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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CVD를 이용하여 Cu 시편에 그래핀의 합성을 보이고, Cu 시편의 grain 크기와 방향성에 따른 그래핀의 성

장거동을 보이고자 한다. 동일한 온도  압력 하에서도 사용하는 분 기 가스의 종류에 따라서 Cu의 확산에 

향을 주게 되고, 그래핀 합성 시 사용되는 H2와 CH4 가스 분 기 하에서 Cu grain의 성장에도 향을 미치

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결과 으로 Cu grain의 성장이 그래핀의 합성과 성장에 직 인 련이 있음을 보

이고자 하 다. 부식 항성은 상온에서 동  분극실험를 통하여 분석하 으며, 부식속도 비교에서 그래핀 

코 된 Cu 시편의 경우가 그래핀의 화학  안정성에 기인하여 순수 Cu 시편의 경우보다 동일한 부식 환경에

서 약 10배 정도 안정 인 것으로 찰이 되었다. 한, grain boundary를 포함, 결함이 없는 그래핀의 균일

한 성장의 가능성을 보이고, 이의 합성을 통한 공학 인 활용이 그 최종 인 목 이 될 것이다.

ABSTRACT

With the synthesis of graphene on Cu using CVD, it was tried to show the behavior of graphene growth depending on the size 

and orientation of Cu grain. It was found out that even under the same temperature and pressure the use of different gases 

influences on the diffusion rate of Cu. As compared to Ar gas, Cu grain growing bigger under H2 and CH4 was resulted in 

bigger graphene grain. Corrosion resistance was evaluated by potentiodynamic polarization test in room temperature and found out 

that the graphene on Cu was more stable in order of 10 than pure Cu due to the chemical stability of graphene. The future work 

of this research will focus on the synthesis of graphene having no defects including grain boundaries, and its engineering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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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그래핀은 훌륭한 자  열 도체로 리 알려져 

있으며, 그래핀 단일 층의 상온에서의 열 도도는 

(4.84±0.44) × 10
3
 to (5.30±0.48) × 10

3
 Wm

-1
K

-1
로 다이

아몬드 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1]. 

SiO2 기  의 그래핀 단일 층은 격자상수 차에 기인

한 불균일 그래핀 층의 존재에 따른 강한 계면산란에 

기인하여 열 도도가 약 600 Wm
-1
K

-1
이나 이는 부

분의 다른 속과 비교 시 여 히 높은 열 도도를 보

이고 있다[2].

그래핀은 많은 과학자들을 매료시키기에 충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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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물리 혹은 화학 인 독특한 특성들은 가지고 있다. 

동일 두께의 강과 비교 시 그래핀은 100배 이상의 우수

한 강도(strength) 특성과 200배 이상의 인성(toug-

hness)을 가지고 있으며, 손이 없이 20% 정도의 신

축성을 보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투명한 

그래핀은 탄소나노튜 와 함께 다양한 자재료에 이

상 인 소재로 각 을 받고 있다[3][4]. 한, 고 도, 

고주 수의 실리콘기반 마이크로 로세서의 높은 열에

지 방출, 우주공간에서 요 자부품의 보호를 한 

열 으로부터 열 방출을 한 열 달 매체의 필요성이 

증 되고 있다[5]. 냉매를 이용한 시스템 혹은 움직이

는 부품들을 이용한 열 달 매체들은 장기간의 안정성

에 문제가 되고, 이러한 부품들로 인하여 기기의 사용

주기가 단축되는 결과를 야기하게 된다. 이러한 에

서 볼 때 그래핀을 이용한 열 달 매체는 훌륭한 안

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실험의 근본 인 목 은 grain boundary를 포함, 결

함이 없는 그래핀의 균일한 성장의 가능성을 보이고, 합성

을 통한 공학 인 활용이 그 최종 인 목 이 될 것이다.

Ⅱ. 본 론

1. 실험방법

다음은 그래핀 합성을 한 실험의 조건과 방법, 그

리고 특성평가 방법들을 보이고 있다. 

(1) 그래핀 합성

CVD(Chemical Vapor Deposition)을 이용한 그래핀 

합성 실험 조건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1 cm × 1 cm × 1.27 mm의 Cu(99.9%) 시편을 단

하여 한쪽 면을 polishing하고, 0.05 μm alumina를 

사용 미세연마 한다. 

② 의 시편을 acetone에 담근 후 음  세척하여 시

편의 연마 면을 청결히 한다.

③ 완  건조한 시편을 CVD system(그림 1 참조)의 

수평 기로 앙에 장입한다.

④ 그림 2의 시간, 온도, 압력, 가스 조성  유량에 따

른 실험 조건으로 그래핀을 합성하고 약 200℃/min

의 속도로 상온까지 냉각한 후 시편을 수평 기로

에서 제거한다.

그림 1. CVD 시스템
Fig. 1 CVD system

그림 2. 시간, 온도, 압력, 가스의 조성  유동율에 
따른 실험조건

Fig. 2 Experimental conditions depending on time, 
temperature, pressure, gas composition and flow rate

의 실험에서 사용되는 분 기 가스는 Ar(99. 

