을 하게 되면 1350, 1600, 2680 cm−1 근

처에서 주요 피크를 볼 수 있는데 각각 D, G, G' (또는

2D)-band라고 불린다. D-band는 탄소나노튜브나 그래핀과

같은 탄소체에 존재할 수 있는 비정질 탄소나 끊어진 탄

소-탄소 결합 등과 같은 구조적 결함(structural defects)과

관련된 피크이고, G-band는 sp2결합을 하는 탄소 구조체

Fig. 1. The difference of ((a), (d), and (g)) as-deposited, ((b), (e), and (h)) high-temperature-annealed Ni thin films, and ((c), (f), and (i))

synthesized graphene film. (a), (b), and (c): optical microscope images. (d), (e), and (f): AFM images. (g), (h), and (i): height profiles

of marked line in the corresponding AFM images of (d-f). 

Fig. 2. Optical microscope images of transferred graphene films

that synthesized at different temperatures of (a) 1000oC, (b) 900oC,

and (c) 850
o
C. (d) Raman spectra show the effect of synthesis

temperature on graphene stru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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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탄소-탄소결합 사이의 분자진동(tangential stretching

mode)과 관련한 피크이다.16) D-band의 중첩형태인 G'-band

는 D-band 진동모드의 2차 산란에 의한 피크로서, 단층

그래핀의 경우 단일 Lorentzian profile로 피크가 나타나게

되지만, 두 겹 이상이 되면 다 수의 피크들이(sub-bands)

중첩이 되어 단층 그래핀과는 확연이 다른 형태를 보이

게 되고, 피크의 위치도 2700 cm−1 또는 그 이상으로 이

동하는 것이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보고 되었다.16~18)

그리고, D와 G-band 피크의 강도 비(intensity ratio)로

부터 합성된 그래핀의 구조결함의 정도를 정성적으로 추

정할 수 있으며, G와 G'-band 피크의 강도 비(intensity

ratio)로부터 그래핀의 층수를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17,18) 예를 들면, 단층 그래핀은 G보다 G'피크

의 강도가 높게 나타나고, 층수가 증가함에 따라 그 차

이가 감소하게 되며, 다층 그래핀의 경우는 G'보다 G피

크의 크기가 더욱 크게 나타난다. 이러한 분석 방법을 이

용하여 합성된 그래핀의 구조적인 특징을 명확하게 분석

하는 것이 가능하며, 합성 후 그래핀의 두께 균일도를 평

가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이용된다. 광학현미경 관찰 결

과와 라만스펙트럼의 결과가 일치하는 점은 본 연구그룹

의 선행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19) 

Fig. 2(a-c)에 합성온도를 각각 850, 900, 1000ºC로 변경

하여 합성하고, 실리콘 산화막 위에 전사한 후의 광학현미

경 이미지를 나타내었으며, 각각의 온도에서 합성된 그래

핀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부분의 전형적인 라만

스펙트럼을 Fig. 2(d)에 나타내었다. 합성온도가 1000ºC인

경우 75-80% 이상의 면적에서 단층 그래핀(옅은 분홍색)

이 합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수십 겹에 이르는

매우 두꺼운 그래핀(흰색)도 극히 일부분 합성되는 것을

알 수 있다(Fig. 2(a)). 온도를 900ºC로 낮추어 합성하게

되면 10겹 전후의 겹수를 가지는 그래핀(짙은 분홍색)의

면적이 다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2(b)).

이와 같이 1000ºC에서 합성한 그래핀이 900ºC에서 합성

한 그래핀보다 단층 그래핀의 면적이 훨씬 넓은 것과 함

께 국소적으로 매우 두꺼운 다층 그래핀(흰색)이 합성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고온에서 탄소가 니켈 촉매금

속에 과포화 용해되었다가 냉각 시 그래핀의 형태로 석

출된다는 그래핀 형성 메커니즘을 고려할 때, 촉매금속

표면에서 석출된 탄소원자의 표면확산이 1000ºC에서 보

다 활발하게 일어난 결과라고 사료된다. 반면 온도를

850ºC로 낮추어 합성한 경우에는 그래핀이 합성되지 않

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Fig. 2(c)), 라만분석 결과에

서도 재차 확인이 되었다(Fig. 2(d)). 이는 850ºC이하의 온

도에서는 탄소원료가스인 메탄을 분해시키기 위한 열적 에

너지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 그래핀이 합성되지 않은 것

으로 사료된다.

