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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매달린 형태의 CVD 그래핀 bridge 구조를 갖는 시편 제작을 위해
제작 방법이 간단하며 폴리머 잔류물을 적게 남기는 PDMS stamping
방법을 이용하였다. 금속전극에 매달린 형태의 구조를 갖는 최대 4.8
μm 길이의 그래핀 bridge 시편을 제작하였다.
NP SThM을 이용하여 전기적으로 가열된 매달린 형태 그래핀의 표면
온도분포를 정량적으로 계측하였으며, 원자력 현미경 포텐셔미터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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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금 전극과 그래핀 사이의 정량적인 접촉저항 계측으로부터 그래
핀에 인가된 power를 계측하였다. 정량적인 온도와 power 계측으로부터
매달린 구조 CVD그래핀의 열전도도를 계측하였다. 또한, 동일한 시편
으로 게이트전압 변화에 따른 그래핀의 제백계수 그리고 전기전도도를
측정하였다.

주요어 : CVD 그래핀, 그래핀 bridge, 그래핀 줄 가열, 열전도도, 제백
계수, 전기전도도, 전기접촉저항, Null Point 주사현미경 (NP
SThM), 원자력 현미경 포텐셔미터, PDMS stam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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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서론

1.1 연구배경

탄소 원자 한 층으로 이루어진 그래핀의 발견 이래로 (Novoselov et
al., 2004) 그래핀의 우수한 기계적, 전기적 특성과 더불어 뛰어난 열적
특성이 보고되면서 (Novoselov et al., 2004, Lee et al., 2008, Balandin, 2011)
그래핀의

다양한

응용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또한,

실제

산업으로의 그래핀 응용을 위해 높은 품질의 대면적 그래핀을 합성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니켈이나 구리와 같은
얇은 박막 형태의 전이 금속 촉매 위에 CVD(화학기상증착)을 이용하여
그래핀을 합성하는 방법이 각광 받고 있다(Bae et al., 2010). 하지만 CVD
방법에 의해 합성된 그래핀의 경우 HOPG 로부터 기계적인 박리에 의해
얻어진 pristine 그래핀과는 다른 기계적, 전기적, 그리고 열적 특성을
보인다고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CVD 그래핀의 응용을 위해서는
이들의 정량적인 평가가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모재의 영향이
제거된 CVD 그래핀의 열적, 열전기적, 그리고 전기적 특성 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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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매달린 형태의 그래핀 bridge 구조를 제작하였고, 동일한 시편으로
열전도도, 제백계수, 그리고 전기전도도를 측정하였다.

1.2 연구동향

Balandin (2008) 등은 optothermal Raman 방법을 이용하여 최초로
pristine

그래핀의

열전도도를

계측하였다.

이는

bulk

graphite

의

열전도도보다 훨씬 높은 약 ~5000 W/mK 이었으며, 많은 학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Optothermal Raman 방법은 Figure
1.1 과 같이 트렌치를 갖는 모재에 그래핀을 띄운 후 레이져를 조사하여
그래핀을 가열하고 Raman G peak 또는 2D peak 의 shift 로 온도를
계측하여 열전도도를 측정하는 원리이다. Balandin 에 이어 많은 연구
그룹에서 micro-Raman spectroscopy 를 이용하여 유사한 방법으로 pristine
그래핀은 물론 CVD 그래핀의 열전도도 계측 결과를 꾸준히 보고하고
있다. 몇몇 그룹에서는 보다 정밀한 그래핀의 레이저 흡수량 계측을
위해 Figure 1.2 와 같이 매달린 형태의 그래핀 아래에 laser power
meter 를 설치하여 정밀한 흡수량을 계측하였으며 (Cai et al., 2010, Chen et
al., 2011), 상온에서 CVD 그래핀의 열전도도를 ~3000 W/mK 으로

2

보고하고 있다. 이들은 최초에 Balandin 에 의해 보고된 열전도도 ~5000
W/mK 는 지나치게 높이 측정된 결과임을 보고하였으며, 그 원인으로
그래핀의

레이져

흡수량을

지나치게

높이

예측함으로써

그래핀에

인가된 power 가 과대평가 되었고 이로부터 높은 열전도도 계측 결과를
얻었다고 보고하고 있다(Lee et al., 2011). Optothermal Raman 방법을
이용한 그래핀의 열전도도 측정은 정밀한 그래핀의 레이져 흡수량 계측
이외에도 가우시안 레이져 빔의 반경을 예측하는데 있어 연구 그룹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Nair et al., 2008, Faugeras et al., 2010, Cai et al., 2010).
또한 micro-Raman spectroscopy 를 이용한 가열된 그래핀의 온도 측정은
상온에서 분해능이 약 50 K 정도로 매우 낮기 때문에 optothermal Raman
방법을 통한 열전도도 계측은 많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Calizo et
al., 2007).
Optothermal Raman 방법 이외에도 Seol (2011) 등은 thermal bridge
방법을

통해

얇은

실리콘

산화막

위에

놓여진

pristine

그래핀의

열전도도를 측정하였다. Figure 1.3 은 thermal bridge 방법에 이용된
시편의 SEM 이미지이며, Figure 1.4 와 같이 그래핀의 한쪽에서
그래핀과는 전기적으로 절연된 금속전극을 가열함으로써 그래핀 내부에
온도구배를 형성하고 그래핀의 양쪽 끝에서 그래핀과 접촉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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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전극의

저항을

측정함으로써

금속의

온도와

저항과의

관계를

이용하여 그래핀의 양 끝단 온도를 환산하였다. 둘 사이의 온도 차이와
인가된
상온에서

power
약

열전도도보다

계측으로부터
600

W/mK

상당히

낮은

열전도도를

으로

기존에

결과를

계측하였으며
보고된

보고하였다.

계측결과는

pristine
이

그래핀의

계측

결과는

그래핀이 모재와 접촉하고 있어 그래핀의 intrinsic 한 열전도도라 보기
어렵다. 또한, 가열선 중앙으로부터 그래핀과 반대편 전극으로의 열전달
경로의

가정,

그리고

그래핀과

좁은

면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전극으로부터 TCR 에 의한 온도 산출 과정은 지나치게 이상적이다. 즉,
thermal bridge 방법 자체는 온도와 power 계측에 많은 가정이 필요하며
이러한 가정은 열전도도 계측의 오차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열전도도 계측 방법뿐만 아니라, 열전도도 계측을 위한 시편 제작
방법 또한 그래핀의 열적, 전기적 특성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Pettes (2011) 등은 thermal bridge 방법을 이용하여 매달린
형태 bilayer 그래핀의 열전도도를 계측하였으며, 계측결과는 상온에서
약 600 W/mK 으로 모재의 영향이 제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낮은 계측결과를 보고하였다. 이는 그래핀 bridge 제작과정에서 사용된
PMMA 가 완벽히 제거되지 않고 그래핀 표면에 남아 포논 산란을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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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발시켰기 때문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 밖에도, Goossens (2012) 등은
AFM 을 이용하여 탐침-시편간 접촉모드로 그래핀 표면에 남아있는
폴리머

잔류물을

제거하였으며,

이로써

높은

그래핀의

이동도

(mobility)를 얻을 수 있었다. 이처럼 제작과정에서 생기는 그래핀
표면의 잔류물은 그래핀의 intrinsic 한 특성 평가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1.3 연구범위

본 연구에서는 앞서 소개한 optothermal Raman 방법이나 thermal
bridge 방법을 통한 열전도도 측정 실험에서 존재하는 온도와 파워
계측에서의

불확실성

요인들을

제거하고

보다

간단하며

정밀하게

열전도도를 측정할 수 있는 실험을 계획하였다. 이를 위해 금속 전극에
매달린 형태의 그래핀 bridge 구조를 갖는 시편을 제작하였으며, 금속
전극을 통해 그래핀을 줄(Joule) 가열하면서 그래핀을 통해 흐르는
전류와

그래핀의

저항에

의한

전압강하를

계측함으로써

정밀한

power 를 계측하였다. 또한, 공기의 영향이나 시편표면의 특성과는
상관없이 높은 해상도로 정량적으로 온도분포를 계측할 수 있는 방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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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 SThM (Null Point Scanning Thermal Microscopy)으로 줄 가열된
그래핀의

정량적인

온도분포를

계측하였다.

