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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건식 전사 공정으로 형성한 전면 그래핀 

전극-MoO3 계면의 정공 주입 특성 및 도핑 

효과에 대한 분석 

지금까지 개발된 그래핀의 charge transfer 도핑 방법은 도펀트가 

항상 그래핀 위로만 적층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는데, 기존의 습식 전사 

공정으로 그래핀을 도펀트 위로 전사할 경우 대부분의 도펀트 물질이 쉽

게 특성이 변하거나 녹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전 연구에서 개발

한 저온 건식의 그래핀 전사 공정으로 Molybdenum trioxide (MoO3) 

위로 그래핀을 전사하였으며 나아가 형성된 MoO3-그래핀 계면에서 

charge transfer에 의해 그래핀이 p-도핑 됨을 증명하였다. 건식 전사 

공정으로 전사된 그래핀의 윗면은 어떠한 물질과도 접촉되지 않았으므로, 

다른 기능을 하는 물질을 그래핀 윗면에 형성하여 그래핀의 특성을 변화

시킬 수 있고, 이로 인해 더욱 다양한 그래핀 기반의 전자소자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MoO3/이중 층의 그래핀/MoO3를 탑 전극으로 하는 hole 

only device (HOD)를 제작하여, 그래핀 탑 전극에서 

bis(lnaphthyl)N,N'-diphenyl-1,1'-biphenyl-4,4'-diamine (NPB)로 

정공의 주입이 거의 ohmic한 특성을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그래핀 건식 전사, 라만 분광법, 그래핀 도핑, 면저항, 전면 그래핀 

전극 

학번: 2014-24818 



ii 

 

목차 

초록…………………………………………………………….ⅰ 

목차…………………………………………………………….ⅱ 

그림 목차……………………………………………………..ⅳ 

 

1. 서론…………………………………………………………1 

2. 연구의 배경………………………………………………..4 

2.1 그래핀의 charge transfer 도핑법....................................................4 

2.2 그래핀 전사 공정..............................................................................7 

2.3 라만 분광법을 통한 그래핀의 특성 분석........................................13 

3. 실험 및 제작……………………………………………..15 

3.1 화학 기상 증착법으로의 그래핀 합성.............................................15 

3.2 건식 그래핀 전사 공정...................................................................17 

3.3 그래핀, 다양한 그래핀-MoO3 구조의 샘플 제작...........................18 

3.4 라만 산란 측정 및 투과도 측정.....................................................20 

3.4 그래핀-MoO3 구조의 면저항 측정과 그래핀 패터닝.....................21 

3.5 그래핀 탑 전극의 hole only device 제작 및 측정.........................24 



iii 

 

4. 결과 및 논의……………………………………………..27 

4.1 전사 인쇄 공정으로의 그래핀 전사................................................27 

4.2 S/M/G 구조의 그래핀 도핑 효과 분석............................................30 

4.3 S/G/M와 S/M/G의 도핑 특성 비교 분석........................................31 

4.4 S/M/G/M의 도핑 효과 분석............................................................32 

4.5 그래핀, 그래핀-MoO3 적층 구조에 따른 투과도의 비교...............37 

4.6 탑 그래핀 전극의 Hole only device 제작 및 평가........................39 

5. 결론………………………………………………………..43 

참고문헌……………………………………………………...44 

Abstract……………………………………………………..49 

 



iv 

 

그림 목차 

그림 2.1 charge transfer 그래핀 도핑에 따른 Fermi level의 변화 개요

도.............................................................................................................6 

그림 2.2 기존의 PMMA 지지층을 활용한 습식 전사공정의 모식도...... 9 

그림 2.3 그래핀 건식 전사 공정의 모식도...........................................10 

그림 3.1 기상 화학 증착법으로의 그래핀 합성 모식도........................16 

그림 3.2 그래핀, 그래핀-MoO3 구조의 샘플 모식도...........................19 

그림 3.3 그래핀의 면저항을 측정하기 위한 샘플의 제작 모식도 및 면

저항 측정 방법......................................................................................22 

그림 3.4 그래핀 패터닝 공정의 모식도................................................23 

그림 3.5 그래핀, 금 탑 전극의 HOD 소자의 모식도……………………26 

그림 4.1 SiO2 위로 건식 전사한 그래핀의 광학 현미경 이미지...........28 

그림 4.2 10 nm 두께의 MoO3 위로 건식 전사한 그래핀의 광학 현미경 

이미지....................................................................................................29 

그림 4.3 그래핀과 그래핀-MoO3 샘플의 라만 스팩트럼.....................33 

그림 4.4 그래핀과 그래핀-MoO3 샘플의 2D/G peak 세기의 비율.....34 

그림 4.5 그래핀과 그래핀-MoO3 샘플의 G peak과 2D peak의 중심 위

치의 변화...............................................................................................35 

그림 4.6 4 point probe 방식으로 측정한 그래핀, 그래핀-MoO3 구조의 

면저항....................................................................................................36 

그림4.7 그래핀-MoO3의 적층 구조에 따른 투과도..............................38 

그림4.8 ITO-G, ITO-Au device의 전류 밀도-전압 곡선...................41 

그림 4.9 ITO-G device를 양의 전압 방향으로 1V 이동시킨 전류 밀도

-전압 곡선............................................................................................42



 

 

１ 

 

