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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    론

그래핀은 탄소의 동소체 중 하나로 탄소 원자들이 육각형 벌집구조

처럼 모여 한 층의 2차원 평면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뛰어난 물리 화

학적 특성으로 인해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1-3]. 우수한 광학 투명

성, 높은 전도성, 탁월한 기계적 유연성과 탄성뿐만 아니라 높은 열 

안정성까지 가지고 있다[3-7]. 그래핀 필름은 그래핀 flake로부터 출발

하는 방법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화학기상증착법(chemical vapor 

deposition, CVD)에 의해 다양한 기판 위에 그래핀 층을 제조하게 된

다. 이때, 그래핀 필름은 극히 약한 반데르발스 힘에 의해 기판과 결

합하게 되므로, 반복된 마찰 공정 하에서 안정적인 성능을 나타내기 

힘들어 고성능의 유연하고 투명한 그래핀 필름을 얻는 것은 매우 어

렵다[8,9]. 최근에, 이와 같은 CVD 그래핀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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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계 전도성 고분자인 poly(3,4-ethylenedioxythiophene) : poly(styrene 

sulfonate) (PEDOT : PSS)를 오버코팅하게 되면 그래핀과 기판사이의 

접착력이 크게 강화되어 내구성이 향상된다는 것이 알려졌다[10]. 

PEDOT : PSS는 Figure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기본 골격이 poly-

thiophene인 PEDOT에 수용성 고분자인 PSS를 도판트로 작용시켜 물

에 분산되게 만든 전도성 고분자이다[11]. 따라서 PEDOT : PSS를 hy-

drophobic한 CVD 그래핀 상에 코팅하는 것은 결코 용이하지 않다. 동

일한 현상은 ITO (indium tin oxide) 전극에서도 나타나는데, 이 경우

에는 PEDOT : PSS와의 젖음성(wettability)을 높이기 위해서 O2 plas-

ma 처리를 하여 ITO 표면의 친수성을 높여서 사용한다[12]. 그러나 

그래핀의 경우에는 O2 plasma 처리에 의해 방향족 구조의 일부가 깨

져서 전기적 특성의 감소가 나타난다[13]. 따라서 plasma 처리 대신에 

PEDOT : PSS 수용액에 dimethylsulfoxide, isopropanol과 같은 유기용

제를 첨가하여 CVD 그래핀 위에 코팅하는 방법이 알려져 있다[14]. 

그러나 이 경우에는 필름의 접착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유기용제와 함께 접착력

이 우수한 과불소계 이오노머(perfluorinated ionomers)[15] 또는 불소

계 wetting agent를 병용하여[10] CVD 그래핀 위에 PEDOT : PSS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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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PVA를 PEDOT : PSS에 첨가해줌으로써 CVD 그래핀 상에 효과적으로 코팅할 수 있었다. PVA의 검화도 및 분자량에 
따른 코팅성 및 필름의 전기적 특성을 검토한 결과, DS는 89%, 분자량은 100,000 gmol-1 이하인 것이 바람직하였다. 
또한, PVA의 첨가량은 PEDOT : PSS의 고형분 대비 5%가 최적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PVA를 사용하여 PEDOT 
: PSS를 CVD 그래핀 위에 코팅한 필름은 CVD 그래핀 필름에 비해서 표면조도, 부착성, 굴곡 내구성 및 고온(160 ℃)에
서의 저항 안정성 등이 현저하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We successfully coated poly(3,4-ethylenedioxythiophene) : poly(styrene sulfonate) (PEDOT : PSS) on CVD graphene by add-
ing poly(vinyl alcohol) (PVA) to PEDOT : PSS. Extensive studies on the wettability of coating solutions and electrical proper-
ties of formed films led us to conclude that PVA with 89% of the degree of saponification and the molecular weight of 
less than 100,000 gmol-1 produced optimum results. Furthermore, the optimum content of PVA was found to be 5% of 
PEDOT : PSS by the solid weight. The film coated by PEDOT : PSS with PVA on CVD graphene displayed a conspicuous 
improvement in the surface roughness, adhesive property, bending durability and stability in resistance at 160 ℃, compared 
to those of using CVD graphene films. 