이로써

더욱

정밀한

열전도도 측정이 가능하였다.
매달린 구조의 그래핀 bridge 구조를 갖는 시편 제작을 위해 PDMS
stamping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이는 미리 제작된 모재에 그래핀을
전사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전사 후 어떠한 후 공정도 필요치 않아
그래핀 표면에 폴리머 잔류물을 적게 남기는 간편하며 깨끗한 방법이다.
또한 동일한 시편으로 게이트 전압에 따른 그래핀의 제백계수와
전기전도도 변화를 계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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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A schematic diagram of thermal conductivity measurement using
optothermal Raman method

7

Figure 1.2 Use of laser power meter for measurement of accurate light
absorptivity in optothermal Raman method

8

Figure 1.3 An SEM image of a sample used for thermal conductivity
measurement using thermal bridge method; indicating heating line, metal
electrodes, and graphene on Si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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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NP SThM 을 이용한 온도 계측

2.1 온도 계측 원리

일반적인 SThM 을 이용한 온도 계측 방법은 측정하고자 하는
시편과 탐침의 캔틸레버 사이에서 공기를 통한 열전달에 의해 국소적인
온도 계측을 방해 받는다(Shi and Majumdar, 2002). Kim (2008, 2011) 등은
이러한

공기에

의한

열전달의

영향을

제거하여

보다

국소적인

온도계측을 가능하게 하는 double scan technique 을 개발하였다. 하지만
이 방법도 탐침 첨단과 시편의 접촉 상태가 변함에 따라 정량적인 온도
계측이 어려워진다. 따라서 CVD 그래핀의 열전도도 측정을 위해 Chung
(2011) 등이 개발한 NP SThM (Null Point Scanning Thermal Microscopy)을
이용하여 줄(Joule) 가열된 그래핀의 정량적인 온도를 계측하였다.
NP SThM 의 원리는 double scan technique 에 기초한다. Double scan
technique 은 정량적이며 국소적인 온도계측을 위해 SThM 으로 시편의
같은 부분을 두 번 스캔한다. Figure 2.1 은 double scan technique 을
설명하는 개념도다. 첫 번째 스캔에서는 SThM 의 probe 와 시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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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한

상태인

mode)로

접촉모드(contact

스캔한다.

접촉

모드로

얻어지는 온도 신호는 탐침의 첨단과 시편간의 접촉부뿐만 아니라
공기를 통한 열전달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두 번째 스캔에서는
SThM 으로 시편의 같은 부분을 비접촉모드(non-thermal contact mode)로
스캔한다. 이때 얻어지는 온도 신호는 공기에 의한 열전달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두 신호의 차이는 오직 탐침의 첨단과 시편의
접촉부를 통한 열전달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온도 신호이다. 이로써,
공기를 통한 열전달 영향이 제거되어 국소적인 온도계측이 가능해지며
다음과 같은 식으로부터 시편 표면의 정량적인 온도가 계측될 수 있다.
Ts ( x ) = Tc ( x ) +

C
[Tc ( x) − Tnc ( x)]
Gts

(2.1)

이 식에서 x 는 탐침의 첨단과 시편간 접촉부의 위치, Ts 는 시편 표면의
온도, Tc 는 접촉모드로 측정되는 온도, Tnc 는 비접촉모드로 측정되는
온도, C 는 단위가 [W/K]인 비례상수, 그리고 Gts 는 탐침의 첨단과
시편간의 conductance 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double scan technique 의
경우 탐침의 첨단과 시편간의 접촉상태에 따라 Gts 가 변하게 되어
정량적인 온도계측이 어려워진다. 하지만 Tc 와 Tnc 가 같다면 우변의 두
번째

항이

제거되어

접촉상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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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받지

않고

정량적으로

온도계측이 가능해진다. 즉, 탐침 첨단이 시편의 표면에 접촉하는 순간
탐침의 온도와 시편표면의 온도가 같으면 탐침 첨단과 시편의 접촉을
통한 열유속이 0 이 되므로 탐침첨단이 시편의 표면에 접촉하기 직전의
온도 Tnc 와 접촉한 직후의 온도 Tc 가 같다는 점을 활용한 것이다.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여 정량적으로 온도를 계측하는 방법이 NP
SThM 이다.

2.2 실험장치 구성 및 실험방법

Figure 2.2 는 NP SThM 을 이용한 온도계측 실험을 위한 장치
구성도를 나타낸다. NP SThM 을 이용한 정량적인 온도 계측을 위해서는
탐침을 가열한 상태(active 모드)에서 시편의 동일한 라인을 접촉모드와
비접촉모드로

스캔을

하게

된다.

그리고

탐침을

가열하지

않은

상태(passive 모드)에서도 동일하게 접촉모드로와 비접촉모드로 스캔을
하게 된다. Active mode 에서 탐침을 가열하면서 동시에 온도 측정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 탐침의 첨단을 100 kHz 의 고주파수 교류 전류에
의해 가열한다. 탐침은 열적 시간상수가 충분히 크기 때문에 이러한
고주파수의

교류

전류에

의해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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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le)

가열

되더라도

온도의

주기적인 떨림 없이 가열된다. 탐침의 첨단부에서 계측되는 열전전압
신호는 교류신호의 간섭 없이 직류 열전전압으로부터 얻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교류 신호로부터 발생하는 일부 drift 전압을 제거하기
위해 Wheatstone bridge circuit 을 이용하였다. 또한 신호대비 노이즈
비율을

높이기

위해

Wheatston

bridge

를

통한

직류전압

신호는

preamplifier 와 noise filter 를 거쳐 signal access module (SAM)로 들어가게
된다. 마침내, 시편의 형상 정보와 온도를 얻게 된다.
Figure 2.3 는 NP SThM 을 이용한 온도계측 방법을 설명하는
개념도이다.

먼저

passive

모드로

탐침의

첨단과

가열된

시편이

접촉하게 되면 시편의 온도가 탐침의 첨단보다 높기 때문에 접촉하는
순간 탐침의 온도가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증가한 온도를
Tj1(=Tc1-Tnc1)이라 하자. 다음으로, Active 모드로 시편보다 더 가열된
탐침의 첨단이 그보다 덜 가열된 시편과 접촉하게 되면 반대로 탐침
첨단의 온도가 시편의 온도보다 높기 때문에 접촉하는 순간 탐침의
온도가 급격히 감소하게 된다. 감소한 온도를 Tj2(=Tc2-Tnc2)라 하자. 식
(2.1)의 선형성으로부터 (Tc1, Tj1)와 (Tc2, Tj2)를 선형적으로 내삽하여 Tj 가
0 이 되는 점을 찾으면 그 점에서의 Tc 는 Ts, 즉 시편의 온도가 된다.
NP SThM 은 한 점에서의 온도 측정이 아닌 라인에서의 온도측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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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방법이며 passive 모드와 active 모드에서 얻은 계측신호로부터
Ts 를 계산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Ts ( x) = Tc1 ( x) +

