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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ono- and few-layer graphenes were grown on Ni thin films by rapid-thermal pulse chemical vapor deposition

technique. In the growth steps, the exposure step for 60 s in H2 (a flow rate of 10 sccm (standard cubic centimeters per minute))

atmosphere after graphene growth was specially established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graphenes. The graphene films grown

by exposure alone without H2 showed an intensity ratio of IG/I2D = 0.47, compared with a value of 0.38 in the films grown

by exposure in H2 ambient. The quality of the graphenes can be improved by exposure for 60 s in H2 ambient after the growth

of the graphene films. The physical properties of the graphene films were investigated for the graphene films grown on various

Ni film thicknesses and on 260-nm thick Ni films annealed at 500 and 700oC. The graphene films grown on 260-nm thick

Ni films at 900oC showed the lowest IG/I2D ratio, resulting in the fewest layers. The graphene films grown on Ni films annealed

at 700oC for 2 h showed a decrease of the number of layers. The graphene films were dependent on the thickness and the

grain size of the Ni fil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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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에 그래핀은 여러 가지 전자분야에 응용을 가능하

게 하는 현저한 특성들을 주기 때문에 많은 흥미를 갖

고 있다.1-4) 그래핀을 제조하기 위하여 많은 방법들이 수

행되어져 왔다. 즉, 그라파이트를 기계적 또는 화학적으

로 쪼개는 식의 방법,5,6) 화학적인 방법에 의한 bottom-

up 접근,7) 실리콘 카바이드 위에 에피텍셜 성장,8) 금속기

판위에 증착,9) 등이 알려져 있다. 그래핀 성장에는 다양

한 방법이 알려져 있으나 특히 화학증착법을 이용하여 단

결정 천이금속,10) 다결정 Ni,11) Cu12) 등의 금속 박막위에

이루어졌다. 지금까지, 화학증착공정이 대 면적 그래핀 성

장을 위해서는 가장 잘 알려진 방법이다. 그러나 신뢰성

있는 그래핀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화학증착공정에서 원

료 가스인 CH4 의 장입뿐만 아니라 공정을 짧게 조절하

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들의 공

정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급속-열적 펄스 화학증착

법을 이용하여 가능한 신뢰성 있는 그래핀 박막을 얻고

자 하였다. 얻어진 박막의 특성은 신속하게 평가할 수

있는 라만분광법을 이용하여 박막 증착시 Ni 의 두께 및

Ni 의 결정립을 조절하기 위한 열처리 특성에 대해서 분

석, 평가하였다.

2. 실험 방법

급속-열적 펄스 화학증착공정은 Fig. 1(a) 에 구체적으로

나타내었다. 각 단계별 증착압력의 변화도 아울러 Fig. 1

에 표시하였다. 900oC 에서 300 초 동안 압력 6.9 × 10−2

Torr 에서 N2, 100 sccm 과 수소, 30 sccm 을 흘리면서 기

판의 온도가 900oC에서 안정되도록 유지되었으며 곧 CH4,

1 sccm 과 수소, 10 sccm 을 흘려주어 증착압력 1.2 ×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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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rr 에서 그래핀 증착이 진행되었다. 이때 증착시간은 각

각 5, 15, 그리고 30 초로 변화되었다. 증착 후에는 수소

를 10 sccm, 챔버압력은 9.7 × 10−2 Torr 에서 60 초 동안

유지하여 (exposure) 증착된 그래핀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자 하였다. 그 후 챔버를 청소하기 위하여 약 2 초 동안

