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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 론

원자 한 층의 두께를 지닌 그래핀은 이차원 탄소 동

소체로 우수한 전기적, 기계적, 광학적 외 다양한 우수

한 성질을 바탕으로 다수의 연구자들에 의해 주목을 받

고 있다[1-3]. 특히, 2004년 Andre Geim 그룹에 의해 그

래핀을 실험적으로 발견한 이후, 이와 관련된 연구는 

현재까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4,5]. 우수한 특성을 지

닌 그래핀을 합성하는 방법으로는 highly oriented 

pyrolytic graphite (HOPG)를 이용한 기계적 박리법

(mechanical exfoliation)[6], 화학적 박리법(chem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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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foliation)[7], 에피택셜 성장법(epitaxial growth)[8], 그

리고 화학기상증착법(chemical vapor deposition)[9]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에서 화학기상증착법은 고품질의 

그래핀을 대면적으로 합성할 수 있는 장점을 내세워 상

용화 측면에서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화학기상

증착법은 구리(Cu)[9], 니켈(Ni)[10], 코발트(Co)[11]와 

같은 전이금속을 촉매로 활용하여 균일한 그래핀을 촉

매 표면 위에서 합성할 수 있었지만, 그래핀의 활용 측

면에서 필수적인 전사 공정(transfer) 및 패터닝 공정과 

같은 후속 공정을 거치며 다수의 결함 발생 및 품질 

저하와 관련된 문제점이 제기되어왔다[12-15]. 이를 해

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표적 기판 위에서 그래핀을 직

접 성장시키는 직성장(direct growth)에 관한 연구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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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2 차원 소재인 그래핀은 미래 고성능 전자소자 및 에너지소자의 핵심 부품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매우 얇은 원자 한 층을 지닌 그래핀은 우수한 전기적, 기계적 특성을 활용하기 위

해 성장법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2 차원 소재의 계면 및 표면 제어는 고성능 전자소자를 구현

하기 위한 유망한 접근 방식이다. 본 논문에서는 계면제어를 통한 그래핀의 성장에 대한 최근 연구 

동향을 요약 및 소개하고, 차세대 전자 장치에서 고성능 장치를 구현하기위한 과제와 기회에 대해 깊

이 논의하고자 한다.

Abstract: Graphene has been received a lot of attention as essential parts of future electronic and energy 
devices. Because of its extraordinary properties contributed from the atomic layer, the interface and surface 
engineering of graphene are promising approaches for realizing 2D materials-based high-performance devices. 
Herein, we summarize and introduce recent research trends of the synthesis of graphene through interface 
engineering for high-performance electronic and energy device applications, and then discuss the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achieving high-performance devices in next-generation electron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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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어왔다[16-19]. 전사 공정이 생략된 그래핀의 직

성장은 크게 금속 산화물과 같은 단단한 기판(rigid 

substrates: SiO2, MgO, AlN, GaN), 고분자를 포함한 유연 

기판(soft substrates: polyimide, polydimethylsiloxane), 

그리고 반도체 소재(Si, MoS2, WSe2) 등으로 나눌 수 있

다. 기판 및 전구체의 종류에 따라 성장 메커니즘에 대

한 이해는 그래핀의 직성장에 필수적이다. 뿐만 아니라, 

화학기상증착법을 활용한 그래핀의 직성장 연구는 그래

핀의 성장 단계에서 필수적인 탈수소화반응(dehydro- 

genation) 및 탄소화(graphitization)에 필요한 에너지를 

예측 및 기판의 특성 및 계면 성질을 이해하는 기술이

라는 점에서 높은 연구적 의의를 갖는다[20,21].

본고에서는 화학기상증착법을 통한 그래핀 성장에 

대한 메커니즘 분석과 고체 탄화수소 전구체와 다양한 

기판 사이의 계면 제어를 통한 그래핀의 직성장에 관한 

연구들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고자 한다.