Tc1 ( x) − Tc 2 ( x)
× T j1 ( x )
T j 2 ( x ) − T j1 ( x )

(2.2)

2.3 정량적 온도계측의 정확성 확인을 위한 벤치마킹 실험

NP SThM 을 이용한 정량적 온도계측의 정확성 확인을 위해
벤치마킹 실험을 수행하였다. 3 μm 폭을 갖는 알루미늄 라인을 가열하고,
동시에 4 점 측정 방법을 이용하여 알루미늄 라인의 저항을 측정하였다.
온도에 따른 저항의 선형적 변화 특성을 갖는 알루미늄 라인의 TCR
(temperature coefficient of resistance)을 사전에 측정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가열된 라인의 온도를 계측하였다. Figure 2.4 는 TCR 에 의해 측정된
알루미늄 라인의 온도와 알루미늄 라인에 인가된 power 를 체적으로
나눈 단위체적당 열 생성률 값을 이용하여 2 차원 열전도 방정식을
계산하여 얻은 시편 표면의 온도, 그리고 NP SThM 을 이용하여 계측한
표면 온도를 비교한 그림이다. Modeling 에 의한 표면의 온도 분포와 NP
SThM 을 이용하여 측정된 표면의 온도 분포가 매우 잘 일치함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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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Modeling 에 사용된 실리콘 산화막의 열전도도는 1.4 W/mK,
실리콘의 열전도도는 148 W/mK 을 이용하였다(Touloukian and Ho,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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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 A schematic diagram for explanation of double scan technique

16

Figure 2.2 The experimental setup for NP SThM

17

Figure 2.3 A schematic diagram for explanation of temperature measurement
using NP SThM

18

Figure 2.4 Bench mark experiment for validation of NP SThM; comparison of the
obtained temperature profile Ts using NP SThM with the modeled temperature
profile using the information of aluminum heater temperature measured by
temperature coefficient of resistance (TCR) and power electrically generated by
Joule he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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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CVD 그래핀의 열전도도, 제백계수,
그리고 전기전도도 계측 방법

3.1 열전도도 (k)

그래핀의 열전도도 측정 방법은 Figure 3.1 (a)와 같다. 금 전극을
통해 그래핀에 전류를 흘려줌으로써 그래핀을 줄 (Joule) 가열한 후
가열된 그래핀 표면의 온도를 NP SThM 을 이용하여 측정한다. 매달린
형태의 그래핀 bridge 길이가 그래핀의 mean free path 보다 길다면, 즉
그래핀 내부에서 생성된 열이 확산적으로 (diffusively) 전극을 통해
빠져나간다면, 그래핀 표면의 온도는 Figure 3.1 (b)와 같이 포물선형태를
갖게 된다. 따라서, 포물선 형태의 계측된 그래핀 표면의 온도 분포와
식 (3.1)의 내부 열생성과 공기에 의한 열전달 영향을 고려한 핀
방정식으로부터
추출한다.

계산된

경계조건으로

온도분포를
식

(3.2)와

비교하여
같이

그래핀의

매달린

열전도도를

형태의

그래핀

중앙에서 단열조건, 그리고 그래핀 끝단에서의 온도는 NP SThM 에
의해 측정된 온도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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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2θ heff w
θ +g =0 ,
k 2−
Ac
dx
dθ
dx

x =0

θ = T − T∞

(3.1)

L
= 0 , θ ( x = ) = θb = Tb − T∞
2

(3.2)

이 식에서 k 는 그래핀의 열전도도, x 는 그래핀의 중심에서부터의 위치,
heff 는 공기의 유효 열전달계수, Ac 는 그래핀의 단면적, w 는 그래핀의 폭,
g 는 그래핀 내부에서의 열생성량, T 는 그래핀 표면의 온도, T∞ 는 주변
온도, L 은 그래핀의 매달린 영역 길이, 그리고 θb 는 x=L/2 에서의 온도
Tb 와 주변온도 T∞ 의 차이로 NP SThM 을 이용하여 Tb 를 측정할 수
있다.
그래핀

내부의

열생성률은

다음과

같이

계측된다.

그래핀을

가열하기 위한 회로 구성은 Figure 3.2 와 같다. Vdrive 를 인가한 후
표준저항에 의한 전압강하 (Vstandard)를 계측함으로써 직렬회로를 통해
흐르는 전류량, 즉 그래핀 bridge 에 흐르는 전류량 (I)를 계산한다. 또한
그래핀에 의한 전압 강하(Vsample)를 동시에 측정함으로써 식 (3.3)과
같이

그래핀에

인가된

power

(P)

를

계산한다.

그래핀에

인가된

power 로부터 그래핀의 단위 체적당의 열 생성률 (g)를 계산할 수 있다.

P = Vsample I , g =

P
Lwt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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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식에서 L 은 그래핀의 길이, w 는 그래핀의 폭, 그리고 t 는 그래핀의
두께이다. 본 실험에서 사용된 그래핀은 monolayer 로써 그래핀의
유효두께는 van der Waals value 인 0.34 nm 를 이용하였다.
위와 같이 열전도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앞서 설명한 optothermal
Raman 방법이나 thermal bridge 방법을 이용한 열전도도 측정보다 온도와
파워 계측에 있어 정밀하다는 장점이 있다. 즉, 온도 측정 시 NP
SThM 을 이용하므로 온도 분해능이나 공간 해상도가 매우 우수하며,
그래핀 bridge 에 흐르는 전류량과 그래핀 bridge 의 저항에 의한
전압강하량의 계측으로부터 그래핀에 인가된 power 의 정량적 계측이
가능하므로 다른 방법에 의한 열전도도 측정 실험보다 더욱 정밀하다고
판단된다.

3.2 제백계수 (S)

제백효과는 물질내에 온도구배가 형성되면 그에 따른 전위차이가
발생하는 현상이다. Figure 3.3 과 같이 주 캐리어가 전자인 물체에서 hot
region 의 전자가 cold region 의 전자보다 더 활발해지며 더 큰 속도를
갖게 된다. 결과적으로 전자가 cold region 으로 확산되어 축적되고 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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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on 에는 정공을 남긴다. 이러한 현상에 의해 물질내에 전위차이가
발생하며

그

정도를

나타내는

상수가

제백계수이다.

제백계수와

온도구배, 그리고 전위구배의 관계는 식 (3.4)와 같다.
T

ΔV = ∫ S (T ) dT , S =
T0

ΔV
ΔT

(3.4)

이 식에서 T 와 T0 는 두 점에서의 온도, ∆V 는 온도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전위차,

S

는

제백계수이다.

일반적으로

S

는

온도의

함수이지만 두 점에서의 온도 차이가 크지 않다면 S 는 상수로
취급하여 두 점에서의 전위차이에 대한 온도차이 비로 계산할 수 있다.
본 실험에서는 제백계수를 계측하기 위해 Figure 3.4 (a)와 같이
그래핀과

전기적으로

절연되어

있는

외부

heater

를

가열하여

그래핀내에 온도구배를 형성해준 후, NP SThM 을 이용하여 그래핀
bridge 양 끝단의 온도를 측정한다. 제백계수 측정을 위해 필요한
온도는 그래핀 bridge 표면 전체의 온도가 아닌 양 끝단의 온도이므로
불필요한 그래핀의 damage 를 피하기 위해 Figure 3.4 (a)와 같이 그래핀
bridge 주변의 금 전극과 트렌치 바닥면을 스캔한다. 이로부터 그래핀
양 끝단의 온도를 얻고, 금속 전극으로부터 그래핀 양 끝단에 발생한
전위차, 즉 열전전압 VTE 를 계측한다. 열전전압 VTE 는 Figure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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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에서와 같이 그래핀에서 뿐만 금 전극에 의해서도 발생하므로 식
(3.5)와 같이 금 전극에 의해 발생된 열전전압의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VTE = − S Au (TH − TS ) + SGra (TH − TL ) + S Au (TL − TS )

(3.5)

이 식에서 SAu 는 금의 제백계수, TH 는 hot region 의 온도, TL 은 Cold
region 의 온다, TS 는 금 패드의 온도, 즉 상온의 온도이다. 이 식은 식
(3.6)과 같이 정리되며 그래핀의 제백계수는 온도차이에 대한 전위차이
비에 금의 제백계수를 더해줌으로써 계산할 수 있다.