Keywords: CVD graphene, PEDOT : PSS, PVA, bilayer 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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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일한 필름을 형성시킨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저자들은 CVD 그래핀 상에 PEDOT : PSS를 코팅하는 공정에서 폴

리비닐알코올(PVA)를 첨가하면 CVD 그래핀 위에 용이하게 코팅되

는 것을 발견하였다. PVA는 poly(vinyl acetate)를 가수분해해서 제조

하므로, Figure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vinyl acetate기가 남아있게 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PVA에서는 vinyl alcohol의 비율을 검화도(DS, 

degree of saponification)로 표시하며, 이 값이 클수록 분자간 수소 결

합이 강해지므로 PVA의 특성에 큰 영향을 입힌다. 즉, PVA의 경우에

는 분자량뿐만 아니라 DS에 따라서도 다양한 종류가 존재하며 그 특

성 역시 다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16].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CVD 

그래핀 위에 PEDOT : PSS를 코팅하는 공정에 사용되는 PVA의 종류 

및 첨가량 등으로 포함하는 최적 조건을 찾고, PEDOT : PSS가 코팅된 

CVD 그래핀 필름의 특성 변화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연구하였다. 

2. 실    험

2.1. 시약 및 기기

PEDOT : PSS 수용액(Clevios PH1000, 1.2 wt%)은 Heraeus Clevios 

GmbH사에서 구매하여 사용하였다. Dimethyl sulfoxide (DMSO, 99.0%)

는 Samchun Chemicals에서 구매하였고, polyvinyl alcohol (PVA)은 분

자량 및 검화도가 다른 6종류를 Sigma-Aldrich에서 구매하여 사용하

였다. CVD 그래핀으로는, single layer 그래핀을 PET 필름 위에 전사

한 형태[17]로 한화 테크윈으로부터 공급받아 사용하였다.

필름의 저항은 MSTech사의 4-point probe를 사용하여 측정하였고, 

광투과도는 Mecasys사의 UV/Vis spectrophotometer (Optizen POP)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표면조도는 Park Systems사의 atomic force mi-

croscopy (AFM, NX10)를 사용해 측정하였다.

2.2. 필름 제조

2.2.1. PVA의 종류에 따른 변화

고형분 농도가 1.2%인 PEDOT : PSS 수분산액에 검화도(degree of 

saponification, DS)와 분자량(Molecular weight, MW)이 다른 PVA 

(20% 수용액)를 PEDOT : PSS의 고형분 대비로 50%가 되도록 첨가

해 코팅액을 만들었다. 이 용액을 가지고 10번 Mayer bar coater (습도

막 두께 기준으로 22.9 µm)를 사용하여 CVD 그래핀 필름(가로 5 cm 

× 세로 6 cm) 위에 코팅하고 120 ℃에서 1 min간 건조시켰다. 이렇게 

제조한 필름의 서로 다른 5부분(윗부분 2군데, 아랫부분 2군데 및 한 

가운데)을 4-point probe를 사용하여 저항 값을 측정한 뒤, 보정계수를 

사용해 표면저항으로 환산하였다. 그로부터 평균값, 표준편차, 균질도

(uniformity)를 계산하였다. 필름의 광투과도는 파장 550 nm에서 측정

하였으며 PET (polyethylene terephthalate) 필름 자체의 광투과도에 대

비하여 값을 얻었다.

