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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현대 일렉트로닉스 산업은 포토리소그래피 공정기술과 무기반도체소재의 한계로 인한 현 소자의 단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기술 혁신을 선도할 신소재에 개발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기적, 광학적, 기계적 물성이
뛰어난 2차원 탄소 소재인 그래핀에 대한 연구가 세계적으로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래핀은 다양한 공정을
통해 제조될 수 있으며 각 응용분야에 적합하도록 전기적 특성을 조정할 수 있어, 일렉트로닉스 분야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본고에서는 고성능 트랜지스터와 플렉시블 일렉트로닉스를 중심으로 그래핀 관련 연구
개발 현황을 정리하고, 그래핀 일렉트로닉스의 발전 전망을 살펴보았다.
Keywords: graphene, field-effect transistor (FET), flexible electronics, transparent electrode

1. 서 론
1)

현대 반도체 산업에 기반을 두는 일렉트로닉스
분야는 지난 수십 년간 실리콘 및 무기반도체 소
재 발전과 함께 성장하였다. 그러나 실리콘 기반
소재가 갖는 제한적인 밴드갭 에너지 값과 전하이
동도, 낮은 열전도에 의한 소자 성능 저하, 낮은
광투과성, 진공 및 고온 공정요구 등의 재료적 한
계점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차세대 일렉트로닉스
분야는 기존 실리콘의 단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기
술 혁신을 선도할 신소재에 대한 개발이 절실한
상황이다.
탄소 원자의 2차원 평면상 육각 구조로 이루어
진 그래핀은 이제 이론 물리의 실험적 무대를 벗
어나 차세대 기능성 소재 산업을 이끌어 갈 핵심
소재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저차원 π-공액중첩
특성에서 기인하는 그래핀의 높은 전하이동도 및
열전도성, 광투명성, 기계적 강도 및 유연성 등의

우수한 성질로 인해(Table 1 참조), 기술적 포화상
태에 이른 현재 일렉트로닉스 분야를 선도할 꿈의
신소재로 기대되고 있다(Figure 1 참조).
그래핀은 2004년 A. Geim과 K. Novoselove 연
구진이 그래파이트의 기계적 박리를 통해 그래핀
제조 및 이의 전기적 특성 결과를 발표하면서 연
구자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하였다. 그래핀의 독특
한 전자 분포 및 양자 특성은 대부분 20세기 중반
부터 시작된 이론적 해석을 통해 예측되었으나,
당시 많은 과학자들은 2차원 탄소결정의 불안정성
으로 인해 그래핀이 자연계에 존재하기 어려운 것
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흑연 결정으로부터 접착
테이프로 접착 및 탈착 과정을 반복하여 단일층
또는 몇 개의 층을 가진 얇은 그래핀 조각을 간단
하게 분리하는 방법이 소개된 이후 그래핀 관련
소재 연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래핀은 Figure 2a와 같이 4개의 최외각 전자
를 갖는 탄소 원자들의 육각 구조 배열로 형성된
2
다. 각 탄소 원자는 sp -혼성결합으로부터 3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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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A closer look at graphene and its applications[1].
Table 1. Properties and characteristics of graphene[2]
성질
밀도
표면적
기계적 물성
복원성
열전도성
전기전도성
열안정성
기체차단성

그래핀
1.33∼1.40 g/cm

3

알루미늄: 2.7 g/cm

2

2,630 m /g (이론상)
Young’s modulus: 1 TPa
Ultimate strength: 130 GPa

케블라 섬유의 30배
강철의 200배

매우 작은 곡률반경으로 휘어지며 다시 펴짐

금속 및 탄소섬유는 경계면에서 파괴

5,000 W/mK (상온)

다이아몬드: 3,320 W/mK

6,000 S/cm (진공)

CNT와 달리 등방성 전도를 가짐

2,500℃ (진공)
800℃ (대기)

마이크로칩의 금속와이어는 600∼1,000℃에서
용융

완벽한 차단성(이론상)

인접한 원자들과 강한 σ-결합을 이루고, 네 번째
전자가 위치한 2pz-궤도함수는 그래핀 평면에 대
해 수직상으로 존재하여 전자가 풍부한 표면을 만
들게 된다. 이 궤도함수들의 선형조합을 통해 만
*
들어지는 그래핀의 π-결합 밴드와 π -반결합 밴드
는 디락점(Dirac point)에서 서로 만나는 디락콘
(Dirac- cone) 형태의 구조를 가지게 되어 밴드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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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Figure 2b, 2c 참조). 특히
그래핀의 페르미 준위가 디락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페르미 준위에서 전자의 상태 밀도는
0이 된다. 이러한 그래핀의 독특한 전자 구조는 일
반적인 고체의 밴드 구조와는 상당히 달라서 반금
속(semi-metal)이라 불린다. 밴드갭이 존재하지 않
으므로 부도체는 아니지만 페르미 준위에서 전자