1. 서론 

 그래핀은 탄소원자들이 2차원의 벌집구조를 이루고 있는 물질로 빠

른 전하 이동도[1], 광학적 투명도[2] 그리고 기계적 유연함[3] 등 뛰

어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핀의 우수한 성질에 주목하여 이전의 많

은 보고에서 발광 다이오드[4], 태양 전지[5], 터치 스크린[6], 광 센서

[7] 등의 다양한 그래핀 기반 전자소자가 개발하였다. 이러한 전자소자

에서 그래핀의 전기적 도핑은 필수적인데, 그래핀의 전기 전도도를 증가

시키며 소자로의 전하 주입 혹은 추출을 향상 시킬 수 있고 그래핀의 일 

함수를 조절하여 그래핀과 접합하고 있는 반도체 물질과의 계면 특성을 

전자소자에 유리한 방향으로 맞출 수 있기 때문이다[8]. 이와 같은 이유

로 다양한 그래핀 도핑 방법이 집중적으로 조사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가장 널리 연구되고 있는 방법은 charge transfer에 의한 도핑법이 있다

[9-13]. charge transfer 도핑법은 그래핀과 도펀트를 접촉시켜 계면에

서의 charge transfer를 유도하여 그래핀의 전기적 특성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일컫는다. 

molybdenum trioxide (MoO3)[14], 2,3,5,6-tetrafluoro-7,7,8,8-

tetracyanoquinodimethane (F4-TCNQ) [11, 15] 그리고 triethylene 

tetramine (TETA)[12]와 같은 도펀트는 그래핀에서 도펀트로 전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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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유도하여 그래핀을 p-type으로 도핑 시키는 반면, cesium 

carbonate (Cs2CO3)[9, 13] 그리고 rubidium carbonate (Rb2CO3)[9]

와 같은 도펀트는 반대 방향의 전자 이동을 유도하여 그래핀을 n-type

으로 도핑 시킨다. 대부분의 도펀트는 유기 용매, 습식 환경, 고온의 가

열 혹은 plasma 처리 공정에 의해 쉽게 녹거나 분해되는데, 이러한 공

정은 그래핀을 기판으로 전사하거나 그래핀을 패턴하는 과정에서 필수적

으로 요구된다. 따라서, 도펀트를 활용하기 위해 그래핀은 항상 도펀트

보다 먼저 기판에 전사되고 패턴 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공정적 한계로 

그래핀 기반의 전자소자는 기판/그래핀/도펀트와 같은 제한적인 구조로

만 제작된다. 도펀트를 녹이거나 특성을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그래핀을 

도펀트 층 위로 적층할 수 있으면 다양한 구조의 그래핀 기반 전자소자

를 제작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래핀의 윗면은 도펀트와 접촉하고 있

지 않으므로 또 다른 기능을 하는 물질을 그래핀 위로 형성하여 그래핀

의 전기적 성질을 변화시킬 수 있고 나아가 다양한 소자를 제작할 수 있

는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전 연구 결과에서 개발한 저온, 건식 그래핀 전사 

공정[16]을 활용하여 MoO3 층 위로 그래핀을 전사하였고, 형성된 그래

핀-MoO3 계면에서의 charge transfer로 인한 그래핀의 p-type 도핑 

효과를 확인하였다. 면저항과 라만 산란 측정으로 확인한 결과, Mo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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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핀 샘플의 p-type 도핑 정도는 그래핀 위로 MoO3를 열 증착하여 

제작한 그래핀-MoO3보다 다소 낮았다. 그리고 MoO3-그래핀 샘플 위

로 다른 MoO3 층을 증착하여 제작한 MoO3-그래핀-MoO3 구조에서는 

추가적인 charge transfer로 인해 MoO3-그래핀 보다 강한 p-type의 

도핑 정도를 나타냈으며, 그래핀-MoO3와 비슷한 도핑 특성을 나타냈다. 

아울러, MoO3-두 층의 그래핀-MoO3를 탑 전극 (top electrode)로 활

용하여 hole only device (HOD)를 제작하였고, 탑 전극에서 N,N'-

bis(lnaphthyl)N,N'-diphenyl-1,1'-biphenyl-4,4'-diamine (NPB) 

층으로 정공의 주입은 거의 ohmic 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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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배경 

2.1 그래핀의 charge transfer 도핑법 

그래핀은 dirac point을 기준으로 원뿔 형태의 상태 밀도 (density 

of state, DOS)를 나타내는 물질[17]로 전자, 혹은 정공의 주입으로 그

래핀의 페르미 준위 (Fermi level)를 조절할 수 있다[18,19]. 그래핀에 

추가적인 정공이 주입될 경우 페르미 준위가 내려가 일 함수가 증가되는 

반면 전자의 주입은 페르미 준위를 올려 그래핀의 일 함수를 감소시킨다. 

이러한 그래핀 준위를 변화시켜 일 함수를 조절하는 방법으로는 그래핀 

채널 (channel) 층의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 (field effect transistor, 

FET)에 바이어스 (bias)를 인가하여 그래핀의 전자 혹은 정공의 농도

를 증가시키는 것[20]과 그래핀과 도펀트 물질의 접촉에 의한 charge 

transfer로 그래핀을 도핑 하는 것이 있다[10,11,21]. 특히 charge 

transfer에 의한 도핑방법은 그래핀과 접합하고 있는 물질의 전기적 특

성에 따라 그래핀을 영구적으로 p-type 혹은 n-type으로 조절할 수 

있고 그래핀을 손상시키지 않으므로 그래핀 기반의 전자소자에서 널리 

사용된다. p-type의 물질로는 HNO3[6], AuCl3[22], F4-TCNQ[11, 

15], MoO3[14] 등이 있는데, F4-TCNQ와 MoO3는 시간과 온도의 변

화에 따라 그래핀의 도핑 안정성이 높고, 유기 전자 소자의 h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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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port layer (HTL) 혹은 hole injection layer (HIL)의 역할을 하여 