999%), H2(99.999%), CH4(99.995%)를 사용하 으며, 

1.27mm 두께의 Cu(99.9%)는 Alfa Aesar에서 구매하여 

사용하 다. 한, 에서 언 되지 않은 비교 시편  

기타 시편 제작 방법은 본문에서 언  하 다.

(2) 학  자 미경, XRD 찰

실험 완료 후 모든 시편은 찰면의 청결과 세 한 

찰을 하여 시편을 acetone에 담근 후 3분 이상 

음  세척을 하 으며, 그 밖의 다른 조치 없이 건조 

후 사용하 다.

(3) 부식 항 실험

상온에서 시편에 한 부식 항성은 실험 시작  

1시간 동안 N2 가스를 사용하여 탈기한 3.5 wt% NaCl 

용액을 사용하고 시편을 작업 극(working electr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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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화칼로멜 극(saturated calomel electrode, SCE)을 

기 극(reference electrode), 그리고 백 상 극

(Pt-counter electrode)을 3- 극 기화학 셀로 구성하

는 동  분극실험(potentiodynamic polarization test)

에 의하여 평가 하 다. 의 분극실험은 1,800  동안 

개방회로퍼텐셜(open circuit potential)를 찰하 으

며, 류 도(current density)는 퍼텐셜(potential)을 

0.5 mV/s의 속도로 스캔하여 기록하 다.

2. 실험결과  고찰

그림 3은 99.9% Cu를 이용하여 H2와 CH4 가스 신 

Ar(37 sccm) 가스 만을 사용하여 앞의 실험방법에서 

제시된 동일한 실험 조건과 방법으로 실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학 미경 조직 사진으로 bright 

field(a)와 dark field(b)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 

실험시편의 제작은 그래핀 합성 시편과의 비교를 함

이 그 목 이다.

실험의 결과, 그림 3의 학 미경 이미지는 열처리

에 따른 형 인 Cu의 재결정  성장으로 인한 선명

한 grain boundaries와 많은 twin의 생성을 보여주고 

 

그림 3. Ar = 37 sccm, P1 = 40 mtorr, P2 = 500 mtorr, 
1000℃의 조건에서 열처리한 순동시편의 학 미경 사진 

(a) BF 와 (b) DF (Scale bar = 200 μm)
Fig. 3 OM images of (a) BF and (b) DF for the sample of 
pure Cu with Ar = 37 sccm, P1 = 40 mtorr and P2 = 500 

mtorr at 1000℃. Scale bar = 200μm.

 

그림 4. H2 (2 sccm) + CH4 (35 sccm), P1 = 40 mtorr, 
P2 = 500 mtorr, 1000℃의 조건에서 그래핀 성장한 
구리시편의 학 미경 사진 (a) BF 와 (b) DF (Scale 

bar = 500μm)
Fig. 4 OM images of (a) BF and (b) DF for the 

sample of graphene grown on Cu with H2 (2 sccm) + 
CH4 (35 sccm), P1 = 40 mtorr and P2 = 500 mtorr at 

1000℃. Scale bar = 500μm.

있다. 한, 그래핀의 생성  성장이 없음을 확인 할 

수 있으며, XRD(그림 6 참조)를 통하여 이를 증명할 

수 있었다.

그래핀의 합성 실험 조건과 방법에 따른 실험의 결

과, 그림 4에서 시편의 학 미경 이미지는 그림 3의 

열처리 시편과는 확연히 다른 Cu의 조직사진을 보여주

고 있다.

그림 3(a)에서는 Cu의 grain size가 50∼100μm의 범

에 있으나, 그림 4(a)에서는 grain size가 500∼1000μ

m의 범 로 그래핀 성장 실험 시 H2와 CH4 가스 분

기 하에서 Cu의 grain이 그림 3의 Ar 가스 분 기에서 

열처리된 시편의 경우보다 훨씬 많은 성장을 하 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동일한 온도  압력 하에서도 사용

하는 분 기 가스의 종류에 따라서 Cu의 확산에 향

을 주게 되고, 결과 으로 그래핀 합성 시 사용되는 H2

와 CH4 가스 분 기 하에서 Cu grain의 성장에도 향

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Cu grain의 성

장이 그래핀의 합성과 성장에 직 인 련이 있는지

는 재까지 보고되어진 것이 없었으나, Cu grain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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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과 Cu의 순도  기계 인 가공 정도에 따라서는 그

래핀의 합성과 성장에 직 인 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6]. 

