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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raphene has been effectively synthesized on Ni/SiO2/Si substrates with CH4 (1 SCCM) diluted in

Ar/H2(10%) (99 SCCM) by using an inductively-coupled plasma-enhanced chemical vapor deposition. Graphene

was formed on the entire surface of the 500 nm thick Ni substrate even at 700 oC, although CH4 and Ar/H2

gas were supplied under plasma of 600 W for 1 second. The Raman spectrum showed typical graphene features

with D, G, and 2D peaks at 1356, 1584, and 2710 cm-1, respectively. With increase of growth temperature to

900 oC, the ratios of the D band intensity to the G band intensity and the 2D band intensity to the G band

intensity were increased and decreased, respectively. The results were strongly correlated to a rougher and

coarser Ni surface due to the enhanced recrystallization process at higher temperatures. In contrast, high-

quality graphene was synthesized at 1000 oC on smooth and large Ni grains, which were formed by decreasing

Ni deposition thickness to 300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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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그라핀(graphene)은 탄소 원자의 2차원 육각형 sp2 결

합체로서 탄소 나노구조체가 가지는 여러 가지 우수한 특

성을 보유하면서 대면적 기판 위에서 소자구현이 가능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고품질 그라핀 제조 및 물리적

특성, 소자응용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11)

그라파이트(highly ordered pyrolytic graphite: HOPG)에

서 매우 섬세한 기계적 박리기술을 이용하여 그라핀이 제

조될 수 있다는 것이 알려진 이후1,2) 큰 관심을 끌며 이

후 massless Dirac fermion처럼 거동하는 전자3) 및 상온

이상 홀효과(anomalous hall effect)4) 등의 흥미로운 전

기적 특성 및 소자응용5)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소자 상용화를 위해서는 대면적 기판 위에서 고품질 그

라핀의 대량 제조기술의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한 주제로

부각되고 있다. 

대면적 그라핀 제조를 위해서 벌크 그라파이트(HOPG)

를 강한 산을 이용하여 액상에서 화학적으로 박리하여 그

라핀 산화 박막(graphene oxide film)을 기판에 증착 후

화학적 환원법을 이용하는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6,7) 그

러나 그라핀 산화 시 결정결함이 발생할 수 있어 전기

적 특성을 열화시킬 수 있는 단점이 있다. SiC (0001)

기판에서 진공 열처리를 통해 에피텍시 그라핀 제조가 가

능하나 불균일한 그라핀 층이 형성되는 단점이 있다.8,9)

최근에는 Ni 기판 위에서 메탄가스를 이용한 열적 화학

기상증착법을 이용한 그라핀 제조가 매우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발표되면서 대면적 기판 위에서 대량생산의 장점

을 가지고 있는 화학기상증착법을 이용한 연구가 크게 주

목받고 있다.5,10) 이러한 열적 화학기상증착법에서는 약

900-1000 oC 정도에서 고품질 그라핀이 제조될 수 있다

고 보고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플라즈마 화학기상증착

법 또한 매우 유망한 제조기술로 부각되고 있다. 플라즈

마를 사용할 시 보다 저온에서 메탄가스를 효과적으로 분

해할 수 있어 기판 온도 조절 및 선택이 폭 넓어지는 장

점이 있다. 플라즈마 화학기상증착법은 이미 탄소 나노

튜브나11) 탄소 나노시트를12) 제조하는데 효과적으로 이용

되어져 왔다. 그러나 그라핀 제조에 관한 연구결과는 극

히 최근에 보고되고 있으며13) 아직은 많은 부분이 연구

되어질 부분으로 남아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유도결합 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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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즈마 화학기상증착법(inductively-coupled plasma-enhanced

chemical vapor deposition: ICPCVD)을 이용하여 Ni이

증착된 SiO2/Si 기판에서 그라핀 제조에 관한 결과를 보

고하고자 한다. 특히 증착온도에 따른 그라핀의 제조 특

성 및 기판 의존성에 관해 논의하고자 한다. 

