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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건강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바이오 메디컬, 헬스케어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전자시스템이 주목

을 받고 있다. 사람 몸에 부착하는 웨어러블 기기는 생체신호를 감지하여 건강 상태를 진단해주는 플랫폼으로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의료용 전자기기는 신체와 상이한 기계적 물성과 움직임으로 인한 낮은 자유

도와 낮은 품질의 생체신호 획득 특성을 가지며 회복능력이 없어 외부 충격에 취약하여 실용성이 떨어진다.1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구부러지거나 늘어나며 자가 치유되는, 피부와 더욱 유사한 인공 전자시스템이 제안되었

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손상을 입었을 때 자동적으로 회복하는 내재적 자가치유 고분자 소재를 개발하여 전

자시스템으로의 응용 가능성을 보았다. 하지만 그 동안 연구되어온 자가치유 소재는 회복 시 자외선, 열 등의 

외부자극이나 캡슐형 치유성 첨가물을 필요로 하는 형태로 실용성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다.
2

본 고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한 차세대 인공 전자피부시스템의 새로운 원천 소재로서 신축성 자가치유 

고분자 소재와 이를 응용해 만든 도체, 반도체의 연구 결과 및 센서와 디스플레이로의 활용 사례, 집적된 통합 

시스템과 향후 연구 방향, 미래 응용 가능성에 대해 기술한다.

2. 본론

2.1 자가치유 소재

차세대 웨어러블 소자 중 활발하게 연구되어지고 있는 전자피부시스템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얇고 늘어나

며 피부에 견고하게 부착되고, 외부 손상이나 끊어짐에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자가치유 고분자 소재가 필요

하다. 자가치유 고분자는 고무와 유사한 탄성을 가지며 손상이 발생하면 고분자 내의 결합이 이루어져 형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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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a) Fe(Hpdca)2의 금속-리간드 결합 구조와 도식화한 그림, (b)
손상된 샘플과 회복된 샘플의 광학 사진(좌), 회복된 샘플의 스트레칭 전과 후
(우), (c) Fe(III) 금속과 H2pdca-PDMS 리간드 모델의 인장-응력도 그래프.

그림 2. p-PVDF-HFP-15%DBP의 자가치유 특성: (a) 수중에서의 자가
치유 과정, (b) 상온에서의 인장-응력도 그래프(좌), 60 ℃에서 표면변화 
광학 사진(중, 스케일바 5 mm), 수중에서의 인장-응력도 그래프(우), (c)
수중에서 절단 및 회복 3시간 후 200% 늘린 사진. 젤과 유사한 신축성 자가
치유 물질 GLASSES의 디자인, (d) 전도성 자가치유 물질의 그림. e) 늘어
날수록 줄어드는 전도도, (f) 수중에서 동작하는 PCB 사진.

물성을 원래대로 회복한다. 대표적인 자가치유 고분자 소재

로는 금속-리간드 배위결합, 쌍극자-쌍극자 상호작용, 수

소 결합 등을 이용한 소재가 있으며 본 원고에서 소개하고

자 한다.

금속-리간드 배위결합을 이용한 자가치유 고분자가 첫 

번째 예시이다
3
. 기존에 보고된 금속-리간드 배위결합 자가

치유 고분자의 대부분은 강한 결합으로만 이루어져 손상을 

치유하기 위해 외부적 요인을 필요로 하거나, 반대로 약한 

결합으로만 이루어져 충분한 기계적 강성을 가지지 못했다. 

스탠포드 대학교의 Zhenan Bao교수 연구팀은 강한 결합과 

약한 결합을 동시에 가지며 높은 결속력으로 내구성이 강하

며 늘어나고, 상온에서 자가치유가 가능한 고분자를 개발하

였다. PDMS 고분자 내 금속(Fe(III)-2,6-pdca)과 리간드

(H2Bupca) 사이 배위결합은 세가지 종류의 결합으로 이루

어져 있다(그림 1a). Fe(III)-Npyridyl, Fe(III)-Namido, Fe(III)-Oamido 

나열한 순서대로 강한 결속력을 띈다. Fe(III)-Npyridyl의 강

한 결합은 물질의 modulus를 높이며, Fe(III)-Oamido의 약한 

결합은 수소 결합처럼 약한 힘에도 끊길 수 있게 만든다. 약

한 결합과 강한 결합을 동시에 가지기 때문에 외력이 가해

졌을 때 약한 결합들은 쉽게 깨지며 외력을 분산시키며 금

속 이온은 주변 리간드와 강한 결합에 의해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끊어진 약한 결합이 재형성될 때 빠른 재결합을 가

능하게 한다. 또한 Fe-Hpdca-PDMS 단일구조에서 재결합 

및 재형성하는 과정에서 일회성이 아닌 반복적 동작을 하며 

신축 가능성, 기계적 강성 및 자가치유성을 가지게 된다(그

림 1b).