2.2.2. PVA의 함량에 따른 변화

고형분 농도가 1.2%인 PEDOT : PSS 수분산액에 PVA (DS = 89%, 

MW = 50,000 gmol-1)를 PEDOT : PSS의 고형분 대비로 5, 10, 20, 

50%가 되도록 첨가해 코팅액을 만들었다. 이 용액을 가지고 10번 

Mayer bar coater (습도막 두께 기준으로 22.9 µm)를 사용하여 CVD 

그래핀 필름(가로 5 cm × 세로 6 cm) 위에 코팅하고 120 ℃에서 1 

min간 건조시켰다. 이렇게 제조한 필름의 서로 다른 5부분(윗부분 2

군데, 아랫부분 2군데 및 한 가운데)을 4-point probe를 사용하여 저항 

값을 측정한 뒤, 보정계수를 사용해 표면저항으로 환산하였다. 그로부

터 평균값, 표준편차, 균질도(uniformity)를 계산하였다. 필름의 광투

과도는 파장 550 nm에서 측정하였으며 PET 필름 자체의 광투과도에 

대비하여 값을 얻었다.

2.3. 부착성 테스트

부착성은 크로스 커터(Yoshimitsu사의 MT-YCC1)를 사용해 ASTM 

D3359 (Standard test methods for measuring adhesion by tape test) 방법

[18,19]에 의해 평가하였다. 1 mm 간격으로 11줄이 있는 칼날의 크로스 

커터를 사용하여 필름의 코팅 면을 직각의 격자무늬로 절단한 후 테이

프를 붙였다 떼어낸 다음 코팅 면에 남아있는 격자의 수를 세었다. 

2.4. 표면장력 측정 

코팅액의 표면장력은 표면장력계(Kruss사의 force tensiometer K11)

를 사용하여 Wilhelmy plate 방법[20]에 따라서 측정하였다. 이 때 

probe로는 폭이 19.9 mm, 높이 10 mm인 직사각형 모양의 plate를 사

용하였다. PVA를 10% 수용액으로 만든 후 표면장력을 측정하였다. 

측정은 probe를 PVA 수용액에 0.2 mm 담그고 올리면서 측정된 표면

장력을 시간에 따른 값과 평균값으로 나타내었다. 

2.5. 굴곡성 실험

필름의 굴곡성은 필름 폴딩 테스트 머신(Sciencetown사의 STS- 

RT-5AXIS)을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CVD 그래핀 필름과 그 위에 

PVA를 포함하는 PEDOT : PSS로 코팅한 필름을 가로 1 cm × 세로 

4 cm로 잘라 준 다음 silver paste를 세로 방향 양쪽에서 1 cm 떨어진 

곳(즉, silver paste 사이 간격은 2 cm)에 점을 찍듯이 발라주고 60 ℃

에서 1 h 동안 건조시켰다. 기계의 굽힘 반경이 3R (곡률반경이 3 mm)

이 되도록 조절하고 필름을 부착시킨 뒤 1 min당 120회의 굴절이 일

어나도록 속도를 설정하고 굴곡성 실험을 진행하였다. 일정한 횟수가 

진행된 다음에는 2-point probe로 선 저항을 세 번 찍고 그의 평균값을 

구하였다. 

2.6. 내열성 실험

PVA 함량에 따른 용액으로 코팅한 필름을 가로 2 cm × 세로 2 cm

로 잘라 준 다음 160 ℃ 오븐에 넣고 시간에 따른 저항을 4-point 

probe를 사용해 서로 다른 4부분(윗부분 2군데, 아랫부분 2군데)을 측

정하였다. 이를 보정계수를 사용해 표면저항으로 환산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PVA의 종류에 따른 PEDOT : PSS 필름의 특성 변화

수분산형인 PEDOT : PSS는 표면장력이 매우 높아서 기재 위에 코

팅하기 위해서는 유기 용제인 이소프로판올을 섞어 주거나[21] 기재

와의 바인딩 능력을 높여주기 위하여 주로 폴리에스터 계열의 상용 

바인더를 사용한다[22]. 그러나 CVD 그래핀은 너무 소수성이 높아서 

이런 방법으로는 잘 코팅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0,14,15]. 