 

2. 실험 방법 

그라핀은 Fig. 1에서 보인 ICPCVD 장치를 사용하여

Ni이 증착된 SiO2/Si(100) 기판 위에서 제조되었다. Ni은

sputtering 방법으로 300과 500 nm 두께로 상온에서 증

착하였다. 먼저 기판을 hot-wall chamber 내에 장입한 후

로터리 진공펌프로 1 × 10-2 torr 정도까지 진공을 유지시

켰다. 이후 Ni 표면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해 H2가 10%

혼합된 Ar 가스를 99 SCCM 흘려주면서 30분 동안 그

라핀 성장온도까지 상승시켰다. 성장온도에서 10분간 유

지한 후 1 torr에서 600 W의 플라즈마를 발생시켰다. 이후

Ar/H2 99 SCCM과 더불어 CH4 가스를 1 SCCM으로 1초

만 공급하여 그라핀을 성장하였다. 성장된 샘플의 표면

형상은 장방출 주사전자현미경(Jeol사 JSM 7000F)과 광

학현미경을 사용하여 관찰하였다. 그라핀의 성장 유무는

514.532 nm의 Ar+ 이온 레이저(0.5 mW)를 사용한 라만

분광기로 분석되어졌으며 기판 및 그라핀의 결정구조는

X-ray diffractometer (Regaku사 D/MAX-RC, Cu K
a
 ra-

diation, a Ni filter)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Fig. 2는 Ni이 500 nm 두께로 증착된 기판 위에 각각

700, 800, 900, 1000, 1100 oC에서 그라핀을 성장하고

난 후의 라만 스펙트럼 결과이다. 700 oC에서 성장된 샘

플에서도 1356 cm-1에서의 약한 D 밴드 피크와 구분되

어 1584 cm-1에서 강한 G 밴드 피크를 볼 수 있다. 이외

에도 2710 cm-1에서 비교적 강한 2D band 라만 피크를 관

찰할 수 있다. D 밴드 피크는 sp3 결합구조나 bond-angle

disorder, 결함 등에 의한 포논 진동에 의한 결과로서 발

생된다. 반면 G 밴드 피크는 탄소의 sp2 결합구조의 포

논 진동에 의한 결과이다. 2D 밴드 피크는 유한한 크기

와 격자결함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서 그 위치와 피크

반가폭 등이 그라핀의 형성 및 층수와 관련이 있는 것

으로 알려지고 있다.14,15) 그러나 최근의 화학기상증착법

에 의해 성장된 그라핀 연구결과는 그라핀 층수는 2D 밴

드 피크의 G 밴드 피크에 대한 상대 강도와 더 큰 상관

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0) 700 oC 샘플의 경

우 2D 밴드와 G 밴드 피크의 상대강도(I2D/IG)는 ~0.88로

서 3층의 그라핀과 유사한 결과이다.10) 그러나 측정 위

치에 따라 0.5 정도의 값을 보이는 부분도 있었다. 성장

된 그라핀의 결정품질 정도는 D 밴드와 G 밴드 피크의

상대강도(ID/IG)를 가지고 평가될 수 있는데 700 oC 샘플

의 경우 측정 위치에 따라 ~0.2에서 ~0.3 사이의 값을 보

였다. 성장온도 800 oC 샘플의 경우 700 oC와 유사한 라

만 스펙트럼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온도를 900 oC로 올

린 경우 ID/IG가 ~0.67로 증가하였으며 I2D/IG 또한 ~0.4

정도로 감소하였다. 더욱이 1000과 1100 oC에서는 3가지

피크 모두 강도가 크게 감소하면서 피크 폭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라만 스펙트럼 결과는 성장온도에 따른 표면의 형상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Fig. 3의 주사전자현미경 사

진을 통해 알 수 있다. Fig. 3(a), (b), (c), (d), (e)는 각

각 700, 800, 900, 1000, 1100 oC에서 그라핀을 성장하

고 난 후의 표면 형상을 보인 것이다. 성장온도가 올라

가면서 재결정화 현상에 의해 Ni 결정립이 커지나 표면

은 점점 거칠어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특히 900 oC

에서는 0.5 µm 크기의 결정립으로 성장되면서 매우 거친

형상을 보이며 700 및 800 oC 샘플과 확연한 차이를 보

Fig. 1. Schematic of the inductively-coupled plasma-enhanced

chemical vapor deposition.

