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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화학적 증착방법으로 구리기판 위에 그래핀을 형성하고 일반적인 전사방법을 이용하여 그래핀 박막을 제작하였

다. 메탄과 수소 가스의 유량비에 따른 특성에 대하여 라만 분석법을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메탄의 유량이 많을수록 

그래핀의 형성이 잘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수소의 양이 증가할수록 D (1350 cm-1), G (1580 cm-1) 대역이 증가

하였으며, 상대적으로 메탄의 유량비가 증가할수록 2D (2700 cm-1)의 픽이 강도가 증하였다. D (1350 cm-1)은 결함과 

관련되어 있는 픽이다. 그래핀의 단층확인은 G/2D의 비율이 작을수록 그래핀이 단일박막임을 알 수 있고, 200도에

서 열처리 후 0.55의 값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래핀 채널 트랜지스터를 제작한 결과 p 형 반도체로서의 전

달특성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ABSTRACT

Graphene thin film was prepared on the copper foils by chemical deposition, and the characteristic of graphene 
depending on H2 and CH4 gas flow rates was analyzed by the Raman spectra. The graphene formation was improved 
with increment of methan gas flow rates. The increment of hydrogen gas flow rate made high intensity of D(1350 cm-1) 
and G(1580 cm-1). The peak of D(1350 cm-1) is related with the defects, and the 2D(2700 cm-1) increased depending on 
the  increment of amount of methan gas flow rate. The rate of G/2D indicates the quality of garphene to like a 
monolayer, and the small value of G/2D means better grapheme. The G/2D of graphene after annealed at 200℃ was 
0.55 and improved the characteristic of graphene than the deposited-grapnene. Thin film transistor with graphene as an 
active channel was p-type semiconductor. 

키워드 : 그래핀, 구리부식액, 전사, 트랜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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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그래핀은 2차원 구조로 탄소가 6각형 벌집 모양으로 

배열된 구조를 가지며, 두께는 원자 한층 정도이다. 그
래핀은 전도띠와 가전자띠가 한점에서 만나고 에너지

와 역격자의 k 벡터가 선형적으로 비례하는 에너지 구

조를 가진다. 이로 인해 그래핀은 매우 빠른 전하 이동

도를 가지며, 원자 한층의 두께임에도 불구하고 약 

2.3%의 빛을 흡수할 수 있으며 자외선 영역부터 적외선 

영역까지의 넓은 파장대의 빛을 흡수 할 수 있다. 이처

럼 아주 얇고, 규칙적인 탄소 결정구조는 그래핀의 물

리적, 화학적, 기계적, 열적 특성 등이 매우 뛰어나게 만

든다. 
또한 얇은 두께로 인하여 가시광선 영역에서 그래핀 

한 층의 투과도는 97.7%에 이르며, 이러한 특성으로 인

하여 태양전지, 터치스크린, 등 투명전극으로의 응용 

가능성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1]-[4]. 특히 그래핀

은 현재 투명전극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인듑틴

산화막(ITO)로 구현하기 힘든 유연성 있는 디스플레이

의 어플리게이션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많은 기

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그래핀의 응용은 가장 먼저 그래핀의 생산이 

안정적이고 원활히 이루어질 때 실질적으로 가능할 것

이다. 하지만. 탄소로 이루어진 그래핀의 성장은 제한

된 기판 위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성장이 이루어진 그

래핀을 다른 기판에 전사기켜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그래핀 전사방법에는 직접전사, 유기용매전사, 금속전

사, 망전사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이 중에서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전사방법으로는 직접전사, 유
기용매 (PMMA) 전사방법이 있다. 직접전사의 경우 니

켈 위에 성장된 다층의 그래핀을 전사시킬 때 많이 사

용되는 방법으로 니켈 에천트에 전사시킬 그래핀을 띄

워 니켈을 녹인 후 원하는 기판을 이용하여 전사하는 

간단한 방법이다. 
직접전사는 전사가 이루어진 후 그래핀에 남은 결함

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장점이 있지만 문제점은 단일층

의 그래핀의 경우 니켈 부식액 위에서 잘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부식액에서 기판으로 전사할 때 너무 얇은 