실제적으로 PEDOT : PSS 수분산액에 이소프로판올을 첨가하거나, 

PEDOT용 바인더로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Nippon Gohsei사의 Nichigo- 

polyester WR-905 (solid content : 20%)를 사용하여 저자들이 직접 실

험을 한 경우에도, CVD 그래핀 위에는 코팅이 전혀 되지 않았다. 그

러나 PEDOT : PSS 액에 PVA 수용액을 첨가하면 CVD 그래핀 위에 

코팅이 잘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PVA는 검화도(DS) 및 분자량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가 존재하며 그 특성 역시 다양한 것으로 알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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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므로 다양한 종류의 PVA를 사용하여 CVD 그래핀 필름 위에서

의 코팅성 및 코팅된 필름의 특성을 검토하였다. 

Table 1에는 DS와 분자량이 다른 PVA를 PEDOT : PSS의 고형분 

대비로 50%가 되도록 첨가해 만든 코팅액을 CVD 그래핀 위에 코팅

한 뒤, 제작한 필름의 젖음성, 표면저항, 광투과도, 표면조도를 측정해 

나타내었다. 먼저, 코팅액의 젖음성은 육안으로 관찰하였다. 즉, 전혀 

코팅이 되지 않으면 “bad”로, 전체적으로는 필름이 형성되었지만 부

분적으로 코팅이 되지 않은 원형의 결함이 관찰되면 “poor”로, 이런 

결함 없이 필름이 형성되면 “good”으로 표기하였다. PVA의 DS와 분

자량이 클수록 젖음성은 떨어졌다. PVA는 DS 값이 클수록 -OH기 사

이의 수소결합이 강해지고, 분자량이 클수록 분자간 상호작용이 커져 

표면장력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용액의 표면장력이 클수록 

젖음성은 떨어진다. 실제로 PVA의 표면장력을 측정한 결과, Table 1

에 나타낸 것과 같이, DS와 분자량이 클수록 표면장력 값이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표면저항이 높고 저항 안정성이 매우 떨어

지는 CVD 그래핀 필름 위에 PEDOT : PSS를 코팅하게 되면 표면저

항과 저항 안정성이 매우 향상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면저항의 

안정성은, 표면저항의 표준편차를 표면저항의 평균값으로 나눠준 값

인 균질도(uniformity)로 일반적으로 판단하는데, 그 값이 매우 작아지

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CVD 그래핀 필름만의 광투과도는 PEDOT 

: PSS를 코팅한 CVD 그래핀 필름에 비해서는 약간 높지만 많은 차이

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젖음성이 좋지 않은 PVA-4, 5, 6을 사용한 필름을 제외한 나머지 

필름들의 표면조도를 측정하였다. 표면조도는, 측정 부위에 따라 편차

가 있어서, 측정 부위를 5 × 5 µm로 되도록 넓은 영역으로 고정하고 

한 샘플당 5군데를 측정하여 그의 평균값과 함께 표준편차 값을 Table 

1에 기입하였고, 각각의 샘플에서 평균에 가까운 대표적인 AFM 결과

를 Figure 2에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CVD 그래핀에서는 표

면조도 값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왔다. 특히 샘플들 사이에서의 차이

가 심했으며, 실제적으로 표준편차 값이 매우 크게 나타나 표면이 균

일하지 않다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single layer 

CVD 그래핀은 표면조도 값이 매우 낮으나, PET 등의 기재로 전사하

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불균일하게 전사되는 경우가 많으며, 결과적

으로 찢어짐/접힘/주름(cracks/folding/wrinkle)과 같은 결함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3-25]. AFM의 결과를 고려하면, 본 연구에서 사

용된 CVD 그래핀도 동일한 현상이 일어났을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

서 표면조도가 매우 높고 동시에 표면저항 값의 균질성도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PEDOT : PSS를 코팅한 CVD 

그래핀 필름에서는 표면조도 값이 매우 낮으며, 무엇보다도 균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PVA의 분자량에 따라서는 큰 차이가 나

지는 않았지만, 분자량이 클수록 조도가 높게 나타나는 현상이 발견

되었다. 이는 분자량이 클수록 코팅액의 점도가 높아지고 그에 따라 

바코팅 후에 표면조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결과를 정리하면, 분자간 수소 결합을 어느 정도 억제하기 