그래핀 양극 기반의 유기 전자소자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에 반면 그래

핀을 n-type으로 변화시키는 물질로는 Cs2CO3[9, 13], Rb2CO3[9] 등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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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charge transfer 그래핀 도핑에 따른 Fermi level의 변화 

개요도. (ⅰ) pristine 그래핀 (ⅱ) p-type의 그래핀, (ⅲ) n-type의 그

래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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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그래핀 전사 공정 

2.2.1 고분자 지지층을 이용한 그래핀 전사 

그래핀은 구리 혹은 니켈와 같은 금속 촉매 층에서 기상 화학 증착

(chemical vapor deposition)[6]법으로 합성된다. 합성된 그래핀을 활용

하기 위해서는 그래핀을 금속 포일에서 박리하여 원하는 기판으로 옮길 

수 있는 전사 공정이 필수적이다. 가장 대표적인 그래핀 전사공정은 

Poly(methyl methacrylate) (PMMA) [23], polycarbonate (PC)[24]

와 같은 고분자를 전사과정에서 그래핀이 손상되지 않도록 지지해주는 

층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그래핀 층 위로 형성된 얇은 고분자 박막

은 금속 포일이 ammonium persulfate (APS) 혹은 FeCl3와 같은 에천

트 용액에 제거될 때, 그래핀이 2차원의 박막으로 형태를 유지되도록 기

계적으로 지지해 준다. 구리 포일이 제거된 후 그래핀/고분자 지지층은 

원하는 기판으로 건져 전사하고 그래핀과 기판 사이에 갇혀 있는 수용액

은 질소 건으로 불어내어 제거하거나 낮은 온도에서 가열하여 증발 시킨

다. 고분자 지지지층은 아세톤과 같은 고분자 물질을 녹이는 유기용매로 

제거하여 그래핀만 온전히 전사하고자 하는 기판에 남게 한다. 그림 2.2

는 고분자 지지층을 활용한 그래핀 전사의 모식도이다. 먼저, 기상 화학 

증착법으로 구리 포일 층 위로 그래핀을 합성하고 PMMA 지지층을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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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코팅 하여 형성한다. 구리포일/그래핀/PMMA를 구리 에천트인 APS 

용액에 띄어 구리 포일을 제거하고 물 위로 띄어 잔여 APS 용액을 희

석시킨다. 그리고 그래핀을 전사하고자 하는 기판으로 그래핀/PMMA를 

건져내고 그래핀과 기판 사이의 수용액은 질소건으로 불어 제거하여 그

래핀/PMMA를 기판 위로 형성시킨다. 기판/그래핀/PMMA를 아세톤과 

같은 유기 용매에 담가 PMMA 지지층을 제거하여 그래핀만 기판에 전

사 시킨다. 고분자 지지층을 활용한 그래핀 습식 공정 과정 중 기판은 

유기 용매와 습식 환경에 노출된다. 그래핀을 전사할 수 있는 기판은 실

리콘 혹은 유리 기판과 같이 습식 환경에 영향이 없는 물질만 사용이 가

능하다. 따라서 습식 공정으로는 그래핀을 유기물과 같은 습식 환경에 

취약한 물질 위로 전사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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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기존의 PMMA 지지층을 활용한 습식 전사공정의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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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저온 건식 그래핀 전사 공정 

Cha et al.은 고온의 열처리나 유기 용매와 같은 습식 환경의 노출 

없이 그래핀을 기판으로 전사 할 수 있는 저온 건식 그래핀 전사 공정에 

대해 보고하였다[16]. 개발한 건식 전사 공정은 기존의 습식 그래핀 전

사 공정으로 그래핀/지지층을 poly(dimethylsiloxane) (PDMS) 도장으

로 전사하고 지지층을 제거한 후 전사 인쇄 (transfer-printing) 방식으

로 그래핀을 기판으로 전사한다. 습식 그래핀 전사 공정과는 달리 금 박

막의 지지층을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이유는 폴리머 지지층이 제거되는 

과정에서 PDMS 도장이 아세톤과 같은 유기용매에 팽윤 (swelling)하여 

PDMS 위의 그래핀을 찢어버리기 때문이다. 금의 수용액 에천트 (LAE 

202, COWON SOLAR)는 PDMS를 팽윤시키지 않으므로 금 박막을 지

지층을 사용할 경우 그래핀가 찢어지지 않고 PDMS로 전사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래핀/금 지지층은 수용액에서 띄어져 PDMS로 건져지는데 이

때 물:에탄올 혼합 용액 (30%:70%, 부피 비)의 수용액에서 건져진다. 

혼합 용액은 물에 비해 표면 장력 (surface tension)이 낮아 소수성 

(hydrophobic)의 PDMS 도장과 그래핀/금 층 사이에서의 쉽게 wetting

되므로 질소 건으로 혼합 용액을 불어 낼 때, 갇히지 않고 쉽게 제거할 

수 있다. 