해당 연구팀이 개발한 물질로 제작한 필름은 상온에서 

48시간 동안 자가치유 후 1,700%가량 늘릴 수 있었으며, -20 

℃에서도 72시간동안 자가치유 후에도 125%가량 늘릴 수 

있음을 확인했다(그림 1c). 특히 기존 보고된 자가치유 물

질과 달리, 필름을 완전히 절단한 후 24시간 동안 공기중에 

노출시켜 분리한 뒤, 48시간 동안 자가치유한 필름은 절단 

후 즉시 회복시킨 자가치유 필름과 거의 유사한 회복정도를 

보여주었다. 즉, 낮은 유리전이온도(Tg)를 가져 낮은 영하

의 낮은 온도에서도 자가치유가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기존에 연구된 자가치유 고분자는 습도의 영향을 받으며, 

물 속에서 회복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대부분의 동적 결

합을 이용하는 자가치유 물질은 수중에서 물 분자가 결합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여 물 속에서 회복이 불안정하며 결합력

을 떨어트린다. Yue Cao 연구팀은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여 

투명하고 다양한 수중 환경에서도 안정적이며 반복적으로 

자가치유가 가능한 소수성 탄소-불소 결합의 쌍극자-쌍극

자 상호작용을 이용한 고분자를 제작하였다(그림 2a).
4
 탄

소-불소 결합은 높은 전기음성도와 강한 정전기적 성질로 

인해 강력한 결합이 이루어져 물 분자의 침투를 어렵게 만

든다. 본 그룹은 이러한 성질을 이용하여 물 분자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자가치유 고분자를 개발하였다. 이 고분자 소재

는 기존의 poly(vinylidene fluoride-co-hexafluoropropylene) 

(PVDF-HFP)와 달리 hexafluoropropylene(HFP)의 비율을 

4배 늘린 p-PVDF-HFP 고분자에 가소제로 dibutyl phtha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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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a) 다중 수소결합을 갖는 자가치유 고분자와 특성의 화학 구조, (b) 신축성 및 수중에서 동작하는 자가치유 특성, (c) 자가치유 고분자의 특성곡선.

(DBP)를 첨가하여 쌍극자간 상호작용을 활성화시켜 상온

에서 1,000% 늘어나며, 수중에서 한달정도 보관한 후에도 

820%까지 늘어나는 투명한 신축성 자가치유 고분자 소재

를 개발하였다(그림 2b, c).

이어서 Benjamin Tee는 Yue Cao가 개발한 고분자에 이

온성 액체를 넣어 물리적, 전기적으로 자가치유 가능한 전

도성 고분자를 개발하였다(그림 2d, e).
5
 이 때, 탄소-불소 

결합에 쓰이는 PVDF-HFP 물질 중 HFP 내 CF3가 원자간 

척력을 가지는데, 이 힘은 더 높은 이온 전도성과 자가치유

성을 부여한다. 탄소-불소 결합 기반으로 만든 소수성 자가

치유 고분자와 이온성 액체는 이온-쌍극자 상호작용으로 

결합하게 된다. 이온성 액체와 고분자는 높은 혼화성을 가

져 가시광선에서 98%이상 투과율과 2,000%의 높은 신축

성을 가지며, 탈이온수, pH 1.3, pH 13 등 다양한 수분 환경

에서 회복 후에도 초기상태와 큰 차이없이 안정적으로 동작

함을 보였다(그림 2f). 

마지막으로 성균관대의 손동희 교수 그룹과 Zhenan Bao

교수 그룹이 함께 연구한 PDMS 기반 자가치유 고분자를 소

개한다.
6
 이전에 연구되어온 대부분의 내재적 자가치유 고

분자는 약한 결합으로 이루어져 낮은 toughness를 가지며 

균열이 생기면 쉽게 찢어지며 물에 취약한 특성을 가진다. 