ΔV = ( SGra − S Au )ΔT , SGra =

ΔV
+ S Au
ΔT

(3.6)

이 식에서 ∆V 는 VTE, ∆T 는 (TH - TL)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그래핀의 경우 제백계수는 캐리어 농도의 함수이기
때문에

본

실험에서는

게이트전압을

인가함으로써

캐리어

농도를

변화시키며 열전전압 VTE 의 변화를 계측함으로써 제백계수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3.3 전기전도도 (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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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험에서는

전기전도도의

측정을

위하여

probe

station

을

이용하였다. 실험을 위한 회로 구성은 Figure 3.5 와 같다. 먼저 그래핀
사이에 일정한 전위차 VSD 를 인가해 주고 전위차에 의해 그래핀
bridge 에 흐르는 전류량 ISD 를 계측하여 그래핀의 저항을 측정하였다.
측정된 저항과 그래핀 bridge 의 시편 크기 정보를 가지고 다음 식과
같이 전기전도도로 환산하였다.

R=

VSD
L
, σ=
I SD
wR

(3.7)

이 식에서 R 은 그래핀 bridge 의 저항, σ 는 그래핀의 전기전도도, w 는
그래핀 bridge 의 폭, 그리고 L 은 그래핀 bridge 의 길이이다. 그래핀은
2 차원 구조체로써 전기전도도 단위로 Simens, 즉 Ω-1 를 이용한다.
일반적으로
게이트전압의

그래핀
함수이기

전기전도도의

경우

때문에

실험에서도

본

제백계수와

같이

게이트전압을

변화시키면서 전기전도도의 변화를 계측하였다. 실험 방법은 그래핀에
인가된 전위차 VSD 를 일정하게 유지시킨 상태에서 게이트전압을
변화시켜주고, 그에 따라 변화되는 전류량 ISD 정보로부터 게이트전압에
따른 전기전도도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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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 (a) A schematic diagram of graphene’s thermal conductivity
measurement method using NP SThM (b) A schematic cross-sectional image of
the sample and expected diffusive temperature profile along the electrically Jouleheated suspended graph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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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 Experimental setup for heating suspended graphene and measuring the
power generated inside the graph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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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3 A schematic diagram for explanation of the Seebeck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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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4 (a) A schematic diagram for explanation of graphene’s Seebeck
coefficient measurement method (b) A schematic diagram for explanation of the
thermoelectric voltage generated inside the metal electrodes as well as graphene
it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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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5 A schematic diagram for explanation of graphene’s electrical
conductivity measurement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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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실험시편 준비

4.1 전극과 트렌치를 갖는 모재 제작

동일한 시편으로 그래핀의 열전도도, 제백계수, 그리고 전기전도도
측정이 가능하도록 시편의 구조를 설계하였다. Figure 4.1 은 모재 제작을
위한 두 장의 마스크를 포개놓은 이미지이다. 빨간색은 금속 패턴을
위한 마스크, 검정색은 트렌치 패턴을 위한 마스크이다. 폭 5 um 를
갖는 두 개의 금속전극과, 매달린 형태의 그래핀 구조를 위해 2 um
부터 15 um 까지 다양한 폭의 트렌치, 그리고 제백계수 측정 시 필요한
폭 30 um 의 히터를 갖는 모재를 제작하였다. 매달린 형태의 그래핀
구조를 위한 트렌치 이외의 금속 전극과 패드 사이의 넓은 트렌치들은
PDMS 에 의한 그래핀 전사 시 그래핀에 의한 불필요한 전기적 연결을
피하기 위해서다. 즉, PDMS stamping 방법은 정밀한 align 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불필요한 금속 전극과 패드 부분에 까지 그래핀이
전사되더라도 실험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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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2 (a)는 MEMS 를 이용한 모재 제작 방법을 설명하는
개념도이다. 먼저 실리콘 기판을 통한 게이트 전압 인가를 위해 0.005
Ω-Cm 이하의 낮은 비저항을 갖는 N type 실리콘 웨이퍼에 300 nm
두께의 실리콘 산화막이 증착된 웨이퍼로부터 e-beam evarator 를
이용하여 10 nm 두께의 크롬 adhesion layer 와 90 nm 두께의 금을
증착하였다. Photoresist (PR) 코팅을 한 후 트렌치 패턴을 위한 마스크를
이용하여 PR 을 패턴하고 습식 식각 방법을 통해 금과 크롬을
식각하였다. 습식식각 방법을 통한 실리콘 산화막 식각의 경우 심한
overetch 현상이 발견되어 건식식각 방법인 RIE (Reactive Ion Eching)를
이용하여 실리콘 산화막을 식각하였다. 트렌치 패턴이 완성 된 후 다시
PR 코팅을 한 후 금속 패턴을 위한 마스크를 이용하여 금속 전극과
히터를 패턴하였다. 이로써 매달린 형태의 그래핀 구조를 갖는 샘플
제작을 위한 모재가 준비되었다. Figure 4.2 (b)는 제작된 모재의 히터,
전극, 그리고 트렌치 부분을 확대한 현미경 이미지이다.

4.2 PDMS 를 이용한 패턴된 그래핀 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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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린 형태의 그래핀 bridge 구조를 만들기 위해 PDMS stamping
방법을 이용하였다. PDMS stamping 방법은 Kim (2009) 등에 의해 최초로
소개되었으며, Kang (2011) 등은 패턴 된 PDMS 를 이용하여 다양한
패턴을 갖는 그래핀을 실리콘 산화막 위에 전사하였다. 한편, 패턴된
PDMS 를 이용하여 매달린 형태의 그래핀 bridge 구조를 만든 연구는
현재까지 보고된 바가 없으며, 본 연구에서 최초로 시도하였다.
기존에 보고된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매달린 형태의 그래핀 bridge
구조를 갖는 시편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제작한다. 먼저 SiO2/Si 으로
이루어진 모재 위로 그래핀을 전사한 후, PR 이나 ER 을 이용하여
마스킹하고 PR asher 를 이용하여 불필요한 부분의 그래핀을 제거한다.
이렇게 패턴된 그래핀을 지지하고 있는 SiO2 를 습식식각 방법을 통해
제거하여 그래핀 bridge 구조를 완성한다. 이러한 제작 방법은 PR 또는
ER 을 사용하므로 Figure 4.3 과 같이 그래핀 위에 폴리머 잔류물을
남기며, 습식식각 단계가 수반되므로 건조 시 표면 장력에 의한 그래핀
bridge 의 붕괴를 피하기 위하여 임계점 건조 단계가 필요하다. 그러나
PDMS stamping 방법은 PR 이나 ER 사용 없이 패턴된 그래핀을 위에서
설명한 방법으로 미리 제작된 모재로 전사하기 때문에 그래핀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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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머 잔류물이 적게 쌓이며, 또한 전사 후 어떠한 후 공정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다른 방법보다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Figure 4.4 는 패턴된 PDMS 로 패턴된 그래핀을 전사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개념도이다. 먼저 MEMS 를 이용하여 원하는 패턴을 갖는
PDMS 제작을 위해 mold 를 제작한다. Mold 제작 시 트렌치의 아랫면,
즉 움푹 패인 부분이 최대한 매끄럽도록 습식식각 방법을 이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300 nm 의 실리콘 산화막이 증착된 실리콘 웨이퍼를
이용하여 PDMS mold 를 제작하였으며, DI water 와 KOH 를 질량비 1:1 로
혼합 후 실리콘을 습식식각하였다. 이때 사용된 PR (AZ 1512)은 KOH 에
반응하므로, PR 을 이용하여 실리콘 산화막을 먼저 패턴한 후, 실리콘
산화막이 마스크가 되어 원하는 부분의 실리콘을 식각할 수 있다.
다음으로, PDMS 와 경화제를 질량비 10:1 로 골고루 섞어 준 후
진공상태에서 30 분 동안 보관하여 PDMS/경화제 내의 기포를 제거한다.
기포가