그림 4의 시편에서 볼 수 있듯이 그래핀은 grain 

boundaries를 형성하며 Cu grain의 크기보다 항상 크

고 Cu grain의 방향에 하여 일정한 방향성을 갖고 있

음을 알 수 있다[7]. 이러한 그래핀 grain boundaries의 

존재로 인하여 그래핀의 기계  강도는 하되지만, 

기 인 특성에는 향이 은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8].  연구의 결과를 토 로 하는 계속 인 연구의 방

향으로는 Cu grain의 크기와 그래핀 grain 크기의 상

성에 한 연구의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

한 연구의 결과로 Cu grain과 그래핀 grain 크기의 상

성 이해를 통하여 가까운 시일 내에 grain boundary

를 갖지 않는 그래핀의 성장 연구결과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까지 그래핀의 grain boundary 유무에 따른 열

도도에 한 학술자료는 보고되어 있지 않다. 그 첫 

번째 요한 이유가 grain boundary가 없는 그래핀의 

제작이 재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 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가

능성을 가진 근 방법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grain 

boundary와 같은 결함을 갖지 않는 그래핀 합성의 결

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그림 5는 그래핀의 성장 유무에 따른 시편의 XRD 

비교 분석 자료를 보여주고 있다. 이 실험의 결과 그래

핀이 Cu 시편의 반 인 면 을 차지하며 성장하 음

을 확인 할 수 있으며, 단일 혹은 복층의 그래핀 성장

만으로도 Cu 시편에 한 XRD peak이 나타나지 않음

을 확인 하 다.

Wiedemann-Franz law에 따르면 열 도는 양성자

(proton)에 의해 좌우된다고 알려져 있다[9]. 하지만, 

graphene strip의 경우 gate bias를 인가해 Fermi 에

지를 kBT 보다 훨씬 크게 하고 자의 기여를 증가시

킬 수 있게 하여 낮은 온도에서 양성자의 기여를 앞서

게 할 수도 있다는 보고도 있다. 한, 그래핀의 엄청나

게 빠른 열 도도는 등방성으로 알려져 있다[1][10].

그림 5. 그래핀의 성장유무에 따른 동시편에 한 
X-ray 회 분석 비교

Fig. 5 XRD of graphene grown on Cu and pure Cu

기 면의 열 도도가 1,000 W·m
−1
·K

−1
 이상인 그

래핀과 이의 3차원 형태인 graphite, 그리고 다이아몬

드를 비교함으로써 그래핀의 높은 도성에 한 잠재

 가치를 알 수 있을 것이다(표 1 참조). 한편, 

graphite의 c-axis 열 도도는 기 면간의 약한 결합력

과 큰 격자간 거리에 기인하여 그래핀과 비교 시 약 

100배 정도 더 작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11].

표 1. 재료의 열 도도 비교
Table 1. Thermal conductivity of materials

그림 6은 순동(pure Cu), 열처리 동(heat treated 

Cu), 그리고 그래핀 성장한 동시편(graphene on Cu)에 

한 동  분극실험(potentiodynamic polarization 

test)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1000℃, Ar(37 sccm) 분 기에서 열처리된 Cu 시편

의 경우 부식 퍼텐셜이 크게 낮은 이유는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열처리  시편 혹은 그림 4와 비교 시 

상 으로 결정립이 미세하여 결정립계의 면 이 크

고, 1000℃, 500 mTorr에서의 열처리 시 표면에서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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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순동, 열처리 동, 그래핀 성장한 동 시편에 

한 동  분극실험 결과 비교
Fig. 6 Potentiodynamic polarization curves for Cu, heat 

treated Cu, and graphene on 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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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순동, 열처리 동, 그래핀 성장한 동 시편에 

한 부식속도 (icorr) 비교
Fig. 7 Corrosion rate (icorr) of Cu, heat treated Cu, 

and graphene on Cu

발에 따른 여러 가지 결함이 시편의 표면에 노출됨

으로써 부식 환경에서 화학 으로 안정 이지 못하여 

쉽게 부식을 일으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그림 7의 

부식속도(corrosion rate, icorr) 비교에서 그래핀 코 된 

Cu 시편(2.20×10
-6
 A/cm

2
)의 경우는 그래핀의 화학  

안정성에 기인하여 순수 Cu 시편(2.56×10
-5
 A/cm

2
)의 

경우보다 동일한 부식 환경에서 약 10배 정도 안정

인 것으로 찰이 되었다. 물론, 이러한 화학  안정성

은 그래핀의 코  상태  grain boundary 유무에 따라 

더 많은 개선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식속도

는 분극실험결과(그림 6)을 바탕으로 타펠 외삽보간법

(Tafel extrapolation method)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Ⅲ. 결 론

CVD를 이용하여 Cu 시편에 그래핀의 합성을 수행

하 으며, Cu 시편의 grain 크기와 방향성에 따른 그

래핀의 성장거동을 보이고자 하 다. 동일한 온도  

압력 하에서도 사용하는 가스의 종류에 따라서 Cu의 

확산에 향을 주게 되고, 그래핀 합성 시 사용되는 

H2와 CH4 가스 분 기 하에서 Cu grain의 성장에도 

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결과 으로 Cu 

grain의 성장이 그래핀의 합성과 성장에 직 인 

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시편에 한 부식특성은 

상온에서 동  분극실험를 통하여 분석하 으며, 부

식속도 비교에서 그래핀 코 된 Cu 시편의 경우가 그

래핀의 화학  안정성에 기인하여 순수 Cu 시편의 경

우보다 동일한 부식 환경에서 약 10배 정도 안정 인 

것으로 찰이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grain bou-

ndary를 포함, 결함이 없는 그래핀의 균일한 성장의 

가능성을 보이고, 이의 합성을 통한 공학 인 활용이 

그 최종 인 목 이 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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