 

 

１１ 

 

그림 2.3는 그래핀 건식 전사 공정의 모식도이다. 합성된 구리 포일

/그래핀 위로 100 nm 두께의 금 지지층을 열 증착하고 금 지지층 없이 

노출된 구리 포일 뒷면의 그래핀은 reactive ion etching (RIE)의 O2 

plasma로 제거한다. 구리포일/그래핀/금은 APS 용액에 4시간 가량 띄

어 구리 포일을 제거하고 물위로 띄어 APS 용액을 희석 시킨다. 그래핀

/금은 물:에탄올 (30%:70%, 부피 비) 혼합 용액에 띄우고 PDMS 도장

로 건져내고 PDMS 도장과 금/그래핀 사이에 있는 혼합 용액은 질소건

으로 살며시 불어내어 제거한다. PDMS/그래핀/금은 수용성의 금 에천트

에 담가 금 지지층을 제거하고 물로 그래핀을 세척한다. 전사하고자 하

는 기판과 PDMS/그래핀의 그래핀 면을 접촉시키고 1시간 가량 유지하

고 PDMS 도장은 끝 부분부터 천천히 기판으로부터 벗겨내어 그래핀을 

기판에 전사시킨다. PDMS는 Sylgard 184 kit (Dow corning)의 제품으

로 PDMS pre-polymer와 curing agent를 10:1의 부피 비로 잘 섞은 

후 틀에 넣고 붇고 8시간 가량 100 ℃에서 가열하여 굳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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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그래핀 건식 전사 공정의 모식도. (ⅰ) 그래핀 층 위로 금 

지지층 형성 (ⅱ) 구리/그래핀/금 층을 구리 에천트에 띄어 구리 포일을 

제거 (ⅲ)그래핀/금 지지층을 PDMS 도장으로 건짐 (ⅵ) 금 지지층을 

금 에천트로 제거 (ⅴ) 그래핀을 기판으로 건식 전사 

  



 

 

１３ 

 

2.3 라만 분광법을 통한 그래핀의 특성 분석 

라만 분광법 (Raman spectroscopy)은 일정한 파장의 빛이 분자 고

유의 진동이나 회전 모드와 상호작용하여 산란할 때, 입사한 빛의 에너

지 대비 산란된 빛의 에너지 차이를 측정하여 물질 분자간의 결합과 구

조를 알 수 있는 비파괴적 분석 방법이다. 입사한 빛이 물질과 상호작용

할 때 산란된 빛의 에너지가 그대로 보존된 경우를 Rayleigh 산란이라 

하며 물질과 상호작용하여 포논 에너지만큼 낮은 빛의 에너지를 방출하

는 경우를 Stokes 산란이라고 하고 포논 에너지만큼 높은 빛의 에너지

를 방출하는 경우를 Anti-stokes 라만 산란이라고 한다. 그래핀은 원뿔 

형태의 에너지 밴드 구조를 가지고 있어 넓은 범위의 빛의 파장에 대해 

공명하므로 특정 파장의 레이저가 아닌 가시광 대역의 레이저에 대해 모

두 라만 신호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래핀에서 나타나는 라만 

산란은 D, G, 2D peak이 있으며 각각 peak의 세기와 중심 위치로 그래

핀의 결점 및 형성된 그래핀의 장수, 전기적 특성 등을 분석 할 수 있다

[20, 25-27]. 그래핀의 D peak은 그래핀의 결점 정보를 알 수 있는 

peak으로 그래핀 격자 구조의 breathing 모드와 연관되어 있는데, 대칭

성이 보존된 그래핀 격자 구조에서는 발현되기 힘들며 그래핀의 결점이 

발생한 경우 발현되므로 D peak의 세기를 통해 그래핀의 결점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G peak과 2D peak은 두 peak의 비를 비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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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핀의 장수 및 전기적 특성을 알 수 있다[25-27]. 일반적으로 300 

nm 두께의 SiO2 위에 형성된 단일층 그래핀의 2D peak과 G peak의 비

는 대략 2~3으로 나타나는데 그래핀의 장수가 많아질수록 2D/G peak

의 비는 감소하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그래핀의 2D/G peak 비의 변화

를 통해 그래핀의 도핑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핀이 p-type 혹은 

n-type으로 도핑되면 그래핀의 2D/G peak 세기의 비는 감소하는 특성

이 있다. 그리고 G peak과 2D peak의 중심 또한 변화하는데, p-type인 

경우 G peak와 2D peak의 중심은 높은 파장으로 이동하고 n-type인 

경우 G peak은 높은 파장으로 이동하며 2D peak은 낮은 파장으로 이동

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라만 스팩트럼 분석을 통해 pristine 그래핀 

대비 도핑 처리한 그래핀의 도핑 정도와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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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및 제작 

3.1 화학 기상 증착법으로의 그래핀 합성 

화학 기상 증착법으로 합성한 그래핀은 기계적 박리로 얻은 그래핀 

보다 넓은 면적에서 일정한 질을 나타내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의 

그래핀은 25 μm 두께의 구리 포일 (㈜ 참트론, 99.8%) 위로 1000 ℃

의 고온에서 메탄 (CH4)와 수소(H2)를 흘려주어 합성하였다. 그래핀의 

합성은 3.1에서와 같이 4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구리 포일을 챔버 안으

로 옮기고 챔버의 온도를 1000 ℃까지 가열한다. 이후 수소를 40 sccm

을 흘려주면서 구리 포일을 1000 ℃에서 30분간 더 가열하여 구리 포

일 표면의 이물질을 제거한다. 메탄과 수소를 각각 20 sccm, 40 sccm을 

흘려주면서 1000 ℃ 고온에서 구리 포일 표면에서 그래핀을 합성한다. 

마지막으로 수소만 40 sccm 흘려주면서 챔버를 대기에서 빠르게 냉각시

켜 실온까지 온도를 낮춘다.  