제거된

PDMS/경화제를

mold

에

붓고,

오븐을

이용하여

80 ℃에서 한 시간 동안 경화시킨다. 경화된 PDMS 를 mold 로부터
떼어낸 후 그래핀이 성장 된 구리호일 위에 조심히 붙인다. 이때,
반대면 그래핀은 O2 plasma 를 이용하여 백사이드 에칭을 한다.
그래핀이 성장된 구리호일에 PDMS 를 붙일 때는 둘 사이에 기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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갇히지 않도록 유의한다. 구리를 식각하기 위해 Ammonium Persulfate
(0.1M, Sigma Aldrich)에 PDMS/그래핀/구리호일 블록을 담근다. 약 3 시간
동안 구리를 완전히 식각한 후, 초순수에 약 30 분간 헹군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패턴된 PDMS 의 돌출된 부분에만 그래핀이 남아있게 되어
원하는 모양의 그래핀을 모재에 전사할 수 있다. PDMS 로부터 그래핀을
모재로 전사하기 위해서는 PDMS/그래핀 블록을 조심스럽게 원하는
모재에 붙인 후 80 ℃로 가열된 hot plate 위에서 10 분간 가열한다.
80 ℃의 가열에 의해 PDMS/그래핀 사이의 결합력이 감소하게 되며,
10

분간의

가열

후

그래핀/모재로부터

PDMS

를

조심스럽게

떼어냄으로써 원하는 모재에 패턴된 그래핀을 전사할 수 있다. Figure
4.5 (a)은 PDMS stamping 방법으로 제작된 매달린 형태의 그래핀 bridge
구조의 SEM 이미지이며, Figure 4.5 (b)는 여러 시편 중 하나의 그래핀
bridge 주변 AFM scan 이미지이다. 그래핀이 트렌치 바닥면으로부터 잘
떠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금/크롬 전극 위에 그래핀이 매달린
형태의 시편으로 그래핀의 열적, 열전기적, 그리고 전기적 특성 측정을
가능하게 한다.
Figure 4.6 (a)는 패턴이 없는 PDMS 를 이용하여 패턴된 그래핀을
전사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설명한다. 패턴이 없는 실리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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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퍼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PDMS 를 경화하고 그래핀이
성장된 구리호일 위에 붙인 후 구리를 식각하여 PDMS 면에 그래핀이
접촉되어 있는 상태의 PDMS/그래핀 블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얻어진 PDMS/그래핀 블록을 트렌치가 있는 모재에 stamping 하게 되면
트렌치 부분의 그래핀만 PDMS 에 남아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패턴된
그래핀을 원하는 모재에 같은 방식으로 stamping 하게 되면 패턴된
그래핀을 전사할 수 있다. Figure 4.6 (b)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전사된
패턴된 그래핀의 광학 현미경 이미지이다. 최소 선폭 6 μm 를 갖는
그래핀을 전사할 수 있었다.

4.3 Raman spectroscopy 를 이용한 그래핀 품질 확인

Figure 4.7 (a)는 열전도도, 제백계수, 그리고 전기전도도 측정 실험에
사용된 CVD 그래핀의 SEM 이미지이며, Figure 4.7 (b)는 SiO2 위에서의
그래핀의 Raman spectra (514 nm 레이져 파장)이다. 같은 시편의 임의의
세 곳에서 측정한 Raman spectra 로써 G peak 과 2D peak 은 각각
~1588 과 ~2690cm-1 에 위치하고 있으며, D peak ~1350 cm-1 에 위치하고
있다. 2D peak 과 G peak 의 intensity 비율은, I2D/IG, 약 3.49, D peak 과 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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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k 의 intensity 비율은, ID/I2D, 약 0.05 미만으로 상당히 높은 품질의
monolayer 그래핀임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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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 Mask designs for substrate fabrication; (red) the mask design for metal
patterning, (black) the mask design for trench patte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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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2 (a) A schematic diagram of substrate fabrication steps (b) An optical
microscopic image of the fabricated substrate consisting of the Au/Cr electrodes,
the trench, and the he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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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3 An AFM scan image of the graphene surface transferred by PMMA; it
shows the piles of PMMA resid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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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4 A schematic diagram for explanation of PDMS stamping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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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5 (a) SEM images of the graphene bridge structures fabricated by PDMS
stamping method (b) An AFM scan image of a graphene bridge structure
suspended over Au/Cr electr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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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6 (a) One of the methods for patterned graphene transfer using PDMS
stamping method without use of a PDMS mold (b) An optical microscopic image
of patterned graphene transferred by the above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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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7 (a) An SEM image of the graphene bridge structure used for the
thermal conductivity, the Seebeck coefficient, and the electrical conductivity
measurements (b) Raman spectra of the graphene sample used for the experiments
obtained from graphene on SiO2

44

Chapter 5 CVD 그래핀의 열전도도, 제백계수,
그리고 전기전도도 계측 결과

5.1 열전도도 (k)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4.7 (a)의 매달린 영역의 길이가 2.55 μm 인
그래핀 bridge 시편을 전기적으로 가열하여 그래핀 내에 줄 (Joule) 열을
발생시키면서

NP

SThM

을

이용하여

그래핀

표면의

온도분포를

계측하였으며 Figure 5.1 (b)와 같은 포물선 모양의 온도분포를 얻었다.
이는

그래핀

내에서

발생한

열이

금

전극을

통해

확산적으로

소산된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약 750 nm 로 알려진 pristine 그래핀의
mean free path 를 고려한다면 본 실험에서 그래핀내의 온도분포가
ballistic 해야 하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한 그래핀은 CVD 방법에 의해
합성된 그래핀으로 CVD 그래핀의 mean free path 는 pristine 그래핀의
mean free path 보다 훨씬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CVD 그래핀의
경우 pristine 그래핀과 같이 단결정 구조가 아닌 다결정 구조로 훨씬
작은 grain boundary 를 가지며, 또한 전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원자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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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의

defects

나

그래핀

표면의

폴리머

잔류물에

의한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NP SThM 에 의해 계측된 온도 분포는 온도 최대점이 중앙이
아닌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 있다. 이는 실험에 사용된 그래핀 시편의
모양이 정확히 직사각형이 아닌 온도 최대점 부근에서 폭이 가장 좁은
모양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폭이 가장 좁은 부근에서 전류 밀도가
최대가 되므로 온도 최대점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Figure 5.1 (a)는 가열된 그래핀 표면의 온도 계측을 위해 수행된
passive 모드와 active 모드에서의 contact 그리고 non-thermal contact
모드로부터

계측된

온도이다.