2. 화학기상증착법을 이용한 

그래핀의 성장 메커니즘

화학기상증착법을 이용하여 그래핀을 성장시키는 

것은 기체 상의 전구체를 활용하여 기체 상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공정이다. 챔버 (chamber) 내에서는 

다양한 화학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핀의 성장은 

외부에서 가해지는 기체의 흐름, 압력, 온도, 성장 시간 

등 다양한 실험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22-24]. 그

래핀의 성장 메커니즘은 사용되는 금속 촉매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구리 촉매의 경우 다

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진행된다. 우선 (1) 메탄 (CH4)

과 같은 전구체가 다량으로 챔버 내로 유입이 되고, (2) 

유입된 전구체는 확산 현상 (diffusion)에 의해 구리 금

속 촉매 표면에 도달하게 된다. 표면에 도달한 전구체

는 (3) 금속 촉매 표면에 흡착 (adsorption)이 되고, (4) 

흡착된 전구체들은 서로 화학반응을 일으키게 된다. 

화학반응을 통해 합성된 그래핀은 표면에 남아 있는 

반면 (5) 남은 부산물은 탈착 (desorption) 되어 기체상

으로 빠져나오게 된다. 이처럼 탄소 용해도가 매우 낮

은 구리 금속을 촉매로 사용하는 경우 그래핀의 성장 

메커니즘은 벌크 (bulk) 확산이 아닌 표면 반응의 연관

성이 높다[25]. 따라서 합성된 그래핀의 품질은 기판의 

표면 및 계면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아, 결정 크기 

(grain size) 및 결정도에 (crystallinity) 영향을 줄 수 있

기 때문에 이를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3. 계면제어를 통한 직성장

계면제어를 통한 그래핀의 직성장은 크게 기판의 종

류에 따라 금속 산화물과 같은 단단한 기판 위에서의 

성장, 고분자를 함유한 유연 기판위에서의 성장, 그리

고 반도체 소재 위에서의 성장으로 분류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각 기판에서의 대표적인 성장 메커니즘과 연

구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3.1. 금속 산화물 (Metal oxides)

그래핀 전사 과정 중에 발생하는 문제를 피하기 위

해, 표적 기판 위에서 직접 성장시키는 방법이 다수의 

연구팀에 의해 제시되었다[16,17,26,27]. 이러한 그래핀

의 직성장 접근방법은 고성능 로직 소자, 메모리 소자 

분야뿐만 아니라 차세대 디스플레이 분야에도 적용이 

가능하기에 현재까지도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실리콘 혹은 금속 산화물 기반 기술