  



 

 

１６ 

 

 

 

 

 

 

그림 3.1 기상 화학 증착법으로의 그래핀 합성 모식도. (ⅰ) 챔버 내

부 heating (ⅱ) 챔버안의 구리 포일을 가열 (ⅲ) 그래핀 합성 (ⅵ) 합

성된 구리포일/그래핀을 실온까지 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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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건식 그래핀 전사 공정 

기판은 SiO2가 300 nm 증착된 Si 혹은 glass를 사용하였으며, 세제 

(detergent), 아세톤, IPA 순으로 초음파 세척기로 세척하고 질소건으로 

불어 용액을 제거하였고 진공 오븐에서 30분간 200 ℃에서 가열하여 

잔여 IPA를 제거하였다. 기판 위로 MoO3를 10-6 torr 이하의 진공도에

서 1 Å/s의 속도로 10 nm 두께로 증착하고 glovebox로 옮겼다. 

glovebox와 진공 증착기는 연결되어 있어 공기 중의 노출 없이 샘플을 

옮길 수 있다. 그래핀은 2.2.2와 건식 전사 공정[16]에서 설명한 방법으

로 질소 환경의 glovebox에서 전사하였고, 전사 조건은 이전 보고와는 

달리 1시간 동안 추가적인 열과 압력 없이 기판과 그래핀을 접촉시키고 

PDMS의 끝부분을 기판부터 조심스럽게 때어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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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그래핀, 다양한 그래핀-MoO3 구조의 샘플 제작 

각각 다른 공정으로 형성된 그래핀과 MoO3 구조에서 charge 

transfer로 인한 그래핀 도핑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그림 3.2과 같이 

유리 혹은 300 nm의 SiO2가 증착된 Si 기판에 샘플을 제작하였다. (ⅰ) 

기판/그래핀 구조로 기판에 그래핀을 건식 전사한 샘플 (S/G) (ⅱ) 기판

/그래핀/MoO3 구조로 S/G 샘플에 10 nm의 MoO3를 증착한 샘플 

(S/G/M) (ⅲ) 기판/MoO3/그래핀 구조로 10 nm의 MoO3가 증착된 기판

에 그래핀을 건식 전사한 샘플 (S/M/G) (ⅳ) 기판/MoO3/그래핀/MoO3 

구조로 S/M/G 샘플에 10 nm의 MoO3를 증착한 샘플 (S/M/G/M). 샘플

에서 MoO3는 고 진공에서 열 증착 공정으로 적층되었고 그래핀은 전사 

인쇄 공정으로 앞서 설명한 조건에서 각각의 기판으로 전사됬다. 

  



 

 

１９ 

 

 

 

 

 

 

그림 3.2 그래핀, 그래핀-MoO3 구조의 샘플 모식도. (ⅰ) 기판 위

로 건식 전사한 샘플 (S/G) (ⅱ) S/G 위로 MoO3를 열 증착한 샘플 

(S/G/M) (ⅲ) 기판에 열 증착한 MoO3 위로 그래핀을 건식 전사한 샘플 

(S/M/G) (ⅳ) S/M/G 위로 MoO3를 열 증착한 샘플 (S/M/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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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라만 산란 측정 및 투과도 측정 

제작한 샘플의 도핑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라만 산란을 측정하였다. 

라만 스펙트럼은 confocal Raman microscope (inVia, Renishaw)로 측

정하였으며 1mW의 Ar 레이저로 5 μm 지름의 크기로 샘플에 조사하

였다. 샘플의 다른 5군데 위치에서 측정하였고 평균값을 냈다. 투과도는 

유리 기판에 제작한 4가지 구조의 샘플에 대해 측정하였으며 

ultraviolet-visible spectrophotometer (Lambda 35, PerkinElmer)로 

각기 다른 5개의 샘플을 측정하여 평균값을 냈다. 그래핀 및 다양한 그

래핀-MoO3 구조는 기판 위에서만 형성되므로, 그래핀-MoO3 구조의 

투과도는 각 샘플의 투과도를 유리기판의 투과도로 나누어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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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그래핀-MoO3 구조의 면저항 측정과 그래핀 패터닝 

면저항은 1.5×1.5 mm2 크기의 정사각형 그래핀을 4 point probe 

method로 측정하였다. 면저항은 길이와 폭이 1:1인 정사각형 그래핀에 

일정한 전류를 흘려주고 전압을 측정하여 구하였다. 샘플의 제작 과정은 

그림 3.3과 같이 가로가 16 mm, 세로가 1.5 mm로 그래핀을 패턴하고 

PDMS 도장 위로 전사한다. 패턴된 그래핀은 Si/SiO2 혹은 

Si/SiO2/MoO3 기판 위로 정렬하여 원하는 위치에 전사한다. 패턴한 그

래핀은 육안으로 식별 가능하므로 그래핀과 기판의 정렬은 육안으로 하

였다. 1.5mm 간격씩 떨어져 있는 5 nm의 Cr과 100 nm의 Au 전극을 

그래핀의 가로방향으로 열 증착한다. S/G/M, S/M/G/M의 경우 그래핀 

위로 10 nm 두께의 MoO3를 증착한다. 면저항의 측정은 양 끝 단의 

Cr/Au 전극에 source meter (Keithley 2400)를 연결시켜 1 mA의 전류

를 그래핀에 흐르게 하고 1.5 mm 마다 위치한 Cr/Au전극에 디지털 멀

티미터를 연결하여 전압강하 (Vsq)를 측정한다. 그래핀의 면저항은 

Rgra=Vsq/1 mA로 구할 수 있다. 그래핀의 패턴은 그림 3.4와 같이 구리 

포일에 합성된 그래핀 위로 30 nm 두께의 금을 금속 마스크로 패턴하여 

증착한다. 그리고 RIE의 O2 plasma로 노출된 그래핀을 제거하여 그래핀

을 패턴한다. 이후 금 지지층을 증착하고 건식 전사 공정으로 그래핀을 

전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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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그래핀의 면저항을 측정하기 위한 샘플의 제작 모식도 및 