Passive

와

active

모드에서

계측된

신호들로부터 식 (2.2)를 통해 그래핀 표면의 온도를 Figure 5.1 (b)와
같이 환산하였으며 이를 내부 열생성과 공기를 통한 열전달 영향을
고려한 핀 방정식의 해석해와 비교하였다. 그래핀 내에서 발생한 열은
그래핀

bridge

구조

윗면의

공기를

통해서

전달되는

양은

극히

미비하지만 (윗면 공기의 열저항은 그래핀 bridge 열저항의 104~105 배로
무시할 수 있지만), 그래핀 bridge 구조의 아랫면을 통한 공기로의
열전달량은 그래핀을 통해 금 전극으로 전달되는 양의 약 10 % 정도로
무시할 수 없었다. 이는 트렌치 바닥면과 매달린 형태의 그래핀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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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가 약 150 nm 정도로 매우 가깝기 때문이며, 유효 열전달 계수
(heff)를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Shi et al., 2001).

⎛ α ka ⎞
⎜ y ⎟
⎠ , f = 2 ( 2 − A) γ
heff = ⎝
A ( γ + 1) Pr
⎛ 2fλ⎞
⎜1 + y ⎟
⎝
⎠

(5.1)

이 식에서 heff 는 매달린 형태의 그래핀 bridge 구조 아랫면의 공기를
통한 유효 열전달 계수, α 는 그래핀과 트렌치 바닥면의 형상에 관련된
계수, ka 는 상온 상압에서 공기의 열전도도, y 는 그래핀과 트렌치
바닥면과의 거리, λ 는 공기의 mean free path, A 는 thermal accommodation
계수, γ 는 ratio of air heat capacity, 그리고 Pr 는 공기의 Prandtl
number 이다. heff 계산을 위하여 매달린 형태의 그래핀 bridge 와 트렌치
바닥면이 평행하다는 가정 하에 α 는 1, ka 는 26.3×10-3 W/mK, y 는 200
nm, λ 는 67 nm, A 는 0.9, γ 는 1.4, 그리고 Pr 은 0.707 을 이용하였다. 식
(5.2)는 내부 열생성과 공기로의 열전달 영향이 고려된 핀 방정식이다.
공기를

통한

열전달은

그래핀의

아랫면

공기를

통한

열전달만을

고려하였다.

d 2θ heff w
θ + g = 0 , θ = T − T∞
k 2 −
dx
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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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이 식에서 k 는 그래핀의 열전도도, x 는 그래핀 bridge 중앙으로부터의
거리, Ac 는 그래핀 bridge 의 단면적 (그래핀의 폭과 두께의 곱), w 는
그래핀 bridge 의 폭, 그리고 g 는 그래핀의 단위 체적당 열생성률이다.
본 실험에서 사용된 그래핀 bridge 의 길이는 2.55 μm, 폭은 2.2 μm 이며,
두께는 van der Waals value 인 0.34 nm 를 사용하였다. 두 경계조건은
다음과 같다.

dθ
dx

x =0

L
= 0 , θ ( x = ) = θb
2

(5.3)

x=0 에서, 즉 그래핀 중앙에서 중앙을 중심으로 온도 분포가 좌우
대칭이므로 단열 조건을 가정할 수 있다. 또한, 그래핀 끝단에서의
온도차이 θb=Tb - T∞는 NP SThM 을 통해 계측된 온도 (Tb)를 이용할 수
있다. 식 (5.3)은 식 (5.2)의 해석해이다.

⎛
⎛
heff w ⎞
heff w ⎞
⎜
⎟
⎜
cosh
x
cosh
x⎟
⎜
kAc ⎟
kAc ⎟
gAc ⎜
θ ( x) =
1−
⎟ +θ ⎜
⎟
heff w ⎜⎜
heff w L ⎟ b ⎜
heff w L ⎟
⎜ cosh kA 2 ⎟
⎜ cosh kA 2 ⎟
c
c
⎝
⎠
⎝
⎠

(5.4)

NP SThM 에 의해 측정된 온도분포와 핀 방정식으로부터 계산된
온도 분포를 비교하여 정확한 열전도도를 계측하기 위해서는 그래핀
표면의 정밀한 온도 분포 계측 뿐만 아니라, 그래핀의 내부 열생성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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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계측이 필요하다. 앞서 설명한 방법대로 그래핀 bridge 내로
흐르는 전류량 ISD 와 전극을 통해 계측되는 그래핀 bridge 에서의
전압강하량 VSD 를 측정하여 두 값의 곱으로 그래핀 내에 인가된
power 를 계산할 수 있다. 하지만 금 전극을 통해 측정되는 VSD 는
그래핀 bridge 에서의 전압강하량 뿐만 아니라 금 전극과 그래핀 사이의
접촉저항에 의한 전압강하량도 포함되어있다. 따라서 그래핀에 인가된
정확한 power 계측을 위해서 금 전극과 그래핀 사이의 정량적인
전기접촉저항의

계측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

현미경

포텐셔미터를 이용하여 정량적인 접촉저항을 계측하였다(Weaver and
Abraham,

1991,

공진주파수를

Kwon,

갖는

2000).

교류전압을

금속

코팅된

인가하면

탐침을

탐침

통해

첨단과

탐침의

시편표면의

전위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정전기력으로 탐침의 공진주파수를 갖는
캔틸레버의 떨림이 발생하며 이 떨림의 진폭은 탐침과 시편간의 전위차
정보를 갖는다. 이로부터 그래핀 표면과 그래핀/전극 접촉부에서의
상대적인 전위 분포를 계측할 수 있다.
탐침의 첨단과 시편간 전위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정전기력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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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V 2 ∂Cts
2 ∂Z

(5.5)

이 식에서 V 는 탐침의 첨단과 시편 사이의 전위차이, Cts 는 탐침의
첨단과 시편 사이의 capacitance, 그리고 Z 는 탐침의 첨단과 시편
사이의 거리이다.
탐침의 캔틸레버를 통해 탐침의 공진주파수로 진동하는 교류전압을
인가하면 탐침의 첨단과 시편 사이의 전위차이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V = V0 + V1 sin (ωnt )

(5.6)

이 식에서 V0 는 시편 표면의 전위, V1 은 탐침에 인가한 교류 전압의
진폭, wn 은 탐침의 공진주파수, 그리고 t 는 시간이다.
식 (5.5)와 (5.6)으로부터 탐침의 첨단과 시편 사이의 정전기력에
의한 캔틸레버의 기계적인 진동의 진폭은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

Amplitude = S × ⎢V02 + 2V0V1 sin (ωnt ) +
⎣⎢

⎤
V12
1 − cos ( 2wnt ) ⎥
2
⎦⎥

(

)

(5.7)

이 식에서 S 는 탐침 첨단과 시편사이의 전위 차이와 그에 따른 탐침의
기계적 진동의 진폭을 관계시키는 보정계수로 ∂Cts/∂Z 항을 포함한다. 식
(5.7)의 1ωn 항, 즉 두 번째 항인 sin(ωnt)항의 진폭으로부터 시편 표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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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위 V0 를 알 수 있다. 정량적인 시편 표면의 전위를 계측하기
위해서는 보정 인자인 S 의 정확한 계측이 필요하지만, 그래핀/전극 간
전기접촉저항의 측정을 위해서는 시편 표면에서의 상대적인 전위분포
정보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S 의 정량적인 계측은 하지 않았다.
탐침에 인가된 교류 전압의 진폭은 0.4 Vrms, 주파수는 탐침의
고유진동수인 70.02 kHz 이다. 그래핀을 지지하고 있는 전극으로부터
전압 (VSD)을 인가하면서 AFM 의 interleave mode 를 사용하여 100 nm
유격된 지점에서 탐침의 기계적 진동의 진폭 데이터를 얻었다. 탐침의
기계적 진동의 진폭 데이터는 식 (5.7)과 같이 DC 항, 1 ωn 항, 그리고 2
ωn 항을 포함하므로, Lock-in 을 이용하여 1 ωn 항만을 분리하여 얻었다.
이로부터 Figure 5.2 (a)와 같이 서로 다른 VSD 를 인가하면서 각각의
상황에서 그래핀 표면의 상대적인 전위분포를 얻었다. 각각의 전위분포
데이터는 VSD 로 정규화하면 Figure 5.2 (b)와 같다. 따라서, 그래핀/전극
간