그래핀 일렉트로닉스 연구개발 현황 및 전망

체와는 달리, 그래핀에서는 모두 0에 가까워 전하
이동이 매우 빠르기 때문에 초고속 일렉트로닉스
소자에 사용될 수 있다.
본고에서는 그래핀 기반의 고성능 트랜지스터
와 플렉시블 일렉트로닉스에 관련된 연구 개발 현
황을 소개하고, 그래핀 일렉트로닉스의 발전 전망
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본 론

Figure 2. (a) Chemical structure and (b, c) energy band
diagram around K point of graphene.

의 상태 밀도가 없어서 금속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전자 소재로서 그래핀의 가장 흥미로운 특성은
전하 종류에 상관 없이 상온에서도 전하이동도가
104 cm2/Vs 이상으로 매우 높다는 것이다. 상온에
서 실리콘의 최대 전자이동도는 ∼1,400 cm2/Vs,
정공이동도는 ∼450 cm2/Vs 정도로 낮아 고속 아
날로그 소자의 성능 개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실리콘뿐만 아니라 현재 연구단계의 GaAs화합물
반도체 역시 전하이동특성의 온도 의존성이 높아
서, 극저온에서는 고전하이동도를 나타내지만 상
온에서는 크게 저하되는 현상을 보인다. 이는 온
도상승에 의한 격자 진동이 포논(phonon)을 형성
하여 전하의 산란을 일으키기 때문인데, 탄소 육
각구조의 그래핀에서는 포논에 의한 전하산란 정
도가 낮아 전하이동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 아
울러 전자와 정공의 유효질량이 다른 대부분의 고

그래핀의 응용 시장은 (1) 논리 소자 응용을 위
한 고전도성, (2) 대형 스크린의 전극을 위한 대면
적, (3) 소재 복합화를 위한 용액화 분산상 등 특
정 조건을 만족하는 그래핀 생산 방법의 개발과
함께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그래핀
은 제조방법에 따라 다양한 크기나 모양, 순도를
가지고 있으며, 각 응용 분야에 적합한 성능을 갖
는 그래핀의 양산을 위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그래핀의 제조는 top-down 접근의 기계적
박리와 화학적 박리, bottom-up 접근의 화학기상
증착(chemical vapor deposition)이나 SiC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제조 방법에 따른 그래
핀의 물성과 응용 분야를 Figure 3과 Table 2에 정
리하였다.
밴드갭이 존재하지 않는 그래핀 소재가 근시일
내에 고성능 반도체 집적회로에 적용되기는 어려
워 보인다. 하지만 다른 일렉트로닉스 응용 분야
는 현재 세계적으로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
다. Figure 4와 Table 3은 그래핀 일렉트로닉스의
응용분야와 프로토 타입을 시연할 시기를 보여
준다.
2.1. 고주파 트랜지스터
2011 국제반도체기술로드맵 (2011 ITRS, International Technology Roadmap for Semiconductors)에 따르면 디지털 전자소자의 집적도를 결정
하는 회로 선폭(gate length)은 현재 20 나노미터
급에서 2020년 이후에는 절반인 10 나노미터 이
하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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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Representative methods for mass-production of graphene, which allow a wide choice in terms of size, quality
and price for any particular application[3].
Table 2. Properties of graphene obtained by different methods[3]
제조 방법

결정체 크기
(μm)

시료 크기
(mm)

전하이동도
2
(상온, cm /Vs)

응용 분야

기계적 박리

> 1,000

> 1

> 2 × 105
6
> 10 (저온)

연구

화학적 박리

≤ 0.1

플레이크(flake)를 겹쳐
무한대 크기 가능

100 (시료 내)

코팅, 페인트/잉크, 복합소재,
투명전극, 에너지 저장, 바이오

그래핀 산화물을 이용한
화학적 박리

∼ 100

플레이크를 겹쳐 무한대
크기 가능

1 (시료 내)