하지만 본 연구팀에서 제시한 자가치유 고분자 PDMS-MPU- 

IU는 약한 수소결합과 강한 수소결합이 동시에 존재한다. 

강한 수소결합은 탄성력, 내구성에 기여를 하며, 약한 수소

결합은 변형에 대한 소산 특성과 자가치유 특성을 갖도록 

해준다(그림 3a). 이 고분자는 1,200%의 높은 신축성을 보

이며 수중 환경에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그림 3b). 소재 제

작 시 사용자의 목적에 맞게 단단한 물성을 원하면 MPU를, 

부드러운 물성을 원하면 IU 부분의 비율을 늘려 원하는 소

재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그림 3c). 

2.2 전도성 소재

다음으로는 신축성 자가치유 고분자와 액체금속, 탄소나

노튜브, 은 나노와이어, 은 플레이크 등의 1차원 물질을 이

용해 제작한 다양한 신축성 자가치유 전도성 소재들을 소개

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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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a) 나노와이어 자가치유 전극과 터치 센서, (b) EGaIn 액체금속 전극과 자가치유성, 신축성 시험, (c)탄소나노튜브/은 플레이크 전극과 특성곡선 및 
자가 증강 현상.

가장 먼저 소개할 소재는, UCLA대학교의 Qibing Pei교

수 연구팀에서 Diels-Alder(DA)고분자와 은 나노와이어로 

제작한 신축성 자가치유 전극이다.
7
 기존의 ITO코팅된 유리 

혹은 PET필름처럼 깨지기 쉬운 소재와 달리, 본 연구팀의 

전극은 구부러지며 투명하고 열을 이용해 치유 가능하다. 여

기에 아주 얇은 polyester acrylate(PA) and furfuryl methacrylate 

(FM)층을 추가로 넣어 전기저항을 310 Ω/sq에서 18 Ω/sq

까지 감소시켰으며, 550 nm에서 80%의 투과율을 보였다. 

레이저로 전도성을 띄는 부분을 자른 뒤, 100 ℃로 6분 가열

했을 때 무한대로 올라갔던 저항이 점차 떨어지는 것을 확

인했으며 온도가 높을수록 빨리 회복됨을 보였다. 내구성 

시험에서도 지름 5 mm 만큼 1,000번 구부렸을 때, 6.8%의 

작은 저항 상승률을 보였다. 이를 이용해 투명하며 구부러

지고, 자가치유 가능한 터치 센서를 개발하였다(그림 4a). 

하지만 늘어나지 않으며 치유 횟수가 4회 정도로 제한된다

는 단점이 있다.

이어 성균관대학교의 손동희교수 연구팀은 PDMS 기반

의 신축성 자가치유 고분자를 발표한 바 있다. 이 고분자에 

EGaIn 액체 금속을 넣고 캡슐화하여 강한 toughness와 500%

의 높은 신축성을 갖는 전극을 개발하였다(그림 4b).6 이 전

극은 신축성 시험을 1,000회 반복하여도 특성 변화가 거의 

없을 정도로 안정적이며 낮은 저항을 갖는다. 또한 첨가물

을 넣거나 열을 가하는 등의 추가적인 과정 없이 상온에서 

자동적으로 치유되며, 인공 땀 속에서도 기계적, 전기적으

로 회복 가능하여 신축성 자가치유 기기의 전극으로써 활용 

가능성을 보였다.

하지만 액체 금속으로 만든 전극은 인체에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해당 연구팀은 

PDMS 기반 신축성 소재에 전도성을 띄는 1차원 물질인 탄

소나노튜브를 넣어 전극을 만들었다(그림 4c).
8
 외력에 의

해 전도성 네트워크가 깨지더라도, 고분자의 동적 거동으로 

전도성 경로가 다시 재형성되는 현상을 이용하여 레이저로 

표면을 살짝 잘랐을 때와 완전히 절단할 경우 자동적으로 

치유되는 소재를 개발하였다. 절단 및 회복 12시간 후 200 

% 늘렸을 때 성능이 초기상태와 유사함을 관찰했다. 본 연

구팀에서는 연구결과의 광범위한 적용을 위해, 탄소나노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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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a) DPP 반도체물질, PDMS, PDCA의 동적 결합 및 구조도, (b) 매트릭스 센서 구성도와 특성곡선, (c) 손상 전과 후의 특성곡선 그래프.