면저항 측정 방법. (ⅰ) PDMS 위로 형성된 패턴된 그래핀 (ⅱ) MoO3 

위로의 그래핀 건식 전사 (ⅲ) 전사한 그래핀 위로 Cr/Au 전극의 형성 

(ⅳ) 그래핀 위로 MoO3를 열 증착 (S/G/M, S/M/G/M) (ⅴ)제작된 샘플

의 면저항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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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그래핀 패터닝 공정의 모식도. (ⅰ) 구리 포일에 합성된 그

래핀 위로 금속 마스크로 금을 열 증착 (ⅱ) O2 plasma로 노출된 그래

핀을 제거 (ⅲ) 그래핀 제거 후 금 지지층을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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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그래핀 탑 전극의 hole only device (HOD) 제작 및 측정 

그림 3.5는 제작된 HOD의 모식도로 바텀 전극 (bottom electrode)

은 indium tin oxide (ITO)이고 탑 전극 (top electrode)은 그래핀 혹은 

금이다. 각각의 소자를 ITO-G, ITO-Au라고 명명하겠다. 제작된 HOD

의 면적은 1.5×1.5 mm2로 수직 배열된 각각 1.5 mm 너비의 바텀 전

극과 탑 전극이 겹치는 부분이다. 바텀 ITO 전극은 포토리소그래피 

(photolithography)공정으로 포토레지스트 (photoresist, Az GXR-601, 

14 cP)를 패턴하고 ITO 에천트로 포토레지스트가 없는 부분의 ITO를 

제거하여 패턴하였다. 패턴된 ITO는 세제, 아세톤, IPA 순서로 세척하였

고 ultraviolet-ozone (UVO)로 20분간 처리하여 잔여 유기물을 제거하

였다. 샘플의 층들은 10-6 torr 이하의 진공도에서 MoO3 (10 nm), NPB 

(100 nm), MoO3 (10 nm)의 순서로 증착하였고 ITO-Au 소자의 금 전

극은 패턴된 금속 마스크로 증착하였다. ITO-G 소자는 두 층의 그래핀

을 전극으로 사용하였는데, 구리 포일에 합성된 그래핀 위로 그래핀

/PMMA를 습식 그래핀 전사 공정[23]으로 전사하고 질소 건으로 물을 

제거하였고 40 ℃의 온도에서 가열하여 잔여 수분을 완전히 말린다. 아

세톤으로 PMMA 지지층을 제거하고 H2, Ar환경에서 200 ℃로 가열하

여 잔여 PMMA를 제거하였다. 구리/이중 층의 그래핀을 3.4에서 설명한 

패턴닝 방법으로 1.5 mm 너비로 패턴하고 건식 전사 공정으로 MoO3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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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착된 샘플에 전사한다. 5 nm 두께의 Cr와 100 nm 두께의 금을 소자

의 바깥에 위치한 그래핀 위로 증착하여 그래핀과 금을 전기적, 물리적

으로 접합시킨다. 제작된 HOD는 source meter (Keithley 2400)로 전

압을 인가하면서 전류를 측정하였다. 제작된 소자는 unipolar의 특성을 

가지므로 양의 전압이 인가된 전극에서 정공이 주입될 수 있다. 

  



 

 

２６ 

 

 

 

 

그림 3.5 그래핀, 금 탑 전극의 HOD 소자의 모식도. 좌) 바텀 전극

이 ITO 탑 전극이 두 층의 그래핀인 소자 (ITO-G) 우) 바텀 전극이 

ITO 탑 전극이 금인 소자 (ITO-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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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논의 

4.1 전사 인쇄 공정으로의 그래핀 전사 

전사 인쇄 공정으로 전사한 그래핀의 질을 확인하기 위해 300 nm의 

SiO2가 증착된 Si 기판과 10 nm의 MoO3가 증착된 Si/SiO2 기판에 1.5

×1.5 cm2 크기의 그래핀을 전사하고 광학 현미경으로 표면을 관찰하였

다. 질소 환경에서 압력이나 온도 처리 없이 1시간 동안 기판과 그래핀

/PDMS를 접촉시키고 PDMS를 천천히 벗겨내 그래핀을 전사 하였다. 

전사된 그래핀은 그림 4.1, 4.2와 같이 갈라지거나 찢어진 부분 없었고 

그래핀 전사 이후에도 MoO3는 손상되지 않았다. 전사 인쇄 공정으로 습

식 환경에 취약한 MoO3 위로 그래핀을 전사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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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SiO2 위로 건식 전사한 그래핀의 광학 현미경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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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10 nm 두께의 MoO3 위로 건식 전사한 그래핀의 광학 현

미경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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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S/M/G 구조의 그래핀 도핑 효과 분석 

먼저, 그림 3.3에 나타난 다양한 그래핀-MoO3 구조 중에서 S/G와 

S/M/G의 그래핀 도핑 효과를 라만 스펙트럼와 면저항을 측정하여 확인

하였다. S/G의 경우, 라만 스팩트럼의 결과는 그림 4.3~4.5와 같이 D 

peak의 경우 거의 무시할 정도로 작으며, 2D, G peak은 각각 2683.2와 

1588.6 cm-1, 2D/G 비율은 2.83로, 건식 전사한 그래핀이 거의 단일 

층임을 알 수 있다[25-27]. S/G/M의 경우, 2D와 G peak은 2697.0 

cm-1, 1596.5 cm-1으로 S/G에 비해 증가하였고, 2D/G 비율은 1.08로 

S/G에 비해 상당히 감소하였다. 이러한 peak의 변화와 2D/G 비율의 감

소를 통해 S/G/M의 그래핀은 그래핀에서 열 증착한 MoO3로의 전자 이

동으로 p-type의 특성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25-27]. 그림 4.6에서 

나타난 그래핀의 면저항 결과에서도 이러한 p-type의 도핑 특성을 확

인 할 수 있는데, S/G/M의 면저항은 501 Ω/sq.으로 S/G (1313 Ω/sq.)