코팅, 페인트/잉크, 복합소재,
투명전극, 에너지 저장, 바이오

화학기상증착

1,000

∼ 1,000

10,000

광학소자, 나노전자소자, 투명전극,
센서, 바이오

SiC

50

100

10,000

고주파 트랜지스터, 전자소자

점은 이 시기에 시장에 진입할 주요 신소재 중 하
나로 그래핀을 지목한 것이다. 포토리소그래피를
이용하는 실리콘 반도체의 경우 선폭의 물리적 한
계는 10 나노미터로 알려져 있는데, 이보다 작은
선폭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존 공정을 탈피한 새
로운 가공 방법이나 3차원 구조를 갖는 소자, 또는
나노미터급 구현이 가능한 신소재가 필요하다. 국

26

공업화학 전망, 제16권 제3호, 2013

내외 대형 반도체 제조업체들과 관련 연구기관에
서 앞다투어 그래핀 소자를 연구하는 이유가 여기
에 있다.
최초로 그래핀의 전계효과 거동에 대한 실험적
입증은 2004년 영국 맨체스터 대학의 A. Geim과
K. Novoselove 연구진에 의해서이다[4]. 이들은
단층(monolayer) 및 겹층 그래핀의 전계효과를 측

그래핀 일렉트로닉스 연구개발 현황 및 전망

Figure 4. Graphene-based display and electronic devices (Display and electronic applications are shown in dark gray and
light gray, respectively)[3].
Table 3. Electronics applications of graphene[3]
응용 분야
터치 스크린
전자종이
폴더블 OLED

고주파 트랜지스터

논리 트랜지스터

핵심 동인

해결해야 할 문제

기존 소재에 비해 높은 내구성

접촉 저항의 제어 및 높은 면저항

단층 그래핀의 높은 투과성

접촉 저항의 제어

5 mm 이하 곡률을 갖는 굽힘성
일함수 조절을 통한 효율 개선 가능
원자 수준의 매끈한 표면으로부터 합선 및 누전 방지

접촉 저항의 제어 및 높은 면저항
3차원 구조의 코팅이 어려움

2021년 이후 InP 기반 저노이즈 고전자이동도
트랜지스터의 생산 해결책의 부재(2011 ITRS)

전류포화특성의 부재
낮은 구동 주파수
(요구 특성: fT = 850 GHz, fmax = 1,200 GHz)

고전하이동도

밴드갭-전하이동도의 트레이드-오프
낮은 전류점멸비

정하기 위해 Figure 5a와 같이 소자를 제작한 후
게이트 전압을 인가하여 저항변화를 관찰하였다.
연구 결과, Figure 5b와 같이 게이트 전압이 점차
인가됨에 따라 반비례하는 저항(즉, 전도도는 인
가전압에 따라 선형적으로 증가)을 얻을 수 있었
으며, 이후 그래핀 트랜지스터에 대한 연구가 폭
발적으로 증가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핀의 전계
효과를 확인한 이후 3년 뒤인 2007년, M. Lemme
연구진은 단층 그래핀을 이용한 상부 게이트(top
gate) 전계효과트랜지스터를 제작하는데 성공하였
다[5]. Figure 6은 이 연구에 사용된 트랜지스터의
주사전자현미경 사진과 전기적 특성을 나타낸다.
2
정공의 전하이동도는 µh = 710 cm /Vs이며 전자의
2
경우 µe = 530 cm /Vs로 측정되어, 동일 조건인 유
효전계 Eeff = 0.4 MV/cm 하에서의 실리콘의 µh =
2
2
95 cm /Vs 및 µe = 490 cm /Vs에 비해 높아 초고

속 아날로그 소자 응용에 적합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고주파 트랜지스터 분야의 최근 연구를 살펴보
면, 차단주파수 fT = 300 GHz를 갖는 그래핀 트랜
지스터가 보고된 바 있으며, 채널 길이가 100 nm
이하로 작아지면 1 THz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인
다[6]. 이는 약 90 nm 선폭에서 fT = 200 GHz를 나
타내는 실리콘 MOSFET에 비해 4배 이상의 빠른
구동이 가능한 것이다(Figure 7 참조).
한편, 일반적인 그래핀 트랜지스터의 경우 최대
진동주파수(fmax)는 30 GHz 정도로 다소 낮아 이
를 해결하는 것이 고주파 그래핀 트랜지스터 구현
을 위한 중요한 현안이다. fmax를 개선하기 위한 방
법으로는 (1) 게이트 저항을 낮추거나, (2) 핀치-오
프 상태에서 드레인 컨덕턴스(gds=ΔId/ΔVd)를 최대
한 낮추는 것이다. 첫번째 방법은 현대 반도체 공
정을 이용해서 쉽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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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a)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image of grapheme-based FET. (b) Typical dependences of graphene’s
resistivity ρ on gate voltage for different temperatures and changes in the film’s conductivity σ = 1/ρ (Vg) obtained by
inverting the 70 K curve[4].