브를 은 나노와이어로 대체한 뒤 같은 실험을 진행했다. 은 

나노와이어 전극 또한 높은 전도성과 신축성을 보였으며 완

전한 절단 후에 재형성됨을 확인했다. 두 물질이 모두 고분

자의 표면에 집중적으로 분포해 있으며, ‘표면 효과’에 의

해 재형성 과정이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로부터 다

른 나노물질/고분자 복합체 전극에 비해 (1) 활성 소자로 

활용할 수 있고, (2) 손상 후에도 뛰어난 신축성을 보이며, 

(3) 자가치유 가능하며 강도가 세고, (4) 실온에서도 자동

적인 자가치유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후 본 연구팀에서 동일한 신축성 소재에 은 플레이크

를 혼합한 복합체 전극을 개발하였다.9 캡슐화, 2중층 구조 

등의 제작 방식에 따라 기존 전극에 비해 월등히 뛰어난 전

도도(3,086 S cm
-1

)와 신축성(3,500%)을 갖는다. 이 전극

은 늘어난 상태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전도성이 회복된다. 

전극을 늘렸을 때, 자가치유 고분자 내의 에너지 분산과 은 

플레이크의 재배열이 일어나 전기적 경로가 재형성되며 향

상된 전도도를 보이는 현상을 발견하였다. 이 현상으로 인

해 완전히 자르더라도 물리적으로 회복될 뿐 아니라 전도성 

또한 원래대로 돌아가는 특성을 보였다. 자가치유 고분자의 

자가결합 배열을 이용한 이 전극은 은 플레이크가 풍부한 

영역이 중립면에 위치하기 때문에 반복적인 스트레칭 시험

에서 탁월한 내구성을 보였다.

다양한 1차원 나노구조 네트워크를 갖는 신축성 자가치

유 전도성 소재들을 이용하여 인터커넥트, 센서, 디스플레

이, 전자피부시스템, 사람-로봇 인터페이스 등 피부와 유사

한 신축성 자가치유 전자기기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2.3 반도체 소재

성균관대학교 손동희교수 연구팀은 캐리어로써 이동도

가 좋은 반도체 물질 DPP-TVT-PDCA와 탄성중합체 PDMS- 

PDCA-Fe를 1:5의 중량비율로 혼합하여 늘어나는 자가치

유 반도체 소재를 개발하였다.
10

 이 소재는 금속(Fe) 이온과 

PDCA 리간드의 배위결합에서 여러 동적 결합을 갖는데 결

합력에 따라 세가지 분류로 나뉜다. 강, 중, 약 각각 다른 세

기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배위결합은 외력에 의해 손상을 받

더라도 동적 가교 결합으로 인해 본질적으로 늘어나며 자가

치유를 가능하게 한다(그림 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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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a) EGaIn 전극으로 제작한 용량성 변형 센서, (b)자가치유 인터커넥트와 심전도 센서, (c)자가치유 전극과 발광층을 이용한 LEC, (d)은 플레이크-자
가치유 고분자 복합체 전극 기반의 근전도 센서 및 로봇 팔 제어.

이렇게 만들어진 반도체 필름은 1,300%이상 늘어날 수 

있는 높은 신축가능성과 인체피부에 흡사한 Young’s modulus

값을 가진다. 외력이 가해졌을 때, 탄성 중합체의 낮은 인장 

계수로 인해 대부분 힘을 효과적으로 흡수 및 분산하고, 동

시에 반도체성 고분자를 보호한다.

또한 해당 반도체 필름으로 제작한 200 nm 두께의 트랜

지스터는 100% 인장 시 4.85ⅹ10
10 

A의 높은 전류를 출력

하며, 인체피부의 최대 변형 범위인 30%의 반복적인 신축 

동작에서 전류-전압 특성이 유지됨을 확인하였다(그림 5b). 

또한 완벽히 자른 후 상온에서 24시간동안 회복시켰을 때 

잘린 필름의 손상 흔적이 사라졌고, 회복된 자가치유 고분

자는 200% 이상 늘릴 수 있었다. 손상 전 전류-전압 특성과 

비교했을 때 이동도 또한 거의 유사함을 보였다(그림 5c).