압력 6.9 × 10−1 Torr 에서 N2 (200 sccm)를 흘려주었다. 모

든 공정이 이루어진 후에 시편의 냉각은 250oC 까지 같

은 압력 하에서 600 초 동안 N2 (200 sccm) 분위기에서

이루어졌다. 그래핀을 가능한 단일층 (mono-layer) 으로

성장시키기 위하여 각 기체들 (즉, CH4, N2, H2) 의 장입

은 펄스형태로 조절되었다. 각 단계에서, 특히 그래핀 성

장 후에 10 sccm 의 H2 분위기에서 60 초 동안 수행된

노출 (exposure) 단계는 박막증착 후에 그래핀의 품질을 향

상시키기 위하여 채택되었다. 그래핀 증착은 900oC 이하

에서는 증착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10) 본 연구에서는

900oC에서 주로 수행되어졌다. 그래핀 박막을 위해서 Ni

박막은 SiO2/Si 기판위에 dc 스퍼터링을 이용하여 다양한

두께를 갖도록 하였으며 또한 기판의 상태에 따른 그래핀

의 성장을 관찰하기 위하여 Ni 박막은 500oC 와 700oC에

서 다양한 시간동안 열처리되었다. CH4 의 유량은 1 sccm

으로 고정하였으며 증착을 위해 여러가지 시간을 변경하

여 주입하였다.

증착되어진 그래핀의 품질은 라만분광기 (JY LabRam

HR)를 가지고 주로 평가되었다. 열처리된 Ni 박막의 미

세구조는 주사전자현미경 (SEM)을 가지고 평가되었다. Fig.

1(b)는 본 공정에서 사용된 증착단계에서 노출동안 수소

를 첨가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에 얻어진 그래핀 박막

의 라만스펙트럼으로서 노출동안에 수소를 첨가하였을 때

에 IG/I2D 값이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IG/I2D 값

이 낮아짐에 따라 그래핀의 층이 적어짐을 나타내는데 노

출동안에 수소를 첨가함으로써 그래핀의 품질을 향상시킴

을 알 수 있어 이 공정이 그래핀 증착에 매우 유용함을

알 수 있다. 

3. 결과 및 고찰

Fig. 2(a)는 그래핀이 증착되는 Ni 금속의 두께에 따라

증착된 그래핀 박막의 라만스펙트럼을 보여준다. Ni 의 두

Fig. 1. (a) Schematic diagram exhibiting the process and chamber pressures at each pule step for the graphene growth and (b) Raman

spectra of the graphene films grown by an exposure for 60 s with and without H2 of 10 sccm. In Fig. 1(a), chamber pressures at each

pulse step were described in 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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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가 65 nm부터 260 nm 까지 변함에 따라 그래핀을 나

타내는 라만피크들이 관찰되었다. 그래핀을 나타내는 라만

피크에서는 일반적으로 G 밴드는 약 1580 cm−1 에서 그

리고 2D 밴드는 약 2700 cm−1 에서 관찰되어진다. 그래핀

이 Ni 박막위에 성장되는 메커니즘은 CH4 가 수소에 의

해 분해된 카본들이 고온에서 유지된 Ni 박막내로 확산

되어 들어간 후에 냉각과정에서 석출에 의해 Ni 표면에

형성되어 진다.13) 따라서 그래핀의 성장은 Ni 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므로 Ni 의 두께는 매우 중요하다. 그래핀의

층수는 대략 IG/I2D 로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데 이를 알

기위해 Fig. 2(c)에 나타내었으며 박막에 존재하는 결함들

은 ID/IG 로 (Fig. 2(b)) 나타내어진다고 알려져 있다. Fig.

2(c)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260 nm 의 Ni 두께에서 가장

낮은 0.262 를 나타내어 가장 적은 그래핀 층수를 나타

낸다. 그러나 결함의 측면에서는 130 nm 의 경우가 가장

작은 약 0.15 를 나타내어 우수한 특성을 나타내었다. 결

Fig. 2. (a) Raman spectra of the graphene films grown on various thicknesses of Ni films, (b) and (c) variations in ID/IG and IG/I2D intensity

ratio, respectively. 

Fig. 3. (a) Raman spectra and (b) IG/I2D ratio of the graphene films grown as a function of an insertion time of CH4. (c) SEM surface

image of the graphene / Ni (260 nm) grown at an insertion of CH4 for 5 s (arrows in the image show a graph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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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그래핀의 층수와 품질은 각각 니켈의 두께에 따라 크

게 의존됨을 알 수 있다.