Fig. 2. Raman spectra of the graphenes synthesized on

Ni(500 nm)/SiO2/Si substrates at various growth temperatures

of 700, 800, 900, 1000, and 1100 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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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있다. Fig. 2의 라만결과에서도 900 oC 샘플의 경우

700과 800 oC 샘플에 비해 그라핀 품질이 나빠진 것을

볼 수 있다. Reina 등은10) 그라핀 성장이 Ni 표면상태에

크게 영향을 받아 격자결함이 많은 결정립 경계에서 그

라핀 격자의 연속성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더 두꺼운 그

라핀 층이 형성되어 전체 그라핀 품질을 열화시키는 것

을 보고하고 있다. Fig. 2의 라만 스펙트럼 결과는 Ni의

결정립 크기가 500 nm 미만으로 Ar+ 레이저 빔의 직경

(>1 µm) 보다 작기 때문에 Ni의 결정립과 결정경계 부

분을 모두 반영한 결과이다. 성장온도를 더욱 높인 1000

과 1100 oC 샘플에서는 표면에서 수 십 nm 두께의 많은

돌기들이 관찰되고 있다. 이는 더욱 거칠어진 결정립 경

계 부분같이 열역학적으로 불안정한 부분에서 그라핀이

아닌 카바이드나 탄소 나노튜브가 생성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Fig. 3(f)는 700 oC에서 성장된 표면의 광학현

미경 사진이며 Fig. 3(a)에서 관찰된 500 nm 미만의 결정

립의 크기를 반영한 명암대비를 보여주고 있다. 광학현

미경은 표면의 그라핀 존재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관찰

된 5개 샘플 모두 결정립이 500 nm 미만으로 작고 표면

이 거칠어 광학현미경이 그라핀 성장을 평가하는데 효과

적이지 못하였다. 

Ni 결정립 부분과 경계부분에서의 그라핀 성장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Ni의 증착 두께를 300 nm로 낮추어 준

Fig. 3.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images of the growth-front surfaces grown at (a) 700, (b) 800, (c) 900, (d) 1000, and

(e) 1100 oC, and (f) the corresponding optical microscopy image of the sample grown at 700 oC. The Ni film thickness was 500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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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한 기판에 그라핀을 성장하였다. Fig. 4(a)와 (b)는 Ni

두께가 300 nm인 기판 위에서 1000 oC로 1초간 그라핀

을 성장한 표면의 주사전자현미경 및 광학현미경 사진이

다. Fig. 4(a)에서 보는 것과 같이 Ni이 500 nm 두께인

성장표면과는(Fig. 3(d)) 달리 보다 평탄해지고 무엇보다

수 µm 크기의 큰 결정립들이 다수 관찰되었다. 이는 Ni

두께가 얇아짐에 따라 Ni의 재결정이 기판의 수평방향

으로 보다 활성화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

에서 보이지는 않았지만 Ni 100 nm 두께인 경우 300 nm

보다 더 큰 결정립들을 더 많이 관찰할 수 있었다. Fig.

4(b)의 성장된 표면 광학현미경 사진을 보면 Ni 500 nm

기판과는 달리 수 µm 크기의 진한 색으로 보이는 부분

((A)라고 표기)을 관찰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주사전자

현미경에서 관찰할 수 있는 수 µm 크기의 결정립인 것

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B)라고 표기한 부분과의 다

른 명암대비는 현미경 광원의 반사각 차이에 의한 것이

라기보다는 표면에 그라핀의 결정질 및 두께 차이에 의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Fig. 5의 마이크로 라만 스펙

트럼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Fig. 5는 Ni 300 nm 기판에 성장된 그라핀의 마이크로

라만 스펙트럼 결과이다. 두 개의 다른 스펙트럼은 각각

Fig. 4(b)에서 보인 것과 같이 보다 진한 색으로 보이는

부분 (A)와 나머지 기재 부분인 (B)에서 얻은 마이크로

라만 결과이다. 먼저 (A) 부분은 (B) 부분에 비해 매우

날카로우면서 강한 라만 피크 강도를 보였다. 특히 D 밴

드 피크 강도는 거의 무시할 만큼 낮은 반면에 G 밴드

피크는 매우 강한 강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A) 부분이

격자결함이 거의 없는 고품질의 그라핀이 성장하였음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2D 밴드 피크의 위치(2725 cm-1)와

G 밴드 피크와 상대 강도는 ~0.42 정도로서 적어도 5층

이상의 다층 그라핀이 형성되었음을 반증하고 있다.10,14,15)