보다 상당히 작은 값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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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S/G/M와 S/M/G의 도핑 특성 비교 분석 

S/M/G는 2D와 G peak의 중심이 각각 2689.4, 1595.1 cm-1이고 

2D/G 비율은 2.08로 S/G 대비 라만 스팩트럼의 변화가 S/G/M 보다 

작다. 즉, S/M/G의 그래핀-MoO3 계면에서의 charge transfer는 S/G/M

보다 낮은 효율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면저항 결과에서도 동일한 경향

성을 보이는데 S/M/G의 면저항은 718 Ω/sq.으로 S/G/M (501 Ω/sq.)

보다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는 질소 환경에서 전사 인쇄 

공정으로 형성한 S/M/G의 그래핀-MoO3 계면이 charge transfer가 일

어날 만큼 나노 단위 수준에서 충분히 잘 밀착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사

실, 박막 전사 공정 혹은 lamination 공정으로 형성된 유기물-유기물

[28], 금속-유기물[29], MoO3-유기물[30] 계면에서 효율적인 charge 

transport가 일어남을 이미 이전 보고에서 증명되었다. S/M/G의 경우 

진공 열 증착으로 승화한 높은 운동에너지의 미립자 MoO3가 그래핀 표

면에 침투하여 잘 밀착된 그래핀-MoO3 계면을 형성하여 S/M/G 보다 

잘 밀착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S/M/G의 계면도 국부적으로는 S/G/M

과 비슷하게 잘 밀착 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표면 거칠기와 

원치 않는 오염 물질에 의해 접합이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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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S/M/G/M의 도핑 효과 분석 

S/M/G/M의 라만과 면저항의 결과를 볼 때, S/G/M 구조 위로 MoO3를 

증착하면 그래핀이 더욱 강하게 도핑됨을 알 수 있다. S/M/G/M의 라만 

peak의 위치 (2D: 2697.2 cm-1, 1600.4 cm-1), 2D/G 비율 (1.08) 그

리고 면저항 (479 Ω/sq.)은 S/G/M의 값과 매우 비슷하므로 두 구조에

서의 그래핀 도핑 정도는 비슷함을 알 수 있다. 사실, S/M/G/M은 

S/M/G에 비해 2배의 넓은 그래핀-MoO3의 접촉 면적을 가지고 있지만 

도핑 효과는 거의 포화되어 비슷한데, 이러한 이유는 아마도 먼저 형성

된 MoO3-그래핀 계면에서의 charge transfer로 인해 그래핀에서의 전

기장 세기가 변화하고 이러한 전기장이 추가적으로 증착된 MoO3와의 

charge transfer를 방해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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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그래핀과 그래핀-MoO3 샘플의 라만 스팩트럼. 세로의 점

선은 S/G 샘플의 D, G, 2D peak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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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그래핀과 그래핀-MoO3 샘플의 2D/G peak 세기의 비율. 

에러 바는 최대값 및 최소값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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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그래핀과 그래핀-MoO3 샘플의 G peak과 2D peak의 중심 위

치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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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4 point probe 방식으로 측정한 그래핀, 그래핀-MoO3 구

조의 면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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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그래핀, 그래핀-MoO3 적층 구조에 따른 투과도의 비교 

제작한 그래핀, 그래핀-MoO3 적층 구조들의 투과도를 비교하였다. 

먼저, 비교한 그래핀-MoO3 구조들은 유리기판 위에서 제작되었고 투과

도는 UV-Vis 분광기 (Ultraviolet-visible spectroscopy; Perkinelmer)

로 측정하였다. 그리고 투과도는 샘플들의 투과도 세기를 유리기판의 투

과도 세기로 나누어 구했다. 그림 4.7와 같이 S/G 구조에서의 그래핀 

투과도는 97.5 %로 이상적인 그래핀의 투과도인 97.7 %[2]와 비슷하므

로 전사한 그래핀은 단일 층임을 알 수 있고 이 결과는 라만 스팩트럼의 

결과와 일치한다. S/M/G/의 MoO3-그래핀과 S/G/M의 그래핀-MoO3의 

광 투과도는 550 nm 파장에서 각각 95.8 %와 95.1 %로 그래핀에 비해 

약간 낮아졌는데, 가시광 대역에서 약한 흡수 영역을 가지는 10 nm의 

MoO3[31]가 그래핀 전사 전 혹은 후에 증착되었기 때문이다. MoO3-그

래핀-MoO3의 경우 투과도가 92.4 %로 가장 떨어지는데, 총 증착된 

MoO3 두께가 20 nm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MoO3-그래핀-MoO3는 여

전히 다양한 응용소자에서 활용 가능할 만큼 충분히 투명하고 5 nm의 

MoO3로도 그래핀을 충분히 도핑 시킬 수 있으므로[14], 증착된 MoO3

를 두께를 감소하여 전기적 도핑 효과의 손실 없이 투과도를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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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그래핀-MoO3의 적층 구조에 따른 투과도. 점선은 550 nm의 

파장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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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탑 그래핀 전극의 Hole only device 제작 및 평가 

전사 인쇄 공정으로 MoO3 위로 전사한 그래핀에서 도핑효과가 일어

나고 추가적으로 그래핀 윗면에 MoO3를 증착하여 도핑효과를 더욱 강

화되므로 그래핀에서 유기물 층으로 효율적으로 정공이 주입된다면 

MoO3-그래핀-MoO3를 유기 전자소자의 탑 전극으로 활용 할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그림 3.5 모식도의 왼쪽과 같이 ITO 바텀 전극, 