Fig. 3(a)은 니켈의 두께가 260 nm 일 경우에 900oC 에

서 CH4 의 유량을 1 sccm 으로 흘려줄 때에 CH4 의 시

간에 따른 그래핀 박막의 특성을 알기 위해 관찰된 라만

스펙트럼을 나타낸다. 시간은 5 초부터 30 초까지 변화

하였으며 이 구간에서 관찰된 그래핀은 모두 잘 형성되

었음을 알 수 있으며 Fig. 3(b)에서 보여진 것처럼 그래

핀의 층수를 보여주는 IG/I2D 는 CH4 장입시간이 증가함

에 따라 선형적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5초에서 30 초

까지 변할 때에 IG/I2D 는 약 0.497 서부터 0.795 까지 변

화하였다. 따라서 그래핀의 층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CH4

의 장입시간을 크게 줄여야 함을 알 수 있다. Fig. 3(c)

는 Ni 결정립 내에 형성된 그래핀을 보여주는 주사전자

현미경 사진이다. 사진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하얀 띠 모

양이 결정립내에 길게 형성되어 있는 것이 그래핀인 것

으로 알 수 있다. 결국 그래핀은 Ni 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므로 대면적에서 균일한 단일 층을 성장시키려면 dc

스퍼터링으로 상온에서 증착한 시편을 고온에서 열처리하

여 가능한 균일한 Ni 박막을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

다. 따라서 Fig. 4(a)에는 Ni (260 nm) 박막을 500oC 에

서 다양한 시간동안 열처리를 수행한 후에 900oC 에서 그

래핀을 형성한 라만스펙트럼을 보여준다. 열처리하지 않은

니켈 박막 위에 성장된 그래핀은 CH4 를 30 초 동안 흘

려주어 증착된 것이며 이 결과는 다른 Ni 박막의 열처리

한 것과 비교하였다. 모든 열처리한 시편위에 성장된 그

래핀들은 우수한 특성을 보임을 알 수 있으며 Fig. 4(b)

에서 열처리 시간에 따른 IG/I2D 의 값들은 열처리 시간

이 증가함에 따라 선형적으로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즉,

Ni 결정립 크기의 증가는 그래핀들의 층수를 줄이는 데에

크게 기여함을 알 수 있다. 즉, Ni 결정립 크기의 증가는

단위 체적당 결정립 경계 면적의 감소를 가져오고 에너지

가 높은 결정립 경계에서 형성되는 그래핀을 억제할 수 있

어 그래핀의 층수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효

Fig. 4. (a) Raman spectra and (b) IG/I2D ratio of the graphene films grown on Ni (260 nm) films annealed for various times at 500oC.

Fig. 5. (a) Raman spectra and (b) IG/I2D ratio of the graphene films grown by an insertion of CH4 for various times on Ni films annealed

for 2h at 700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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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더욱더 관찰하기 위하여 Ni 박막을 700oC 에서 2h

동안 열처리한 후에 다양한 CH4 (1 sccm) 장입시간을 달

리하여 증착된 그래핀 박막의 라만스펙트럼을 Fig. 5(a)에

나타내었다. CH4 의 장입시간을 5 초부터 30 초 동안 증

가하여 증착된 그래핀 박막은 모두 우수한 그래핀을 나타

내었으며 Fig. 5(b)에서 보여준 IG/I2D 에서도 약 0.32 부

터 0.45 까지 좁은 범위에서 변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그래핀 성장은 Ni 박막의 두께와 결정립 크기

및 모폴로지 등에 크게 의존함을 알 수 있어 이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4. 결  론

우수한 특성을 갖는 그래핀은 니켈 박막위에 급속-열적

펄스 CVD 를 통하여 얻어졌다. 다양한 두께의 Ni 과 열

처리된 Ni 박막위에 증착된 그래핀은 라만분광기에 의해

주로 평가되었다. Ni 박막의 두께가 65 nm부터 260 nm 까

지 변화되었을 때에 260 nm 의 Ni 박막에서 가장 낮은

IG/I2D 를 얻어 가장 적은 층수를 보임을 알 수 있다. 또

한 Ni 박막을 500oC 와 700oC 에서 열처리 했을 경우에

더 우수한 특성을 보여 Ni 박막의 미세구조가 그래핀 특

성에 크게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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