막으로 인해 다 찢어져 버린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

기 위해 사용되는 전사 방법으로 구리 위에 성장된 그

래핀을 상온 시에는 점성을 가진 테이프를 이용해 부치

고 구리부식액에 구리를 녹인후 원하는 가핀 위에 놓고 

열을 가해 그래핀을 전사하는 방법이 있다[5]-[6]. 또 다

른 방법으로 얇은 막의 그래핀을 찢어지지 않도록 지지

해 주어 대면적 기판 위에도 전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

지만 전사 후 그래핀에 남아 있는 잔여물들이 많고 테

이프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그래핀의 얇은 막이 손상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최근 그래핀의 연구는 그래핀과 다른 원자층 소재들

을 적층하여 다양한 기초 물성 연구와 보다 많은 가능

성을 부여한 응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래핀은 화학성장법에 의한 단결정천이금속, 다결정 

니켈, 구리 등의 금속 박막 위에서 이루어졌다. 대면적 

그래핀 성장을 위해서는 화학증착 방법이 가장 잘 알려

진 방법이며, 신뢰성 있는 박막의 성장을 위해서는 원

료 가스인 매탄의 공정 시간과 유량이 중요한 변수가 

된다[7]-[8]. 
본 연구에서는 구리 호일을 이용한 화학적 증착 방법

에 의해서 그래핀을 성장시켰으며, 신뢰성 있는 그래핀

을 합성하기 위해서 라만 분석법을 이용하였으며, 개스

가 유입되는 비율에 따른 그래핀의 특성을 라만분석과 

광전자분석을 이용하여 조사하였으며, 면저항을 측정

하였다. 그리고 그래핀을 이용한 트랜지스터를 제작하

여 전자소자로의 적용가능성을 측정하였다.

Ⅱ. 실험방법

화학적증착공정과 단계별 증착압력의 변화는 그림 1
에서 보여주고 있다. 기판은 구리호일을 이용하였으며, 
수소를 흘려주면서 기판의 온도가 1000℃에서 안정되

도록 유지한다. 1000℃에서 CH4 가스를 50분간 압력은 

1 Torr를 유지하면서 흘려보내 주면 그래핀 증착이 진

행된다. 이때 수소와 CH4 가스의 비를 다르게 하여 그

래핀을 증착하였다. 그래핀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서 그래핀 증착이 끝난뒤 30 분간 수소를 흘려주었다. 
모든 공정이 이루어진 시편의 냉각은 200℃ 까지 내려

간 다음 시편을 꺼내고 구리 부식액에 넣어 SiO2/Si 기
판위에 그래핀을 전사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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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1. (a) 확산증착방법에 의한 공정단계 (b) 그래핀 공정을 

위한 챔버구성

Fig. 1 (a) Process for chemical deposition of graphene 
(b) Chamber diagram for graphene

Ⅲ. 본 론

그림 2는 수소와 메탄 가스의 유량비에 따른 라만 스

펙트럼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라만결과에서 그래핀의 품질과 관련된 픽들로 D 

(1350 cm-1), G (1580 cm-1) 그리고 2D (2700 cm-1)이 존

재하며, 메탄의 가스유량이 가장 적은 샘플에서 2D픽

이 보여지지 않는다. 메탄의 양이 증가할수록 G와 2D 
픽이 잘 발달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각각의 데이터에서 라만데이타가 조금씩 다른 이유

는 형성된 그래핀의 층수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2(a)는 H2=15 sccm와 CH4=15 sccm의 가스 유량

에 의해 형성된 그래핀의 라만데이타로서 D 픽이 형성

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a)

(b)

(c)

그림 2. (a) H2=15 sccm, CH4=15 sccm의 라만 결과 (b) 
H2=10 sccm, CH4=20 sccm의 라만 결과 (c) H2=5 sccm, 
CH4=25 sccm의 라만 결과

Fig. 2 (a) Raman spectra for H2=15 sccm, CH4=15 sccm 
(b) Raman spectra for H2=10 sccm, CH4=20 sccm (c) 
Raman spectra for H2=5 sccm, CH4=25 sc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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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b)에서 H2=10 sccm, CH4=20 sccm의 유량을 

갖는 그래핀의 라만 결과는 G과 2D 픽의 형성이 불균

일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G의 형성이 불안전하게 발달

하고 있는 곳에서 2D가 형성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

다. 그림 2(c)에서 G/2D의 비가 작을수록 그래핀의 층

수는 작고 그래핀의 품질이 우수하다. 따라서 그래핀

의 형성에 있어서 메탄가스의 유량이 충분히 많은 경

우에 그래핀의 형성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3. H2와 CH4의 가스 유량에 따른 그래핀의 라만 결과