그래핀 탑 전극 그리고 NPB를 정공 수송 층 (hole-transport layer)으

로 하는 hole only device를 제작하였다. 단일 층 그래핀의 높은 면저항

에 의한 직렬 저항 증가와 같은 원치 않는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그래

핀 탑 전극은 이중 층의 그래핀을 사용하였다. ITO-G device의 전류 밀

도-전압 곡선의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탑 전극이 금인 ITO-Au device 

(그림3.5의 오른쪽)를 제작하였다. 그림 4.8에서 나타난 ITO-Au 

device의 탑 전극과 바텀 전극에서 주입한 전류 밀도-전압 특성은 0.5 

V에서 전류 밀도가 0.1mA/cm2에 도달 할 정도로 거의 ohmic 행동을 

보이고 이러한 결과는 이전의 보고[32-34]와 일치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ITO-G device의 특성도 ITO-Au device와 비슷하고 quasi-

ohmic한 특성을 나타낸다. 사실, 이러한 결과는 쉽게 예측할 수 있는데, 

제작한 소자에서의 MoO3-NPB 계면에서 효과적으로 정송이 수송되기 

때문이다. ITO-G의 경우 탑 전극에 양의 전압이 인가될 때 (순방향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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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스), 역방향 바이어스의 경우보다 전류밀도의 값이 크다. 그리고 그

림 4.9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순방향 바이어스의 전류 밀도-전압 곡선

을 양의 전압 방향으로 1 v 이동시키면 역방향 바이어스의 전류 밀도-

전압 곡선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하게 겹친다. 따라서 ITO-G 

device의 전압 인가 방향에 따른 비대칭성은 탑과 바텀 전극의 정공 주

입 특성의 차이 보다는 두 전극의 일 함수 차이에 따른 built-in 

potential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다. UVO 처리한 ITO의 일 함수가 대략 

5.0~5.4 eV[35, 36]인 것을 고려하면, 탑 그래핀의 일 함수는 4.5~4.9 

eV로 예측할 수 있고 이는 그래핀의 p-type 도핑에 따른 Fermi level

이 낮아지는 경향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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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ITO-G, ITO-Au device의 전류 밀도-전압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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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ITO-G device를 양의 전압 방향으로 1V 이동시킨 전류 밀

도-전압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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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전사 인쇄 공정으로 열 증착된 MoO3 위로 그래핀을 

전사하여 형성한 MoO3-그래핀 계면이 그래핀 위로 MoO3를 열 증착하

여 형성한 그래핀-MoO3 계면과 같이 charge transfer에 의한 그래핀의 

p-type 도핑효과가 나타남을 증명하였다. 라만과 면저항 측정으로 

Si/SiO2/MoO3/그래핀 구조의 그래핀은 Si/SiO2/그래핀/MoO3의 그래핀 

보다 낮은 도핑 정도를 나타냄을 확인하였으며 나아가 Si/SiO2/MoO3/그

래핀 구조에 MoO3를 다시 증착하면 도핑 정도가 더욱 강해짐을 보였다. 

MoO3의 두께가 10 nm인 Si/SiO2/MoO3/그래핀/MoO3의 면저항은 479 

Ω/sq.으로 Si/SiO2/그래핀의 면저항과 거의 비슷하고 투과도는 550 nm

에서 92.4 %임을 확인하였다. MoO3/이중 층의 그래핀/MoO3를 탑 전극

으로 하는 NPB 기반 hole only device를 제작하고 전류 밀도-전압의 

측정하여 탑 그래핀 전극에서 NPB로의 정공 주입이 거의 ohmic함을 

확인하였다. MoO3와 아래의 유기물 층의 손상 없이 그래핀을 전사할 수 

있는 저온 건식 그래핀 전사 공정 덕분에 MoO3/그래핀/MoO3 구조는 

top-emission organic light emitting diodes, top-illuminated organic 

solar cells, photodetectors 그리고 organic tandem solar cells의 탑 투

명 전극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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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vestigation of the hole injection 

property and doping effect at top 

graphene electrode-MoO3 interface 

formed by dry transfer-printing of a 

graphene  

Youngkwun Kim 

Program in Nano Science and Technology 

Department of Transdisciplinary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Charge transfer doping of graphene demonstrated to date has 

been limited to cases where dopants are deposited onto a pre-

deposited graphene layer, since many dopants are too fragile to 

withstand the conventional wet-transfer method for depositing 

graphene layers. We demonstrate that p-doping of graphene can be 



 

 

５０ 

 

achieved by charge transfer at an interface between graphene and 

molybdenum trioxide (MoO3) layers, where a graphene monolayer 

was transfer-printed onto a pre-deposited MoO3 layer using a room 

temperature, dry method that we previously reported. The charge-

transfer doping via transfer-printing of graphene leave the graphene 

top surface, that is, the graphene surface not in contact with the 

dopant, available to form an interface with other functional material 

to fabricate a device or to further modify the properties of the 

graphene, potentially allowing graphene to be used in a broader range 

of applications. By fabricating a hole-only device employing a MoO3 

/ graphene bilayer / MoO3 top electrode, we confirm that hole 

injection from the top electrode to a layer of N,N'- 

bis(lnaphthyl)N,N'-diphenyl-1,1'-biphenyl-4,4'-diamine (NPB) is 

nearly Ohmic. 

Keywords : graphene dry transfer, sheet resistance, doping, 

raman spectroscopy, hole only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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