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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핀이 결합된 인터디지털 커패시터의 전기적 특성분석

Analysis of Electrical Characteristics of Interdigital Capacitor with Graphenes

이  희  조

Hee-Jo Lee

요  약

본 논문에서는 마이크로대역에서 단층 및 다층 그래핀이 각각 결합된 인터디지털 커패시터의 전기적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래핀이 결합된 커패시터의 등가회로에서 커패시터의 저항, 인덕턴스, 커패시턴스 성분들 간 차이가 분명
하게 나타났다. 특히 단층 그래핀이 결합된 커패시터의 경우, 순수 커패시터와 다층 그래핀이 결합된 커패시터에 비해
추가적으로 인덕턴스와 저항 성분이 나타났고, 또한, 커패시터 전극의 저항 성분이 증가하였다. 한편, 커패시터의 자기공
명주파수는 더 낮은 주파수대역으로 이동하였고, 0.5～4 GHz 주파수 대역에서 투과특성이 상당히 향상되었다. 반면, 다
층 그래핀이 결합된 커패시터의 경우, 순수한 커패시터의 전기적 특성과 약간의 차이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서 단층 그래핀이 다층 그래핀에 비해 인터디지털 커패시터의 전기적 특성과 성능에 더욱 민감한 영향을 줄 수 있음

을 확인하였다.

Abstract

In this paper, the electrical characteristics of interdigital capacitor with single-layer and multi-layer graphene were compared and 
analyzed in the microwave region. In equivalent circuit, a capacitor coupled with graphene showed the clear difference in electrical 
components such as resistance, inductance, and capacitance. In particular, for the capacitor with single-layer graphene, additional induc-
tance and resistance occurred and the electrode resistance was also increased. Meanwhile, the self-resonance frequency of capacitor was 
shifted toward lower frequency region and its transmitted characteristic was considerably improved at frequency ranging from 0.4 to 
4 GHz. The electrical characteristics of the capacitor with multi-layer graphene were somewhat different than the bare capacitor. In 
conclusion, we could confirm that single-layer graphene greatly influenced the electrical characteristics and performances of interdigital 
capacitor compared to multi-layer graph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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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그래핀(graphene)은 벌집모양의 2차원 탄소구조를 갖는
가장 얇으면서 전기적[1], 기계적[2], 열적[3] 특성이 매우 우
수한 물질로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그래핀의 우수한 물

성을 이용하여 그래핀 기반 무선바이오센서[4], 고주파 전
계효과트랜지스터(FET)[5], 안테나[6] 등과 같이 바이오 및
정보통신분야에 적용하려는 시도가 꾸준히 이루어져 왔

다. 최근에 그래핀 기반 고주파 FET 소자의 경우 기존의
FET 소자의 차단주파수(cut-off frequency) 한계를 뛰어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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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100 GHz 수준의 연구가 보고되었다. 이러한 능동소자
의 성능향상은 훨씬 높은 고주파 대역의 시스템을 구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게 되었다. 그러나 전반적인 고주
파용 나노전자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능

동소자(active devices)의 고주파 특성[7]뿐만 아니라, 전송
선로, 인덕터, 커패시터, 공진기 등과 같은 수동소자

(passive devices)의 고주파 특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에 그래핀의 고주파 특성에 대한 연

구로서 그래핀 선폭에 따른 전송파라미터 특성[8], 그래핀
전기전도도 및 임피던스 특성[9], 그래핀 도핑효과에 따른
저항 및 전송파라미터 특성[10] 등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되었다. 이러한 기초연구를 바탕으로 그래핀 기반 수동소
자들의 특성에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저
주파 및 고주파영역에서 쉽게 구현할 수 있는 인터디지

털 커패시터 소자는 탄소나노튜브
[11], 산화그래핀[12]

과 같

은 탄소소재의 결합으로 바이오센서 소자로서 응용 가능

성을 시사하였다. 기존의 두 탄소소재 결합의 경우 전극
상의 원하는 위치의 결합과 패터닝 하기가 상당히 어려

웠다. 반면, 그래핀의 경우, 전극상의 원하는 위치에 정확
한 패터닝이 가능하다. 이것은 센서소자의 제작 측면에서
높은 재현성을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장점을
이용하여 최근 그래핀을 결합한 인터디지털 커패시터 구

조는 전하를 저장할 수 있는 커패시터의 자체의 저장능

력과 전력 향상을 위한 연구[13]와 인터디지털 커패시터와

마이크로스트립선상에 그래핀을 이용하여 가변 감쇠기

에 적용한 연구[14]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본 연구는 센서소자로서 그래핀 기반 인터디지털 커패

시터의 선행연구로서 단층 및 다층 그래핀을 결합시킬

때 커패시터의 전기적 특성변화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Ⅱ. 소자설계 및 샘플 제작    