Figure 6. (a) SEM image of a top-gate grapheme-based FET. (b) Transfer characteristics of the graphene field-effect
transistor for different back-gate fields Ebg[5].

되나, 드레인 컨덕턴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작은
선폭에서도 전류포화현상이 반드시 요구된다. 고
주파 트랜지스터를 제작하기 위해 육방정계 보론
나이트라이드(hBN) 박막 절연층 위에 올려진 그
래핀을 사용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7,8], 소자
최적화를 통해 fmax이 최대 58 GHz까지 향상됨이
보고된 바 있다(Figure 8 참조)[9].
2.2. 논리 트랜지스터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순수한 단층 그래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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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가밴드와 전도밴드가 원뿔 형태를 이루며 서
로 만나 밴드갭이 없는 반금속의 특징을 갖는다
(Figure 2 참조). 이러한 그래핀을 활성층 채널로
사용하는 경우 높은 전하이동도를 가지기 때문에
고주파 트랜지스터에 유리한 반면, 전류점멸비가
낮아 트랜지스터의 주요한 기능인 스위칭이 제대
로 되지 않으므로 논리 응용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러나 적절한 물리×화학적 처리를 통해 그래핀
의 밴드갭을 열어 반도체 소재로 사용할 수 있다.
오픈 밴드갭(open bandgap) 그래핀기반의 트랜지

그래핀 일렉트로닉스 연구개발 현황 및 전망

Figure 7. (a) SEM image of a self-aligned graphene device with a GaN nanowire gate. (b) Its transfer characteristics at
Vd = 1 V at room-temperature. (c) The projected intrinsic transit time and cut-off frequency fT at Vd = 1 V calculated fT
= gm/2πC versus channel length[6].

Figure 8. (a) Schematic illustration and SEM micrograph of a graphene FET. (b) Unilateral power gains (U) calculated from
a model with different output resistance. (c) Predicted high-frequency performance at different channel lengths[9].

Figure 9. (a) Chemically derived graphene nanoribbons down to sub-10-nm width. (b) AFM images of selected GNRs with
widths ranging from sub-10-nm to 30 nm. All scale bars indicate 100 nm. (c) Ion/Ioff ratios (under Vd = 0.5 V) for GNRFETs
and (d) variations in Eg extracted from experimental data (symbols) with various ribbon widths[12].

스터 관련 연구에서는 그래핀 나노리본(grapheme
nanoribbon, GNR)[10-12] 단일 전자 트랜지스터
[13,14] 이중층 그래핀[15,16], 화학적 개질된 그
래핀[17] 등을 사용하고 있다.
나노리본형 그래핀은 길이 방향으로 좌우 가장

자리가 암체어(arm chair) 혹은 지그재그(zigzag)
형태를 갖게 되며, 나노리본 폭의 감소에 따른 제
한적 전하이동으로 인해 밴드갭을 갖는다. 1 nm
전후의 폭을 갖는 매우 좁은 그래핀 나노리본이
실험적으로 재현된 바 있다. 이때 리본의 폭(W)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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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a-c) Schematic diagrams of the lattice structure and bandgap of monolayer (a) and bilayer (b) graphene. (c)
When an electric field (E⊥) is applied perpendicular to the bilayer graphene, a bandgap is open, whose size (2Δ) is tunable
by the electric field. (d) Schematic diagram of a double-gated graphene device. (Vtg: top-gate voltage, Vbg: back-gate voltage.)
(e-f) Resistance versus top-gate voltage measured for different fixed values of back-gate voltage for monolayer (e) and
bilayer (f) graphene[16].