접촉부에서의

전위강하량과

그래핀

bridge

내의

전위강하량

비율로부터 그래핀/전극 간 전기접촉저항을 계측하였다.
전기접촉저항 측정을 위해 사용된 시편은 줄 가열하면서 온도분포를
측정한 매달린 형태의 그래핀 bridge 구조를 갖는 시편과 동일한
방법으로 만들어졌지만 매달린 형태의 그래핀 bridge 구조가 아닌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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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 실리콘 산화막 위에 지지된 그래핀 시편이다. 이는 전기접촉저항
측정 실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매달린 형태의 그래핀 bridge 구조
시편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동일한

방법으로

만들어진

시편으로

대체하여 전기접촉저항 측정 실험을 진행하였다.
Figure 5.2 (b)와 같이 본 시편의 상대전위분포 데이터로부터 Rc,drain :
Rgraphene : Rc,source = 0.832 : 1 : 0.531 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금속
전극으로부터

접촉저항과

그래핀

저항의

계측되었으며,

접촉저항과

그래핀

저항의

합은

3474

비율로부터

Ω

으로

접촉저항의

크기는 2004 Ω 으로 계측되었다. 접촉저항은 그래핀의 폭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Nagashio et al., 2010) 본 시편과 줄 가열하면서 온도를 계측한
그래핀의

폭을

환산하였다.

비교함으로써

열전도도

계측

열전도도
시편의

계측되었으며, 이는 총 저항 3880 Ω

계측

시편의

접촉저항은

3030

접촉저항을
Ω

으로

(접촉저항 + 그래핀 bridge 저항)의

약 78 %에 해당하는 큰 값이다.
금속 전극으로부터 그래핀에 인가된 전압 VSD 은 0.9392 V 이며,
접촉저항에

의한

전압강하량을

제거한

순수

그래핀에

의한

전압강하량은 0.2059 V 로 계측되었다. 그래핀 bridge 에 흐르는 전류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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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μA 로 그래핀에 인가된 power 는 49.837 μW 로 계측되었다. 따라서
그래핀의 단위 체적당 열생성률은 1.9447×1016 W/m3 으로 계측되었다.
Figure 5.1 (b)와 같이 내부 열생성과 공기로의 열전달을 고려한 핀
방정식의 해석해와 NP SThM 을 이용하여 계측된 온도 profile 을
비교하였으며, 핀 방정식의 유일한 fitting parameter 로써 그래핀의
열전도도가 이용되었다. 그 결과 CVD 그래핀의 열전도도는 4250
W/mK 으로 계측되었다.
본

실험은

열전도도

측정을

위한

다른

실험에서보다

최대한

불확실성 요인을 제거하고자 노력했지만,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닌다.
첫째로, 그래핀 bridge 과 트렌치 바닥면이 충분히 멀리 떨어져있지 않아
공기에 의한 열전달 영향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로 인해 공기에 의한
열전달 영향을 고려한 핀 방정식을 해석하였다. 해석 과정에서, 즉,
공기의 유효 열전달 계수 heff 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매달린 형태의
그래핀과

트렌치

바닥면은

실제로는

평행하지

않지만

평행하다는

가정을 이용하게 되었다. 둘째로, 실험에 사용된 그래핀 bridge 의
모양이 정확히 직사각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핀 표면의 중앙에서
최대온도점이 위치하지 않게 되었다. 이는 그래핀 폭이 일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류밀도가 최대가 되는 지점, 즉 폭이 가장 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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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에서 최대온도점이 위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접촉저항의 영향이 제거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전기접촉저항
측정실험이 필요하였다. 불행히도, 접촉저항 측정 실험 도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시편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동일한 방법으로 만들어진 다른
시편에서 접촉저항을 측정한 후 접촉부의 크기를 비교함으로써 본
시편의 접촉저항을 환산하였다. 이로써 불확실성 요인이 한가지 더
추가되게 되었다.
따라서 더욱 정밀한 열전도도 측정 실험을 위해서는 트렌치의
깊이가 2 μm 이상 되도록 시편을 제작해야 하며, 모양이 직사각형인
그래핀 bridge 제작이 필요하다. 또한 접촉저항의 영향이 제거 될 수
있는 4-probe 형태의 시편을 제작하거나, 동일한 시편에서 접촉저항
측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2 제백계수 (S)

앞서 설명한대로 매달린 형태 그래핀 bridge 구조의 제백계수 측정을
위해서 그래핀과 전기적으로 분리된 외부 heater 를 줄 (Joule) 가열하여
그래핀 bridge 내에 온도구배를 형성해 주었다. NP SThM 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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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4 (a)와 같이 금 전극과 트렌치 바닥면에서의 온도 분포를
계측하였으며 계측결과는 Figure 5.3 (a)와 같다. Heater 에서 멀어질수록
선형적인 온도감소를 보이고 있으며 두 금 전극에서의 온도차이 ∆T 는
0.5 ℃로 계측되었다. 또한, 금 전극을 이용하여 그래핀 양 끝단에서의
열전전압 VTE 를 계측하였으며 계측 값은 16 μV 이었다. 식 (3.6)으로부터
그래핀의 제백계수는 33.5 μV/K 으로 측정되었으며, 이 때 금의
제백계수 SAu 는 알려진 1.5 μV/K 값을 이용하였다. 그래핀의 제백계수
33.5 μV/K 은 게이트전압을 인가해 주지 않은 상태에서의 값으로 게이트
전압 변화에 따른 제백계수의 변화는 Figure 5.3 (b)와 같다. 멀티미터를
통해 측정할 수 있는 전압의 최소 분해능은 1 μV 이므로 게이트전압
변화에