2-1 인터디지털 커패시터 소자설계 및 특성

인터디지털 커패시터(interdigital capacitor) 소자는 금속
-유전체-금속 형태의 주기적인 패턴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고주파대역에서쉽게커패시턴스를구현할수있

는 소자이다. 그림 1과 같이 커패시터 소자를 동일평면상
에 2-포트 접지(G)-신호(S)-접지(G) 전극형태로 설계하였

그림 1. 계산된 인터디지털 커패시터의 표면전류분포
Fig. 1. Surface current distribution of simulated interdigital 

capacitor: g=5 μm, w=20 μm, d=50 μm, and l= 
100 μm.

  

그림 2. 계산된 인터디지털 커패시터의 반사 및 투과 신
호의 (a) 크기와 (b) 위상

Fig. 2. (a) Magnitude and (b) phase of reflected and trans-
mitted signal of simulated capac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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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a) 다층 그래핀이 결합된 커패시터의 샘플 사진과 (b) 성장된 그래핀의 라만 분광
Fig. 3. (a) Sample photograph of capacitor with multi-layer graphene and (b) Raman spectroscopy of growth graphenes.

고, 모멘트법(moment method) 기반의 2.5D 전자기 시뮬레
이터를 이용하여 고주파 특성을 예측하였다. 계산된 결과
에 의하면 표면전류는 측정용 신호전극(S)과 선폭이 감소
한 커패시터 전극에 집중되었고, 커패시터 상에 전류분포
가 대칭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전류분포는 커패시터 구
조가 대칭적이고, 50 Ω 임피던스로 정합된 신호전극에서

커패시터 전극 폭의 감소에 따른 높은 임피던스 특성 때

문이다. 제안한 커패시터는 물리적인 대칭성(symmetry)과
수동소자로서 상호성(reciprocity)을 갖기 때문에 그림 2와
같이 S-파라미터의 반사 및 투과 신호의 크기와 위상인
   ,    와    ,    로

각각 나타낼 수 있다. 그림 2(a)는 계산된 커패시터의 S-
파라미터의 크기를 나타낸 것이며, 주파수가 증가함에 따
라 신호의 투과특성이 향상되는 전형적인 고주파 커패시

터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8 GHz 이후 대역에서는 —2 
dB로 거의 일정한 투과특성을 가졌고, 이 주파수 부근에
서 투과특성의 위상이 양에서 음으로 바뀌는 것을 그림

2(b)에서 확인할 수 있다.

2-2 그래핀 및 인터디지털 커패시터 샘플제작

그래핀 샘플제작의 경우, 구리와 코발트의 금속필름

상에 화학기상증착(chemical vapor deposition)법으로 단층
및 다층 그래핀을 각각 성장시켰고, 라만분광을 이용하여
그래핀 성장을확인하였다. 성장된 그래핀 필름을 PMMA

로 처리한 후,  FeCl3 용액으로 금속필름을 에칭하였다.  
PMMA/그래핀필름을 DI 용액으로세척한후, SiO2(～300 
nm)/Si(～300 μm)의 고저항 기판상(≥13 kΩ cm)에 그래
핀을 전사시켰다. 전사 후 PMMA를 아세톤 용액으로 제
거하고, 리소그래피 방법으로 그래핀 패턴을 형성한 후, 
O2 플라즈마로 식각하였다. 식각된 그래핀상에 인터디지
털 커패시터와 전극은 Ti, Al, Au 순서로 열증착 후, 리프
트 오프(lift off) 공정으로 제작되었다[10]. 최종적으로 그림
3(a)와 같이 샘플을 완성하였다. 샘플은 단층 및 다층 그
래핀이 각각 결합된 커패시터와 그래핀 결합이 없는 순

수한 커패시터 형태로 제작하였다. 그림 3(a)는 샘플 형태
중 다층 그래핀이 결합된 커패시터 소자의 광학적 이미

지와 대략 4 nm 두께를 갖는 다층 그래핀의 AFM 이미지
를 나타낸 것이다. 