과의 호환성을 위해 금속 산화물 기판 위에서 그래핀을 

직성장하려는 시도가 주로 (1) 외부에서 금속 촉매를 도

입하여 성장시키는 방법(catalytic growth), 그리고 (2) 금

속 촉매 없이 성장시키는 방법(non-catalytic growth)으

로 연구되어 왔다. 특히, 금속 촉매를 도입하여 그래핀

을 직성장시키는 접근 방법이 그래핀 성장 각 단계의 

활성화에너지를 크게 낮춰 효율적인 흑연화를 가능하

게 하기에 고품질의 그래핀 합성을 가능하게 해준다

[28]. 2009년 Levendorf 연구팀은 Cu/Ni 합금을 금속 촉

매로 활용하여 SiO2/Si 기판의 계면에 그래핀을 직성장 

시킬 수 있었고, 이와 함께 Cu/Ni 합금을 패턴함으로써 

패턴된 그래핀을 손쉽게 합성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고

하였다[29]. 그러나, 성장된 그래핀을 활용하여 제작된 

전계효과 트랜지스터의 (field-effect transistors, FETs) 전

하이동도는 그리 높은 값은 아니었고(700 cm2V-1s-1), 

성장 과정이 끝난 이후 금속 촉매를 후공정을 통해 제

거해야 한다는 단점이 존재했다. 또다른 접근 방법으

로 Ismach 연구팀은 증착된 Cu 박막을 금속 촉매로 활

용하여 Quartz 기판 위에서 그래핀을 성공적으로 성장

시켰다[30]. 흥미로운 점은 그래핀의 성장 과정과 동시

에 얇게 증착 된 Cu 박막이 dewetting이 일어나면서 표

적 기판 위에 대면적의 그래핀만 성공적으로 남길 수 

있었다. 2016년 Marchena 연구팀은 Ni 금속 촉매로 활

용하여 SiO2/Si 기판 위에서 기존 1000oC 근처에서 합

성하던 그래핀을 670oC으로 크게 낮추며, 향후 유연 기

판 위에서도 그래핀을 성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

시하였다[31].

이렇듯 그래핀의 직성장은 주로 메탄과 (CH4) 같은 

기체상의 탄화수소를 사용하여 화학기상증착법으로부

터 연구되어왔다. 그러나 경제성, 안정성 및 실험 변수

의 제어 측면에서는 기체상의 탄화수소를 활용하는 것 

보다 고체상의 탄화수소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Tour 연구팀은 poly(methyl methacrylate)(PMMA)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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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고품질의 그래핀을 대면적으로 합성하는데 성

공하여 그래핀의 상용화 가능성을 크게 앞당겼다[32]. 

뿐만 아니라, 고체탄화수소는 기판과 고체 박막 사이의 

계면제어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생성되는 그래핀의 계

면 특성까지 제어가 가능하기에 최근 들어 고체탄화수소

를 이용한 그래핀 직성장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Lee 연구팀은 다환핵방향족탄화수소(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PAHs)를 사용하여 SiO2/Si 및 Al2O3 기판 

위에서 패턴된 그래핀을 직성장시키는 새로운 합성법

을 보고하였다(Fig. 1)[28].

일반적으로 PAHs는 이미 벤젠링 구조를 지니고 있는 

화합물이기에 흑연화에 유리하고, 자외선(Ultraviolet)에 

의해 이중결합이 쉽게 끊어져 인접한 분자간 가교결합

(cross-linking)을 형성한다. 가교결합이 형성된 분자의 

경우는 열적 안정성이 크게 향상될 뿐만 아니라, 외부

에서 가해지는 자외선에 의해 기판과 PAHs 사이에 

interfacial adhesion bonding (IAB)이 형성되어 계면 특

성이 크게 향상된다(Fig. 2). 향상된 계면 특성 및 선택

적 자외선 조사를 통해 고안정성을 지닌 그래핀을 절

연막(insulator) 위에서 성공적으로 합성하였다. 새롭게 

제시된 성장법을 토대로 합성된 그래핀은 우수한 기계

/화학적 안정성을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뛰어난 전기

적 특성(<200 ohm/sq)을 바탕으로 투명전극으로서의 

활용가능성을 제시하였다.

3.2. 유연 기판 (Flexible substrates)

그래핀을 유연 기판 위에서 직접 성장시키는 것은 차

세대 유연 전자소자로의 응용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전자 피부(e-skin), 롤러블/스트레쳐블 디스플

레이(rollable/stretchable display), 웨어러블 센서(wearable 

sensors)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유연 기판 위에서 대면적

의 그래핀을 균일하게 형성하는 것이 핵심 기술로 여겨

지고 있다. 그러나, 주로 고분자로 이루어진 유연 기판의 

경우 열적 안정성이 매우 취약하여 고온에서(>300oC) 

녹거나, 변형이 일어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낮은 열적 안정성의 성장된 그래핀의 품질

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궁극적으로 앞서 언급한 다양한 

유연 전자소자로의 응용에 제한이 필연적으로 발생하

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유연 기판 위에서 그래핀을 직

성장시키는 연구는 최근 들어서야 보고되고 있다.