Fig. 3은 그래핀 합성에 있어서 메탄 유량의 영향을 알

아보기 위한 실험결과로서, 합성은 1000ºC에서 이루어졌

다. 동일한 합성온도는 메탄가스의 열 분해(thermal decom-

position) 정도를 일정하게 하므로, 그래핀 합성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오직 촉매로 유입되는 탄소의 유량에 좌우하

게 되며, 이는 곧 합성된 그래핀의 품질 즉, 두께에 영향

을 미치게 됨을 예상할 수 있다. 메탄의 유량이 5 sccm

(Fig. 3(a))에서 15 sccm (Fig. 3(b)), 30 sccm (Fig. 3(c))

으로 많아질수록 단층 그래핀의 면적비가 감소하며, 다층

그래핀의 점유율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3(d)에 각각의 메탄유량으로 합성된 그래핀에서 가장 넓

은 면적을 차지하는 부분의 전형적인 라만 스펙트럼을 나

타내었다. 결과적으로, 메탄의 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촉

매로 유입되는 탄소의 양이 증가하게 되고, 이렇게 증가

된 과포화 탄소의 석출로 인하여 다층 그래핀이 형성되

는 것으로 사료된다. 실험결과 메탄의 유량이 5 sccm일 때

단층 그래핀의 면적 점유율이 75% 이상으로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위의 실험결과들을 바탕으로 단층 그래

핀의 최적 합성온도는 1000ºC, 최적의 메탄유량은 5 sccm

임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합성된 그래핀의 TEM 이미지를 Fig. 4에 나타

내었다. 합성된 그래핀 필름은 TEM 그리드 위에 전사함

으로써 직접 관찰하는 것이 가능하였고, 그래핀의 가장자

리(edge)를 관찰함으로써, 단층(Fig. 4(a)), 두층(Fig. 4(b))

및 다층의 그래핀이 한 샘플 안에 공존함을 알 수 있었다.

투과전자현미경은 시료의 미세구조관찰, 화학성분 분석,

전자기적 특성평가가 가능한 초정밀 분석장비이다. 그러나

시료가 나노미터 스케일의 극미세 물질인 경우, 그 물질

이 그리드 메쉬 사이로 빠져 나가지 않고 지지될 수 있

Fig. 3. Optical microscope images of transferred graphene films

that synthesized at different CH4 flow rates of (a) 5 sccm, (b)

15 sccm and (c) 30 sccm. (d) Raman spectra show the effect of

methane flow rates on graphene stru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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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시료의 크기에 대응하여 미세한 간격으로 직조되어

야 하므로 제조가 어렵고 고가인 단점이 있다. 또한 기

존의 상용화된 비정질 탄소막이 증착된 그리드의 경우 탄

소막의 두께가 수 백 나노미터에서 수 마이크로미터에 이

르기 까지 두꺼워 탄소나노재료나 극미세 시료의 분석 시

선명한 고해상도 이미지를 얻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이

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합성 그래핀을 범용의 저가

400-mesh 그리드 위로 전사하여 그래핀 지지체를 형성함

으로써 극미세 물질이 메쉬 사이로 빠져 나가는 것을 방

지하고, 샘플이 그리드 위에 존재함으로써 일정한 초점면

(focal plane)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Fig. 5(a)는 관찰하고

자 하는 극미세 재료로서 탄소나노튜브를 선택하여, TEM

그리드 멤브레인으로서 그래핀의 유용성 실험에 대한 모

식도를 나타내었다. Fig. 5(b)는 그래핀이 전사된 TEM

그리드의 저배율 SEM 이미지이며, Fig. 5(c)는 탄소나노

튜브가 그리드의 메쉬(grid wire) 부분과 전사된 그래핀 위

에 분산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는 SEM 이미지이다. Fig.

5(c)의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의 고해상도 이미지를 Fig.

5(d)에 나타내었으며, 이를 통하여 극미세 시료인 탄소나

노튜브가 그래핀 지지체 위에 안정적으로 지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종적으로 동일 샘플을 TEM 관

찰한 결과, 그래핀 멤브레인 위에 존재하는 탄소나노튜브

의 겹 수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의 선명한 고해상도 이

미지를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Fig. 5(e)), 이는 탄

소나노튜브가 동일한 초점면에 놓여 있어서 얻은 결과로

생각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니켈박막 위에 TCVD법을 이용하여 최

적의 그래핀 합성조건을 도출하였으며, 합성된 그래핀을

극미세 나노물질의 투과전자현미경 관찰용 그리드 멤브레

인 재료로 응용하고자 하였다. 최적의 합성조건을 찾기 위

해서 합성온도를 변화시킴으로써 탄소원료가스의 분해 정

도와 탄소원자의 표면확산 정도를 제어하였고, 탄소원료

가스의 유량을 제어함으로써 합성되는 그래핀의 두께를 제

어하였다. 실험 결과, 합성온도 1000ºC, 메탄유량 5 sccm

의 조건에서 약 75% 이상의 높은 면적 비로 단층 그래

핀이 형성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합성한 그래핀을 범용의

TEM 그리드로 전사하여 나노미터 스케일의 극미세 시료

를 안정적으로 지지하는 동시에 정확한 초점면을 유지시

킴으로써 극미세 시료의 고해상도 투과전자현미경 이미지

를 얻을 수 있었다.

Fig. 4. Representative TEM images show (a) mono- and (b) bi-

layered graphenes.

Fig. 5. (a) Schematic illustration showing the fabrication of the

graphene-supported TEM grid. (b) and (c) are SEM images of CNTs

on graphene-supported TEM grid with low- and high-magnification,

respectively. (d) High magnification SEM image of dashed region in

(c) shows CNT are well supported by the transferred graphene

membrane. (e) High resolution TEM image reveals the number of

walls in C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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