좁아짐에 따라 밴드갭 에너지(Eg, eV)는 0.8/[W(nm)]
로 증가하며, 전류점멸비(Ion/Ioff)는 106 이상으로
상당한 개선을 이룰 수 있었다(Figure 9 참조)[12].
단층 그래핀과 달리, 이중층 그래핀은 전기장을
수직으로 인가할 수 있는 이중 게이트 소자 구조
를 이용하여 밴드갭 에너지를 부여할 수 있다.
Figure 10d와 같이 상부 및 하부 게이트를 갖는 트
랜지스터에 게이트 전압을 인가하면, 두 그래핀
층에 서로 다른 전기적 포텐셜이 발생되어 밴드갭
이 열리게 된다(Figure 10c 참조)[16]. Figure 10e
및 10f는 단층 또는 이중층 그래핀으로 제작된 이
중 게이트 트랜지스터의 게이트 전압에 따른 저항
변화 결과이다. 단층 그래핀의 경우 하부 게이트
에 의해서는 수직 전기장이 변하더라도 디락 포인
트만 변화되고 저항은 동일한 값을 보여준다
(Figure 10e 참조). 반면 이중층 그래핀의 경우 수
직 전계가 커지면 디락 포인트뿐만 아니라 저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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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차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즉 밴드갭이 커지
면서 전류점멸비가 증가될 수 있음을 알려준다.
한편, 최근 보고된 연구에서는 그래핀과 보론
나이트라이드 박막 적층을 통한 새로운 트랜지스
터 소자 구조를 채택하여 기존 그래핀 트랜지스터
의 낮은 전류점멸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Figure 11 참조).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에너지
장벽을 갖는 배리어와 그래핀 전극을 사용하여 일
함수를 직접 제어하여 106 이상의 전류점멸비를
확보할 수 있었다[18].
2.3. 플렉시블 일렉트로닉스
투명전극은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 전자종이,
OLED 등 다양한 전자제품에 사용되고 있으며, 응
용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통상적으로 낮은
면저항 및 90% 이상의 광투과도가 요구된다. 그
래핀은 도핑을 통해 30 Ω/sq 의 낮은 면저항과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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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a) Schematic device structure of a graphene field-effect tunneling transistor. (b-d) The corresponding band
structure with no gate voltage applied (b), a finite gate voltage Vg and zero bias Vb (c), both Vg and Vb are finite (d). (e-f)
Tunneling characteristics for a graphene-hBN device with 6 ± 1 layers of hBN as the tunnel barrier. (e) I-V curves for
different Vg[18].

당 97.7%의 우수한 광투과도를 가지고 있어[19],
투명전극으로서의 전기적, 광학적 요구조건을 모
두 만족하는 소재이다. 아직까지는 기존의 인듐주
석산화물(ITO, Indium Tin Oxide)의 물성에는 다
소 미치지 못하나, 그래핀 제조 기술이 개발됨에
따라 순도와 성능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
다. 또한 ITO 전극의 진공증착은 공정비용이 비싸
고 인듐의 가격이 계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
되고 있어 투명전극으로서 그래핀의 발전 가능성
은 충분하리라 생각된다. 특히 그래핀은 ITO와 달
리 뛰어난 기계적 유연성과 내화학성을 갖추고 있
어[20], 플렉시블 일렉트로닉스에 더욱 적합한 소
재로 부상하고 있다.
응용 제품에 따라 요구되는 전기적 특성이나 전
극의 형태가 다르기는 하나, 그래핀은 제조 방법
에 따라 다양한 성능을 갖는 전극으로 사용될 수
있다. 터치스크린의 경우 90%의 투과도와 50∼
300 Ω/sq의 상대적으로 마일드한 성능을 필요로
하므로, 다른 소재 후보군에 비해 뛰어난 내구성
을 갖는 그래핀이 강점을 가질 수 있다. 게다가 그
래핀의 파괴 변형률은 ITO보다 10배 이상 뛰어나

고 복원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접거나 말 수 있는
제품으로 응용하기에 매우 적합하다.
말아서 보관할 수 있는 전자종이 또한 그래핀
전극을 사용하면 쉽게 5∼10 mm의 곡률반경을
달성할 수 있다. 또한 가시광선 영역에 대한 그래
핀의 균일한 흡수 스펙트럼은 컬러 전자종이를 제
작하는 데에도 적합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그래핀 전극과 구동회로의 금속 배선 간 접촉 저
항이 크고 공정비용이 높아, 시장에 진입하기까지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아있다.
플렉시블 OLED 소자는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서 가장 주목받는 응용 분야이며, 조만간 제품이
상용화될 것으로 보인다. OLED 용 투명전극은 면
저항 30 Ω/sq 이하의 까다로운 요구성능 외에도
전극 표면의 거침도와 일함수가 중요한 성능지수
가 된다. 그래핀 전극은 일함수의 제어가 가능하
고 원자 수준으로 매끈한 표면을 가지고 있어, 효
율 개선과 함께 합선 및 누전을 방지할 수 있다.
포스텍과 성균관대, 서울대에서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5.95 eV의 일함수를 가지고 있는
ITO 대신 그래핀 전극을 OLED의 양극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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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Schematic illustrations of a hole injection process from a graphene anode via a self-organized hole injection layer
(HIL) with work-function gradient (GraHIL) to the organic (NPB) layer. (c) Current efficiency as a function of voltage for
flexible with OLED devices with graphene (doped with HNO3) and ITO anodes. (d) Flexible OLED lighting device with
a graphene anode on a 5 × 5 cm PET substrate[21].