Kim 연구팀은 저온에서 (300oC) Cu 박막이 증착된 

polyimide 위에서 플라즈마 강화 화학기상증착법(PECVD)

을 활용하여 그래핀을 직성장시킬 수 있는 새로운 합성

법을 제시하였다[33]. 플라즈마에 의해 낮은 온도에서도 

높은 반응성을 지닌 탄화수소가 그래핀으로 성공적으

로 합성이 되었으나, 유연 기판 표면에 불안정하게 남

아 있는 graphite 층이 존재하여 그래핀 층과의 coupling 

Figure 2. (a) A mechanism of interfacial bonding assisted 

direct growth of graphene. (b) Si2p XPS analysis and (c) C1s 

XPS analysis of the solid carbon source/SiO2 interface with 

UV/ozone treatment and without the treatment. Reproduced 

with permission. Copyright 2018, Wiley.

Figure 1. (a) A schematic illustration of direct CVD growth of 

graphene using solid carbon source on the SiO2/Si substrate. 

(b) A fabricated transparent graphene electrode-based organic 

field-effect transistor (OFET). (c) Transfer characteristics of 

the fabricated OFET. Reproduced with permission. Copyright 

2018, Wi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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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에 의해 품질을 저하시키는 문제점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성장 온도, 플라즈마의 파워 및 성장 시간과 같

은 실험 변수 제어를 통해 coupling effect의 조절 가능성

을 제시하였다. 이 외에도 Seo 연구팀은 PDMS 기판 위

에 금속 촉매로서 Ni 박막을 사용하여 그래핀-유연 기

판(G-DB)을 합성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법을 제시하였

다[34]. 상대적으로 높은 탄소용해도를 지니고 있는 Ni

이 함유하고 있는 탄소의 확산(diffusion) 현상을 활용하

여 유연 기판과의 계면에서 그래핀을 형성시켰다. 고온

에서 높았던 탄소 용해도가 주변 온도를 낮춤에 따라 

낮아진 탄소 용해도 차이에 의해 그래핀이 형성되는 

원리이다. 그러나, 그래핀의 품질 저하 현상 및 균일함

이 다소 낮아 실제 유연 전자소자로의 응용에는 한계

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자 Cho 연구팀은 polyimide 

층에 얇은 산화알루미늄(Al2O3)층이 증착된 유/무기 하

이브리드 유연기판(Al2O3/ polyimide)을 사용하여 그래

핀을 낮은 온도(<400oC)에서 직성장시킬 수 있는 새로

운 합성법을 제시하였다 (Fig. 3)[26]. 고체 탄화수소 및 

자외선을 활용하여 계면 접착력을 향상시켜Al2O3/ 

polyimide 기판 위에서도 승화되지 않고, 성공적으로 그

래핀으로 직성장시킬 수 있었다. 이렇게 성장된 그래핀

은 유연 기판과의 향상된 계면 접착력으로부터 구부림 

안정성이 크게 향상되었고, 이는 더 나아가 웨어러블 

센서로도 응용이 가능하였다. 기존 전사 방법을 토대로 

제작된 유연 소자의 경우 외부에서 반복적으로 가해지

는 기계적 스트레스에 의해 쉽게 변형이 일어나고, 결

함이 발생되어 전기적/기계적 안정성이 크게 낮았지만, 

새로운 방법은 이를 기판과의 계면 접착력을 향상시킴

으로써 극복하여 차세대 유연전자소재로서 그래핀의 

활용가능성을 보여주었다.

3.3. 반도체 소재 (Semiconductors)

그래핀의 직성장은 앞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주로 

절연막 위에서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전자소자의 응용 측면에서 그래핀은 전극재로써 반도

체 소재와 맞닿아 계면을 형성하기 때문에 실리콘(Si), 

갈륨 비소(GaAs) 및 2차원 반도체 소재(MoS2, WSe2) 

위에서 그래핀의 직성장 또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금속 혹은 절연층과 달리 반도체 소재 표면에서는 직

성장을 위한 계면 혹은 표면에서의 격자 상수의 불일치 

혹은 화학 반응의 개시를 위한 단글링 본드(Dangling 

bond)의 부재로 인해 그래핀을 직성장시키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Jan Mischke 그룹은 GaN