위해서는 vinyl acetate기가 10% 정도 남아 있는 PVA (즉, DS = 89%)

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동일한 DS 값의 PVA 경우에는 분자간 

수소 결합을 낮추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필름의 표면조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분자량 100,000 gmol-1 이하가 더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

Code

PVA
Wettability

on CVD Gr

Electrical properties
Transmittance 

(%)

Surface 
roughness

(nm)
DS 
(%)

MW 
(g/mol)

S.T.* 
(mN/m)

Rs (Ω/sq) STDEV** Uniformity***

(%)

CVD Gr - - - - 335 94.13 28.07 94.82 16.3 ± 8.1

PVA-1 89 25,000 41.52 good 110 4.34 3.95 89.00 7.3 ± 2.9

PVA-2 89 50,000 42.46 good 105 4.70 3.41 88.90 8.2 ± 3.1

PVA-3 89 100,000 44.35 good 104 3.70 3.55 90.04 9.0 ± 3.3

PVA-4 89 150,000 46.35 poor 108 4.87 3.98 90.54 -

PVA-5 99 40,000 54.03 poor 102 2.62 2.57 90.26 -

PVA-6 99 130,000 56.13 bad X X X X X

*Surface tension (10% aqueous solution), **Standard deviation of Rs, ***STDEV/Average of Rs.

Table 1. Properties of Films Coated with PEDOT : PSS Using Various PVAs on CVD Graphene

Figure 1. Chemical structures of PEDOT : PSS and PVA.

Figure 2. AFM images of the surface of CVD graphene (A) and CVD 
graphenes coated by PEDOT : PSS with PVA-1 (B), PVA-2 (C) and 
PVA-3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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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PVA-1과 PVA-2 사이에서 큰 차이가 없었으며, 좀 더 다루

기 쉬운 PVA-2 (분자량 50,000 gmol-1, DS 89%)를 사용해서 PEDOT 

: PSS에 대비한 함량을 달리하면서 필름을 제조하여 그의 특성 차이

를 분석하였다.

3.2. PVA의 함량 변화에 따른 PEDOT : PSS 필름의 특성 변화

Table 2에는 분자량 50,000 gmol-1, DS 89%인 PVA로 고정하고 

PEDOT : PSS 대비한 PVA의 함량을 다르게 하여 만든 코팅액을 

CVD 그래핀 필름 위에 코팅한 뒤, 제작한 필름의 젖음성을 확인하고 

표면저항(Rs), 부착성(adhesive property)을 측정해 나타내었다. PVA

를 PEDOT : PSS의 고형분 대비로 2% 넣어서 만든 필름의 젖음성은 

나빴으며, 저항 안정성도 5%로 넣어서 만든 필름에 비해 매우 안 좋

았다. PVA를 PEDOT : PSS의 고형분 대비로 1% 이하로 만든 필름의 

젖음성은 매우 나빠 필름의 특성을 확인해 볼 수도 없었다. 반면에, 

PVA가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간 경우에는 필름의 형성은 잘 되었으

나, 표면저항 값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전기적으로 부도체인 

PVA의 양이 상대적으로 늘어날수록 전기적 특성은 나빠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적으로 PEDOT : PSS와 PVA로 이루어진 복합체의 전

기전도도는 PVA의 함량 증가에 따라 급격하게 저하되었다[26]. 

ASTM으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매우 예민한 실험인 크로스 커

터 방식으로 필름의 부착성의 평가를 실시하였으므로, 2장의 필름을 

별도로 만들어서 측정한 결과를 정리해 Table 2에 나타내었다. CVD 

그래핀 필름 자체의 부착성은 매우 안 좋았으며 이는 CVD 그래핀을 

PET에 전사하여 만들었기 때문에 부착성이 나쁠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PEDOT : PSS를 코팅한 필름의 부착성은 PVA의 함

량이 많아질수록 나쁘게 나왔다. 이는 PVA가 필름에 대한 부착성이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즉, PVA 함량이 너무 적으면 필름이 

형성되지 않지만, 반면에 PVA의 함량을 늘릴수록 표면저항은 높아지

고, 광투과도 및 부착성은 저하되었다. 