2-3 성장된 그래핀의 라만분석

그림 3(b)는 성장된 단층 및 다층 그래핀의 라만분광을
나타낸 것이며, 이러한 분광은 레이저광과 같은 단색광을
쬐었을 때 포논 진동수만큼의 차이가 있는 산란광을 측

정하여 그래핀의 당김, 도핑과 결손 정도, 가장자리 모양, 
층 수, 열전도 등을 분석할 수 있는 광학적 방법이다. 여
기서 1,580 cm—1 부근의 G 피크(peak)는 흑연관련물질들
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피크이고, 1,350 cm—1 부근의
D 피크는결손과치환이많이된구조물일수록피크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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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크게 나타나며, 2,700  cm—1 부근의 2D 피크는 1,350 
cm—1 에너지를 갖는 포논에 의한 비탄성 산란이 2번 연
이어서 발생될 경우 나타나는 피크에 해당된다[15]. 성장된
단층 및 다층 그래핀의 라만분석결과, 다층 그래핀(multi- 
layer graphene)이 단층 그래핀(single-layer graphene)에 비
해 G 피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다층 그래핀이 단층 그래핀에 비해 더 많은 흑연성

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Ⅲ. 측정 및 결과분석

3-1 샘플 측정

샘플측정을 위해 벡터망 분석기(vector network ana-

그림 4. 순수 커패시터와 그래핀이 결합된 커패시터 간 S-파라미터 특성비교; 단층 그래핀이 결합된 커패시터의 반사 및
투과 신호의 (a) 크기와 (b) 위상, 다층 그래핀의 결합된 커패시터의 반사 및 투과 신호의 (c) 크기와 (d) 위상

Fig. 4. Characteristic comparison of S-parameter between bare graphene and graphene-bonded capacitor; (a) magnitude and (b) 
phase of reflected and transmitted signal of capacitor with single-layer graphene, (c) magnitude and (d) phase of ref-   
lected and transmitted signal of capacitor with multi-layer graphene.

lyzer)와 연결된 RF 프로브 측정 장비를 사용하였다. 2-포
트 SOLT(shot-open-load-thru) 방식으로 측정 시스템을 교
정한 후, 각 샘플에 대한 S-파라미터를 얻었다. 그림 4는
측정한 S-파라미터의 크기와 위상을 나타낸 것이다. 기준
샘플인 순수한 커패시터(bare capacitor) 경우, 그림 2에서
예측한 것과 같이 비슷한 투과특성이 나타났다. 그림 4(a)
의 단층 그래핀이 결합된 커패시터 경우, 순수한 커패시
터에 비해 0.5 GHz에서 —9 dB의 투과특성이 나타나서 4 
GHz 부근까지 더욱 향상되었다. 반면, 4 GHz 이후에는
오히려 순수한 커패시터에 비해 투과특성이 약간 낮아졌

고, 이러한 특성은 그림 4(b)의 위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낮은 주파수 대역에서 투과특성 향상은 단층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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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순수한 커패시터와 단층 및 다층 그래핀이 결합된 커패시터의 등가회로
Fig. 5.  Equivalent circuit of bare capacitor and capacitor with single- and multi-layer graphene.

래핀이 4 nm 이상(～15층) 두께를 갖는 다층 그래핀에 비
해 준 도체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9]. 그림 4(c)에서다층 그래핀이결합된 커패시

터는 순수한 커패시터의 반사 및 투과특성과 거의 차이

가 없었고, 그림 4(d)의 위상에서도 큰 차이가 없었다.

3-2 등가회로 구성

본 연구에서 그래핀 결합에 따른 인터디지털 커패시터

의 전기적 특성분석을 위해 각 샘플에서 측정한 S-파라미
터를 기반으로 그림 5와 같이 등가회로를 구성하였다. 등
가회로에서 점선은 각 샘플의 공통된 저항, 인덕턴스, 커
패시턴스 성분을 나타낸다. 와 는 커패시터 전극의

인덕턴스와 커패시턴스 성분을, 는 고저항 실리콘 기

판의 저항 성분을,  는 커패시터 전극과 접지 전극

사이의 커패시터 성분을 각각 나타낸다. 한편,  와

   는 왼편 커패시터 전극의저항성분과그래핀이 결

표 1. 각 샘플의 등가회로에서 추출한 전기적 성분들
Table 1. Electrical components extracted from equivalent circuit of each sample configuration.

   성분
샘플형태

 [Ω]   [nH]     [fF]     [kΩ]   [Ω]   [nH]      [fF]     [kΩ]

IDC 5.3 0 60 0 5.3 0 15 0
SLG-IDC 13 0.02 55 0.3 13 0.02 30 1
MLG-IDC 5.5 0 65 0 6.0 0 20 0

합된 커패시터 전극사이의 커패시턴스 성분을,   와

   는 왼편의그래핀 인덕턴스 성분과 그래핀과 접지

전극사이의 저항성분을 각각 나타낸다. 오른편에 있는 전
기적 성분들 또한,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각 샘플의 등가
회로에서 얻은 전기적 성분들을 표 1에 요약하였다.  