와 같은 반도체 소재 위에서 PECVD를 활용하여 전구

체의 활성도를 크게 증가시켜 그래핀을 직성장시켜 고

효율의 light-emitting diode (LED)를 구현하였다[35]. 뿐

만 아니라, Lee 연구팀은 이차원 대표 반도체 소재인 이

황화 몰리브덴(MoS2) 위에서 패턴된 그래핀을 직성장

하는 새로운 합성법을 제시하여 반도체 소재와 그래핀 

전극의 계면 제어를 통해 효율적인 전하 주입 및 접촉 

저항을 최소화하여 고성능의 전자소자를 구현하였다

(Fig. 4). 합성된 MoS2 위에 자외선이 조사된 고체 탄화

수소를 증착함으로써 계면 접착력이 향상된 MoS2/그

래핀 구조체를 성공적으로 합성할 수 있었다[25]. 이렇

게 성장된 그래핀 전극의 경우 전사과정이 생략될 수 

있기에 잔여 유기물 및 결함이 발생되지 않고, 깔끔한 

계면을 형성할 수 있었다. 이 방법 토대로 제작된 MoS2 

전계효과 트랜지스터의 경우 전하이동도가 약 4배가량 

향상되었고, 접촉 저항 또한 크게 낮출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현재까지 반도체 소재 위에서 그래핀을 직성장하는 

연구는 다소 부족한 실정이다. 이렇듯 보다 다양한 응

용 측면에서 그래핀의 직성장은 절연막 뿐만 아니라 반

도체 소재에 대해서도 깊이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Figure 3. A scheme of direct CVD growth of graphene on 

the flexible polyimide/Al2O3 substrate. Reproduced with 

permission. Copyright 2019, ACS Publications.

Figure 4. (a) A schematic illustration of direct CVD growth

of graphene/MoS2 heterostructure on the SiO2/Si substrate. 

(b) Single Raman spectra and (c) cross-sectional TEM image 

of graphene/MoS2 on the substrate. (d) SAED pattern of 

graphene/MoS2 heterostructure. Reproduced with permission. 

Copyright 2019, ACS Pub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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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고에서는 화학기상증착법을 활용한 그래핀의 성장 

메커니즘 분석과 고체 탄화수소 전구체와 다양한 기판 

사이의 계면 제어를 통한 그래핀의 직성장에 관한 연구

들을 소개하였다. 특히, 고체 탄화수소를 활용하여 기판

과의 계면 제어를 통한 그래핀의 직성장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면밀히 살펴보았다. 최근 짧은 기간 동안 전 

세계적으로 활발한 연구를 통해 그래핀의 성장법이 크

게 발달되었고, 이를 토대로 다양한 적용 가능 분야가 

제시되어 왔다. 하지만, 그래핀이 지니고 있는 우수한 

기계적, 전기적 특성의 발휘 및 대면적 합성법을 기반

으로 하는 상용화를 위한 기술 개발은 지속적으로 보완 

및 발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계면 제어를 통한 그래핀의 직성장 연구는 앞에서 언

급한 상용화 측면에서 우리에게 다양한 접근 방법과 새

로운 시각을 제공해준다. 기존 기체상 탄화수소를 이용

하여 성장되었던 그래핀은 고체 탄화수소를 도입하면

서 기판과의 계면 접착력을 조절할 수 있게 되었고 이

를 바탕으로 공정성, 경제성, 기능성, 그리고 품질성에 

이르기까지 그래핀의 다양하고 우수한 물성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실리콘 기반 기술과의 호

환성 문제로 인해 소재 간의 융합이 부족하고, 이를 극

복하기 위한 독자적인 응용 기술 개발을 요구하고 있

다. 향후 성장 메커니즘 분석 및 새로운 그래핀의 직성장 

공정의 개발을 통해 높은 공정 호환성 및 응용 분야 개

척을 통해 미래 전자소자의 핵심 소재로 거듭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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