그래핀 소재는 최근에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또는 태양 전지 등의 

용도로 연구가 폭넓게 진행되고 있으며, 메탈 상에서 제조되는 CVD 

그래핀을 PET에 전사시키는 이유도 플렉서블 전극으로의 응용을 고

려한 공정으로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그래핀은 플렉서블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실제적으로 CVD 그래핀을 다양한 각도로 벤딩을 시

켜도 전기적 특징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3,27]. 그

러나 장기간 벤딩이 반복되는 상황에서의 특성 변화, 즉 내구성에 대

해서는 깊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굴곡성을 평가하

는 기준으로는 곡률반경(radius of curvature, 휘어진 곡면과 원의 중점

사이의 길이, 즉 원의 반지름)을 사용하며, R로 표현한다. 즉 R 값이 

작을수록 더 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3R” (곡률반경

이 3 mm라는 뜻)에서 반복 벤딩을 실시하여 내구성도 동시에 평가하

였다. Figure 3에는 PVA를 PEDOT : PSS의 고형분 대비로 5, 10, 20, 

50%가 되도록 첨가해 제작한 필름의 굴곡성 실험 결과를 나타내었다. 

벤딩 전의 선 저항을 R0라고 하고 벤딩 후의 선 저항을 R이라고 표기

해 벤딩 횟수에 따른 저항 변화(R/R0)로 표현하였다. CVD 그래핀 필

름은 3R 조건에서도 초기에는 저항이 유지되었지만 5,000회 반복하면 

이미 초기 저항 대비 20% 이상 상승하기 시작하여, 40,000회 뒤에는 

측정 범위 이상으로 저항이 올라가 더 이상 측정하지 못했다. 반면에 

PEDOT : PSS를 코팅한 필름은 CVD 그래핀 필름에 비해 저항 변화

가 적었으며, 벤딩 횟수가 100,000번이 되어도 저항 상승폭은 3% 이

내이었다. 즉, PVA를 포함하는 PEDOT : PSS의 코팅에 의해서 CVD 

그래핀의 굴곡 내구성이 현저하게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

반적으로, PVA의 -OH와 PEDOT : PSS의 -SO3 사이에는 수소 결합이 

형성되어 물리적 특성에 변화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28], 이와 

같은 특징이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굴곡성 및 그의 내구성은 PVA의 함량에 따라서 차이가 거의 없었다.

PVA를 PEDOT : PSS의 고형분 대비로 5, 10, 20, 50%가 되도록 첨

No
PVA Content 
(solid wt%)

Wettability
on CVD Gr

Electrical properties
Transmittance (%) Adhesive property***

Rs (Ω/sq) STDEV** Uniformity***

1 CVD Gr - 335 94.13 28.07 94.82 0/100 0/100

2 1% bad X X X X X X

3 2% poor 87 22.43 22.13 92.79 92/100 92/100

4 5% good 85 2.63 3.13 92.92 90/100 85/100

5 10% good 86 3.26 3.65 92.10 30/100 36/100

6 20% good 82 1.41 1.77 91.05 20/100 15/100

7 50% good 98 1.11 1.13 91.24 5/100 10/100

8 100% good 120 1.24 1.32 90.84 5/100 8/100

*Standard deviation of Rs, **STDEV/Average of Rs, ***Measured by cross-cut method.