3-3 등가회로 분석

순수한커패시터의경우, 왼편과 오른편의커패시터전
극과 접지 전극사이의 커패시턴스 성분(   )은 비대칭
적인 값으로 나타났지만, 커패시터 전극의 저항성분()
은 동일하게 나타났다. 다층 그래핀이 결합된 커패시터의
경우, 순수한 커패시터에 비해 커패시터 전극 저항성분
()과 그래핀이 결합된 커패시터 전극 사이의 커패시턴
스 성분(   )이 약간 증가하였다. 한편, 단층 그래핀이
결합된 커패시터는 순수한 커패시터와 다층 그래핀이 결

합된 커패시터에 비해 커패시터 전극의 저항성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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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히 증가하였다. 또한, 그래핀과 접지전극 사이의 저
항성분(   )과 그래핀의 인덕턴스 성분( )이 추가적
으로 나타났다. 그래핀과 접지전극 사이의 저항성분

(   )의 경우, 비대칭적이지만 상당히 높은 저항 값을
가졌다. 이러한 저항성분은 커패시터 전극 사이에 결합된
단층 그래핀의 높은 접촉 저항성분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새롭게 형성된 그래핀 인덕턴스 성분의 경우 단층
그래핀이 탄소원자 수준의 얇은 두께(～0.3 nm)로 인해
전극 사이 접촉 저항성분이 상당히 커졌기 때문에 나타

난결과로 볼수있다. 커패시터전극 사이의그래핀과접
지전극 사이의 왼편 커패시턴스 성분은 순수한 커패시터

와 다층 그래핀이 결합된 커패시터에 비해 감소하였지만, 
오른편 커패시턴스 성분은 증가하였다. 

3-4 측정 및 등가회로의 커패시턴스 분석

측정한 샘플과 등가회로에서 얻은 S-파라미터를 이용
하여 커패시터의 고주파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주파수
에 따른 커패시턴스 특성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16]. 
  

 

 

(1)
    

       

    
      

(2)
  

여기서 i는 1-포트, j는 2-포트를 나타내고,  은 신호의

반사특성에 대한 어드미턴스를 나타낸다. 그림 6은 식 (1)
과 식 (2)를 이용하여 각 샘플에 대한 커패시터의 고주파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순수한 커패시터와 다층 그래핀이
결합된 커패시터 경우, 10.3 GHz에서 단층 그래핀이 결합
된 커패시터의 경우 9.95 GHz 부근에서 각각 자기공진주
파수가 나타났다. 이는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단층 그래
핀의 결합으로 새로운 인덕턴스 성분이 생겨났기 때문이

다. 뿐만 아니라 단층 그래핀이 결합된 커패시터의 경우, 
순수한 커패시터와 다층 그래핀이 결합된 커패시터에 비

해 Q 특성이 감소되었고, 이러한 결과로 커패시터 특성
에서 상당한 변형과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표 1에서 볼
수있듯이, 단층 및다층그래핀에따라 왼편및오른편의

그림 6. (a) 측정한 각 샘플과 (b) 해당 등가회로에서 얻

은 커패시터 특성

Fig. 6. IDC characteristics obtained from measured sample 
configuration and its equivalent circuit.

전극간 접촉저항인  와   의 값이크게달라졌기때

문이다. 반면 그림 6(a)와 6(b)에서 볼 수 있듯이, 순수한
커패시터와 다층 그래핀이 결합된 커패시터의 자기공진

주파수는 큰 차이가 없었다. 

Ⅳ. 결  론

순수한 커패시터와 다층 그래핀이 결합된 커패시터의

경우, 커패시터의 전기적 특성에 큰 차이가 없었다. 다만
다층 그래핀이 결합된 커패시터의 경우, 순수한 커패시터
에 비해 커패시터 전극의 저항성분이 약간 증가되었다. 
반면 단층 그래핀의 경우, 낮은 주파수 대역에서 순수한
커패시터에 비해 신호의 투과특성이 향상되었고, 단층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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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핀이 커패시터와 결합될 때 커패시터 전극 사이의 접

촉 저항성분이 새롭게 형성되었고, 비교적 큰 값으로 나
타났다. 뿐만 아니라 단층 그래핀으로 인해 커패시터 상
에 인덕턴스 성분이 추가적으로 형성되었고, 이는 단층
그래핀이 높은 전도성을 갖는 준 도체의 성질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각 샘플에서 얻은커패시터의 고
주파 특성을 비교 분석한 결과, 전기적 특성과 마찬가지
로 순수한 커패시터와 다층 그래핀을 결합시킨 커패시터

의 고주파 특성에 큰 차이가 없었다. 반면 단층 그래핀이
결합된 커패시터의 경우, 두 샘플 형태에 비해 커패시터
의 Q 특성을 상당히 감소시킴을 확인하였다. 이는 향후
고주파용 그래핀 나노소자의 성능을 향상시키는데 단층

그래핀과 전극 사이의 접촉저항을 줄일 수 있는 전극연

구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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