(B) 부분의 경우 D 밴드의 피크가 G 밴드 피크의 강도

에 준할 정도로 강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B) 부

분의 결정립 크기는 레이저 빔 보다 작아 그라핀 격자

결함이 많은 결정립 경계 부분이 라만 스펙트럼에 기여

한 효과로 생각되어 진다. 2D 밴드 피크는 ~2658 cm-1

에서 관찰되고 있으며 G 밴드 피크와의 상대 강도는

~1.3 정도인 것으로 미루어 생성된 그라핀은 3층 이하인

것으로 보인다.10,14,15) 그러나 생성된 그라핀의 보다 정확

한 층 수 및 라만 스펙트럼과의 상호 연관성은 추후 atomic

force spectroscopy 등을 통해 분석을 할 예정이다.

Fig. 6은 300 nm 두께의 Ni이 증착된 기판과 1000 oC

에서 그라핀을 성장하고 난 후의 X-ray diffractometer

(XRD) 패턴이다. 초기의 Ni/SiO2/Si 기판은 면심 입방 Ni

(111) 상이 매우 우세하며 (200)상은 매우 약함을 알 수

있다. 그라핀이 1000 oC에서 성장되고 난 후에는 Ni (111)

및 (200) 피크와 더불어 26.5o에서 매우 강한 그라파이

트 (002) 피크를 관찰할 수 있다. 또한 54.5o에서 그라파

이트 (004) 피크를 관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그라핀

Fig. 4. (a) SEM image of the growth-front surface grown at 1000 oC and (b) the corresponding optical microscopy image. The

Ni film thickness was 300 nm.

Fig. 5. Raman spectra of the graphene synthesized on

Ni(300 nm)/SiO2/Si substrate  at 1000 oC. The (A) and (B) spectra

correspond to the (A) and (B) points of Fig. 4(b),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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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결함이 적고 결정품질이 좋은 것으로 사료된다. 그라

파이트 XRD 피크 위치를 통해 그라파이트 층간 거리

를 계산하면 3.36 Å이었다. 

본 연구에서 그라핀 성장은 CH4 가스(1 SCCM)를 Ar/

H2 가스(99 SCCM)에 크게 희석하여 단지 1초간 공급하

여 이루어졌다. 그러나 샘플 표면 전체에서 Fig. 5에 보인

것과 같은 라만 스펙트럼을 관찰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

아 ICP에 의해 분해된 탄소원자와 라디칼, 그리고 CH4

가스가 Ni 표면 전체에 흡착되면서 그라핀 성장이 빠르

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Fig. 2에서 보인 것과

같이 700 oC에서도 표면 전체에서 그라핀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라핀성장 및 성장속도는 연구되어진

온도범위 내에서는 성장온도 보다는 Ni 기판의 표면상

태에 더욱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그라핀의 결

정품질도 Ni 결정립 크기 및 거칠기에 크게 영향을 받

아 700 oC 샘플에서 보인 ~0.2-0.3의 ID/IG도 상당 부분은

결정립 경계부분의 열화된 그라핀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유도결합 플라즈마 화학기상증착법을 이

용하여 Ni/SiO2/Si 기판 위에서 CH4 가스를 사용하여 그

라핀을 성장하였다. 그라핀은 Ar/H2 가스(99 SCCM)에 크

게 희석된 CH4 가스(1 SCCM)를 1초간 공급하여서도 비

교적 저온인 700 oC에서 기판 전체 표면에서 성장할 수

있었다. Ni 500 nm 두께의 기판에서는 성장온도가 올라

감에 따라 Ni 표면이 거칠어지면서 오히려 그라핀의 라만

스펙트럼 특성이 나빠졌으며 이는 결정립 경계면에서

의 열화된 그라핀 성장 및 품질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

다. 반면에 Ni 300 nm 두께의 경우 1000 oC에서도 비교

적 평탄하고 부분적으로 수 µm 크기의 결정립이 형성

되었으며 이러한 크기의 결정립에서는 결정립 경계면의

나쁜 그라핀 특성이 배제되어 고품질의 그라핀이 형성되

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평탄하며

결정립이 큰 기판을 사용할 경우 유도결합 플라즈마 화

학기상증착법을 사용하여 700 oC 이하에서도 고품질의 그

라핀을 대면적의 기판 위에서 성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

을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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