Table 2. Properties of Films Coated by PEDOT : PSS with Various Amount of PVAs on CVD Graphene

Figure 3. The change in resistance of CVD graphene and CVD 
graphenes coated by PEDOT : PSS with PVA-2 with various amounts 
under 3R b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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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제작한 필름의 열안정성을 검토하였다. 기재로 사용된 PET 자체

가 200 ℃ 이하에서만 장시간 사용이 가능하므로 실험은 160 ℃에서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ure 4에 나타내었다. 모든 필름에서 열처

리에 의해 저항이 증가하는 현상을 나타내기는 하였지만, CVD 그래

핀에서는 저항의 증가폭이 PEDOT : PSS를 코팅한 필름에 비하여 현

저하였으며, 무엇보다도 표면저항의 편차가 뚜렷하게 커졌다. Single 

layer CVD 그래핀에서는 열처리에 의해서 전기적 특성이 낮아지는 

현상이 종종 나타난다. 예를 들면 실리콘에 전사된 single layer CVD 

그래핀은 150 ℃에서 1 h 열처리에 의해 전기전도도가 20% 정도 저

하되었으며, 이는 CVD 그래핀 상의 결함 구조에 변화가 생기기 때문

으로 해석되고 있다[29]. Figure 2의 AFM 결과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CVD 그래핀은 결함이 있는 구조로 판단되며, 열처리에 의

해 결함 구조에서의 변화에 의해 저항의 상승 및 균질성의 급격한 저

하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PEDOT : PSS로 

코팅한 필름에서는 시간에 따른 저항변화도 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표준편차 값도 매우 작게 나와 균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나, 

CVD 그래핀의 열적 특성을 현저하게 개선할 수 있는 것이 확인되었

다. 그러나 바인더로 사용한 PVA함량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었다. 

상기와 동일한 실험에서의 필름의 광투과도를 Figure 5에 나타내었

는데, PEDOT : PSS를 코팅한 필름에서는 열처리에 따라 초기에 광투

과도가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CVD 그래핀 필름 및 CVD 그래핀 

위에 PVA-2만을 코팅한 필름에서는 동일한 조건 하에서 광투과도에 

거의 변화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광투과도의 저하는 PEDOT : PSS

의 열적 불안정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PEDOT : PSS의 응

용 범위가 늘어남과 동시에 열적 안정성이 중요해지면서 열처리에 따

른 전기적 특성의 변화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으며, 광투과

도 역시 열처리에 따라 저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면, 유

리 기판 위의 PEDOT : PSS 필름은 150 ℃에서 20 min 처리하면 550 

nm에서의 투과도가 80% 정도 수준으로 저하되었다[30]. PEDOT : 

PSS로 코팅한 CVD 그래핀 필름의 투과도가 본 연구에서도 저하되는 

것은 비슷한 현상으로 이해되며, PVA의 함량이 늘어날수록 광투과도

가 조금 더 저하되는 현상은 PEDOT : PSS와 PVA 사이의 특별한 상

호작용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4. 결    론

CVD 그래핀 상에 수용성 전도성 고분자인 PEDOT : PSS를 코팅하

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저자들은 수용성 고분자인 PVA를 사용하여 

CVD 그래핀 상에 PEDOT : PSS를 코팅할 수 있었다. PVA의 검화도 

및 분자량에 따른 코팅성 및 필름의 전기적 특성을 검토한 결과, DS

는 89%, 분자량은 100,000 gmol-1 이하인 것인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

났다. 

DS = 89%이며 분자량이 50,000 gmol-1인 PVA를 사용하여, PVA의 

첨가량을 변화시키면서 PEDOT : PSS를 CVD 그래핀 위에 코팅한 필

름을 제작하여 CVD 그래핀과 특성을 비교하였다. PVA 양이 PEDOT 

: PSS의 고형분 대비해서 5% 이하에서는 젖음성이 좋지 않아 필름이 

형성되지 않거나 형상이 좋지 않았으며 PVA 양이 많아질수록 표면저

항, 광투과도 및 부착성 등은 저하되었다. 따라서 PEDOT : PSS 고형

분 대비 5%의 PVA를 사용하는 것이 최적으로 판단되었다. 이와 같은 

PVA를 사용하여 PEDOT : PSS를 CVD 그래핀 위에 코팅한 필름은 

CVD 그래핀에 비해서 표면조도, 부착성, 굴곡 내구성 및 고온(160 ℃)

에서의 저항 안정성 등이 현저하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특성의 개선은, CVD 그래핀을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또는 OLED 

전극 등에 적용하고자 하는 연구 분야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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