따른

제백계수

변화의

정밀한

측정은

불가능

하였지만

게이트전압을 -4 V 부터 4 V 까지 변화시켰을 때 열전전압이 2 μV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써 게이트 전압을 -4 V 부터 4
V 까지 변화시킬 때 제백계수의 변화는 31.5 ~ 35.5 μV/K 으로
측정되었다.
일반적으로 그래핀의 제백계수는 thermal 어닐링 후 진공에서 측정 시
게이트전압 변화에 따라 Figure 5.4 (b)와 같은 변화를 보인다고 알려져
있다(Y. M. Zuev et al., 2009). 즉, 그래핀은 -VG 에서 양의 제백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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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G 에서 음의 제백계수를 갖는다. 이는 게이트 전압에 의해 그래핀
내의 주 캐리어가 전자가 되거나 또는 정공이 되는 그래핀만의 bipolar
특성에 기인한다. 하지만, 본 실험은 대기 중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대기중의 산소나 물 분자에 의해 그래핀이 p 도핑 되어 제백계수가 0 이
되는 게이트전압, 흔히 Dirac voltage 라 불리는 Vdirac 은 30 ~ 60 V 에
위치할 것으로 예측된다. 더 큰 범위의 게이트전압을 인가한 상태에서
제백계수의 변화를 확인한다면 정확히 Vdirac 을 확인할 수 있지만 본
실험에서 사용된 그래핀 시편의 경우 매달린 형태의 구조이기 때문에
더 큰 범위의 게이트전압을 인가한다면 그래핀과 트렌치 바닥면 사이의
정전기력에 의해 그래핀이 트렌치 바닥면으로 collapse 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VG 의 sweep 범위를 ±4 V 로 제한하였다.
멀티미터의 최소분해능을 고려할 때, 더욱 정밀한 실험을 위해서는
그래핀 양 끝단에서의 온도차이 ∆T 가 더 크도록 시편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T 가 커질수록 VTE 크기는 더욱 커지게 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게이트 전압 변화에 따른 VTE 변화를 측정한다면 더욱
정밀한 제백계수 측정 실험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heater 와 금
전극 사이의 간격과 금 전극의 폭을 더욱 좁게 설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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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heater 의 폭이 30 μm 로 지나치게 넓게 설계하여 heater 가열 시
많은 부분의 열이 공기를 통한 열 전달에 의해 probe tip 과 cantilever 에
영향을 주게 되어 온도 계측 분해능을 낮추는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heater 를 많이 가열할 수 없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heater 의
폭을 5 μm 정도로 좁게 설계해야 할 것이다.

5.3 전기전도도 (σ)

게이트 전압에 따른 그래핀의 전기전도도 측정 실험은 대기중에서
probe station 을 이용하여, 그래핀내의 전위차 VSD 를 일정하게 유지시킨
상태에서 게이트 전압을 변화시키면서 그래핀 bridge 에 흐르는 전류량
ISD 를 측정하였다. 또한 위에서 소개한 원자력 현미경 포텐셔미터를
이용하여 측정한 전기접촉저항의 크기 (3030 Ω)를 고려하여 Figure 5.5 와
같이 전기전도도와 게이트전압의 관계, 즉 σ-VG curve 를 얻었다. 이 때
VSD 는

0.1

V

로

고정된

전압을

인가하였다.

계측된

그래핀의

전기전도도는 게이트 전압이 -4 V 에서 4 V 로 증가될 때 1.25 mS 에서
1.05 mS 로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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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한 제백계수와 같이 전기전도도 또한 게이트 전압의
함수이며,

진공에서

그래핀의

thermal

어닐링

이후에

진공에서

게이트전압에 따른 전기전도도를 측정하게 되면 Figure 5.4 (b)와 같이
게이트전압이 0 V 에서 전기전도도가 최소가 되는 dirac peak 이 형성된다.
이 또한 그래핀이 가진 bipolar 특성에 기인하며, 게이트전압에 의해
그래핀의 전하 밀도가 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본

실험

데이터에서는

게이트

전압이

증가할수록

전기전도도가 감소하는 경향만을 나타낸다. 이는 그래핀이 대기중에서
p

도핑

되었음을

나타내며,

다른

연구에서

보여주듯

그래핀의

전기전도도가 최소가 되는 지점의 전압, 즉 Vdirac 은 VG 가 30 ~ 60 V
사이에 위치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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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1 (a) Contact mode and non-thermal contact mode temperatures
measured from the passive and active modes (b) Comparison of the measured
temperature profile using NP SThM to the modeled temperature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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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2 (a) Relative surface potential distribution data of the graphene and the
metal electrodes (b) Surface potential distribution data normalized with VSD
(source-drain bias); all overlap on a single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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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3 (a) Temperature profile across the Au/Cr electrodes and the trench’s
bottom surface measured from NP SThM when VG is 0; linearly decreasing
temperature from the left electrode that is closer to the heater to the right electrode
(b) Measurement of the Seebeck coefficient as a function of gate vol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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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4 (a) Electrical conductivity of pristine graphene in vacuum as a function
of gate voltage; Dirac peak is located at zero gate voltage (b) The Seebeck
coefficient of pristine graphene in vacuum as a function of gate vol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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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5 Measurement of the electrical conductivity as a function of gate
voltage; contact resistance (3030 Ω) measured from atomic force microscopy
potentiometry was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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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6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시편으로 매달린 형태 그래핀의 열전도도,
제백계수, 그리고 전기전도도 측정을 위한 시편을 제작하였다. Heater 와
금 전극, 그리고 트렌치를 갖는 미리 제작된 모재에 PDMS stamping
방법을 이용하여 매달린 형태의 그래핀 bridge 구조를 제작하였다.
기존에 매달린 형태를 갖는 그래핀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PMMA 를
이용한 그래핀 전사 이후에 PR 또는 ER 을 이용한 모재식각과 임계점
건조 단계를 수반하였는데 이러한 방법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래핀에
많은 폴리머 잔류물을 남긴다. 하지만 PDMS stamping 방법은 그래핀
전사 후 어떠한 후 공정도 필요치 않기 때문에 간단하며 폴리머
잔류물도 적게 남기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NP SThM 을 이용하여 전기적으로 줄 (Joule) 가열된
매달린 형태의 CVD 그래핀 표면온도 분포를 정량적으로 계측하였다.
또한 원자력 현미경 포텐셔미터를 이용하여 그래핀과 금 전극 사이의
전기접촉저항을 정량적으로 측정함으로써 그래핀에 전기적으로 인가된
power 를 계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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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열생성과 공기를 통한 열전달 영향을 고려한 핀 방정식의
해석해로부터 얻은 그래핀 표면 온도 분포와 NP SThM 을 이용하여
계측된 그래핀 표면 온도를 분포를 fitting 하여 열전도도를 계측하였다.
계측된 열전도도 k 는 4250 W/mK 으로 기존에 보고된 CVD 그래핀의
열전도도보다 약 40 % 정도 높은 결과를 보였다.
동일한 시편으로 게이트전압 변화에 따른 그래핀의 제백계수와
전기전도도를

계측하였다.

제백계수

측정을

위해

대기중에서

NP

SThM 을 이용하여 그래핀 양 끝단의 온도차이를 계측하였으며, -4 ~ 4
V 로 게이트전압을 변화시키면서 제백계수 변화(S = 31.5 ~ 35.5 μV/K)를
계측하였다. 그래핀의 전기전도도 측정을 위해서는 probe station 을
이용하였으며
대기중에서

접촉저항의
그래핀이

p

영향이
도핑

제거된

되어

σ-VG

curve

게이트전압이

를

얻었다.

증가함에

따라

전기전도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게이트전압 0 V 에서 1.13 × 10-3
[S]로 계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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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mal Conductivity and the Seebeck Coefficient
Measurements of Suspended CVD Graphene
Using Null Point Scanning Thermal Microscopy
Kichul Yoon
School of Mechanical and Aerospace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In order to fabricate suspended CVD-graphene-bridge structures, we use
PDMS stamping method, which is convenient and leaves almost no residues on
graphene surface. We fabricated suspended graphene-bridge structures whose
suspended length reaches up to 4.8 μm with the PDMS stamping method.
We quantitatively measured the temperature profile of the suspended graphene
that is electrically heated using NP SThM, and also the power applied to the
graphene bridge by measuring quantitative contact resistance between metal
electrode and graphene bridge using atomic force microscopy potentiometry. We
measured thermal conductivity of suspended CVD graphene from the measu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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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erature and power. In addition, we measured CVD graphene’s Seebeck
coefficient and electrical conductivity as a function of gate voltage with the same
sample.

Key words: CVD graphene, Suspended graphene bridge, Graphene Joule heating,
Thermal conductivity, Seebeck coefficient, Electrical conductivity,
Contact resistance, Null Point Scanning Thermal Microscopy (NP
SThM), Atomic force microscopy potentiometry, PDMS stam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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