한 결과, 형광 OLED의 발광효율은 37.2 lm/W로,
ITO를 사용했을 때 비해 1.5배 이상 개선되었다
(Figure 12 참조)[21].
한편, 대면적 터치스크린은 정보 안내 디스플레
이를 비롯한 정보 전달이나 양방향 통신이 필요한
새로운 시장 개척과 함께 저비용, 고내구성을 갖
는 투명전극을 필요로 한다. 성균관대와 삼성에서
공동연구한 30인치급 그래핀 투명전극은 이러한
요구성능을 충분히 만족할 뿐만 아니라, 롤투롤
공정을 통해 양산에 적합하도록 개발되었다[20].
Figure 13과 같이 화학기상증착을 이용한 30인치
그래핀 박막은 약 125 Ω/sq 의 면저항과 97.4%의
높은 광투과율을 나타내었으며, 실제 터치스크린
에 적용하여 필기 입력을 시연해 보이기도 하였
다. PET 플라스틱 기판을 이용하여 플렉시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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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 전극의 저항을 측정한 결과 6%의 변형에도 저
항변화 없이 전도성을 유지하였다.
OLED 소자를 포함한 디스플레이 제품을 구성
하는 다양한 소재의 플렉시블화 및 적층화가 이루
어지면, 플렉시블 또는 폴더블 OLED 디스플레이
를 채용한 제품들은 2016년 이후에 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용액상에서 환원된 그래핀
산화물 플레이크가 제조되는 화학적 박리의 경우
고가의 진공 공정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
로 저가격 대면적 제품 양산에 사용될 수 있다. 그
래핀 플레이크로 이루어진 박막은 면저항이 높은
편이지만 스마트 윈도우, 태양전지, 저민감성 터치
스크린과 같은 응용 분야에는 적합하다. 이러한
그래핀의 기계적 강도와 유연성은 플렉시블 일렉
트로닉스에 응용된 소재로서 충분히 강점으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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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a) Schematic of the roll-based production of graphene films grown on a copper foil. (b) Photograph of a
transparent ultra-area graphene film transferred on a 35-inch PET sheet. (c) A graphene-based touch-screen panel connected
to a computer with control software. (d) Electromechanical properties of graphene-based touchscreen compared with ITO
under tensile strain[20].

용할 것이다.

3. 결 론
2차원 나노소재인 그래핀은 더 이상 순수과학
을 위한 탄소 결정체만이 아닌 차세대 일렉트로닉
스 분야를 선도할 신소재로서 발돋움하고 있다.
그래핀의 전기적, 광학적, 기계적 물성과 내구성은
전자소재로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앞
으로 실리콘 기반 전자소자를 대체할 유력한 핵심
소재로 인식되고 있다. 제조방법에 따라 다양한
특성을 나타내는 그래핀 일렉트로닉스 소자는 우
수한 성능과 2차원 나노 소재의 특성으로 인해, 향
후 광범위한 일렉트로닉스 분야의 적재적소에 응
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래핀 일렉트로닉스 소자
가 상용화될 시기는 멀지 않았으나 초기에는 구조
적으로 낮은 등급의 저가형 그래핀이 먼저 사용되
고, 차후 고품질 그래핀을 이용한 초고속 전하이
동 또는 생체적합성을 요하는 제품에 적용될 것으
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연구활동이 활발한 프린티드/플렉시
블 일렉트로닉스, 플렉시블 태양전지, 수퍼커패시

터와 같은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함께 그래핀 소
재의 상용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
내를 비롯하여 전세계적으로 그래핀에 대한 관심
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만큼 그래핀의 품질
과 성능이 개선되고 있으므로, 조만간 그래핀 일
렉트로닉스가 산업 전반에 발전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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