Fig. 3 Raman spectra of graphenes depending on the 
gas flow rates of H2 and CH4

그림 4. H2=5sccm, CH4=25sccm 가스 유량에 따른 그래핀

의 후 열처리온도에 따른 라만 결과

Fig. 4 Raman spectra of graphenes depending on the 
gas flow rates of H2=5sccm, CH4=25sccm

각 샘플마다 그래핀의 두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라

만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가스 유량비에 따라서 다

시 정리를 하면 그림 3과 같다. D (1350 cm-1) 픽은 그래

핀의 결함을 나타내며, D/2D의 값이 작을수록 결함이 

작다는 의미를 갖는다. 메탄가스의 유량비가 많을수록 

D/2D의 값이 현저히 작아지고 있어서 그래핀의 형성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상대적으로 메탄

의 유량이 작은 샘플에서는 D 픽이 크며, 결함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는 H2=5 sccm, CH4=25 sccm 가스 유량에 따

른 그래핀을 형성 후 열처리온도에 따른 라만 결과이다. 
G/2D의 값은 100도에서 0.67이고 200도에서 0.55이다. 
따라서 온도가 높을수록 그래핀이 단일층으로 얇아지

고 품질이 우수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5는 유량이 H2=5 sccm, CH4=25 sccm으로 

SiO2/Si 기판 위에 형성된 그래핀에 대한 광전자 분석

기(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를 이용한 데이터

이다. 

그림 5. H2=5sccm, CH4=25sccm 가스 유량에 따른 그래핀

의 후 열처리온도에 따른 XPS 결과

Fig. 5 XPS spectra of graphenes depending on the gas 
flow rates ofH2=5sccm, CH4=25sccm

광전자 분석 데이터는 Si 2p, C 1s 그리고 O 1s 의 데

이터가 각각 98.5 eV, 184.5 eV 그리고 531.5 eV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면저항을 측정한 결과 1.0 kΩ 정도로 다

소 높게 나타났다. 
그림 6은 채널층으로 그래핀을 사용하여 트랜지스터

를 제작하여 전류전압특성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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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a)은 그래핀 트랜지스터의 구조이며, 게이트 

전극에 (+) 혹은 (-) 전압을 인가한 경우 게이트 절연체

의 반대편에 있는 그래핀 채널층에 (-) 혹은 (+) 전하들

이 활성화되면서 트랜지스터가 동작하게 된다. P-형반

도체의 경우, 음의 게이트전압을 인가하면 게이트 절연

막의 반대편에 있는 그래핀 채널층에서 양의 전하들이 

모여들고 게이트전압의 크기에 비례하는 전류가 발생

하게 된다. 또한 출력특성은 드레인-소스전압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최종적으로 그림 6(b)와 같은 트랜지스터의 

전달특성을 얻을 수 있다. 

(a)

(b)

그림 6. (a) 그래핀을 사용한 트랜지스터 구조 (b) 채널층으로 

그래핀을 사용한 트랜지스터의 전달특성

Fig. 6 (a) Schemetic diagram of graphene transistor (b) 
Transfer characteristic of thin film transistor with graphene 
as an active layer

그림 6(b)의 전달특성은 전형적인 P형 반도체특성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투명반도체로서 스위칭 

소자로 적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동도 2.42 cm2 

/Vs. On/Off 1.85×103의 우수한 특성을 나타내었다. 

Ⅳ. 결  론

화학적증착방법으로 구리 호일을 이용한 일반적인 

전자방법으로 그래핀을 제작하였다. 수소와 메탄 가스

의 유량비를 다르게 하여 그래핀의 품질을 분석하였으

며, 메탄의 유량이 많을수록 결함의 함량이 줄어들고 

그래핀이 잘 구성이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래핀은 

또한 후 열처리를 하게 되면 결함이 줄어들고 두께가 

얇아지면서 특성이 더 개선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
래핀을 이용한 트랜지스터는 투명도가 가장 높은 전자

소자로 사용될 수 있으며, P형 반도체 특성의 전압전류 

전달특성에서 이동도가 2.42 cm2/Vs로 나타났으며, 이
제까지 알려진 그래핀의 이동도가 대부분  1.0 cm2/Vs 
이하인 것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이동도향상이 크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이동도가 높은 그래핀의 구

현은 발열체, 스마트 윈도우, 투명디스플레이 산업분

야에 적용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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