2.4 센서 및 디스플레이

성균관대학교 손동희교수 연구팀은 자가치유 고분자 기

반의 전도성 소재의 전기적 특성을 이용하여 다양한 센서와 

이를 실시간으로 나타낼 수 있는 디스플레이를 제작하였다.

본 연구팀은 EGaIn 액체금속 전극 두개를 겹치고 자가치

유 고분자 필름을 유전체로 사용하여 성능 변화 없이 원래 

길이의 5배까지 늘어나는 용량성 변형 센서를 제작했다(그

림 6a).
6
 센서가 늘어남에 따라 커패시턴스 값이 선형적으

로 증가함을 확인했다. 30%만큼 100번 반복하여 인장시키

는 시험에서도 안정적으로 동작함을 확인하였다. 상온에서 

자가치유 가능하며 긁힘이 생겨도 높은 toughness로 인해 

더 이상 손상부위가 확대되지 않고 회복된다. 이를 이용하

여 외부 자극을 감지하는 웨이퍼 사이즈의 7 × 7 변형 센서 

어레이를 제작했다.

이후 나노와이어 네트워크의 높은 전도성을 이용한 자가

치유 나노와이어 전극을 고성능 웨어러블 기기와의 인터커

넥트로와 LEC 기기로 활용하였다(그림 6b).
8
 PDMS-MPU-IU

에 Cu가 도핑된 ZnS 마이크로입자를 발광층으로 사용했으

며 전극을 위아래로 포개 발광 커패시터 구조로 만들었다

(그림 6c). 탄소나노튜브 기반 LEC는 250% 인장 시에도 

빛을 유지했으며, 탄소나노튜브 또는 은 나노와이어 전극 

기반 LEC 기기는 절단 및 회복 후 50% 늘렸을 때에도 정상

적으로 작동하였다. 수중에서 100% 인장 시에도 전기적 고

장이 나타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은 플레이크를 이용한 이중층 전도체가 변형

가능한 기기의 인터커넥트 후보군으로 올랐다. 사람과 기계 

간 장기간의 상호작용을 위해 이중층 전도체를 자가치유 고

분자로 캡슐화하여 플렉서블 무선 근전도 감지 시스템에 적

용하였다. 이 인터커넥트는 별도의 전도성 겔 없이도 실시

간 감지가 가능하도록 무선으로 제작했다. 원래상태의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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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자가치유형 인공 전자피부시스템: (a) 인장 센서, ECG 센서, LEC로 이루어진 다기능 집적 전자시스템, (b) 집적된 자가치유 전자피부시스템의 데모, 
(c) 자가치유 고분자-금속 복합체 전극을 이용한 자가치유 모듈형 전자시스템.

커넥트는 4,000% 이상 늘어나며, 자가 치유된 인터커넥트 

또한 2,980% 까지 늘어남을 보였다. 인공피부를 실현하기 

위해 레퍼런스, 그라운드 그리고 활성 전극 세가지로 구성된 

인터커넥트가 잡기, 펴기, 가리키기와 같은 일련의 명령을 

전달하는데 활용되었다. 자가치유 고분자와 은 플레이크 복

합체 전극을 이용하여 근전도 신호를 측정하고, 사람의 손

동작으로 로봇 팔을 제어하는 것을 보여주었다(그림 6d).
9

2.5 집적 시스템

차세대 웨어러블 기기와 ‘IoT’가 늘어남에 따라 지속적

인 생체 신호를 감지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기가 주목

받고 있다. 하지만 기존 웨어러블 기기는 각 다기능 소자 제

작에 있어 복잡한 공정이 요구되며, 집적 효율이 낮다. 게다

가 약한 동적 결합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외력에 대한 기

계적 강성이 약하고, 균열 발생 시 변형이 일어나며, 결합력

이 약한 영역 주변에서 장애가 발생하는 한계점을 가진다. 

또한 딱딱한 기계식 커넥터와 점퍼 케이블에만 의존하기 때

문에 인체-기계 간 결합력이 떨어진다.

이에 성균관대학교의 손동희 교수 연구팀은 피부와 유사

한 자가 결합 및 자가치유 가능한 센서와 발광장치를 포함

한 통합 시스템을 제안하였다(그림 7a).
8
 앞서 소개한 신축

성 자가치유 고분자는 동적 결합과 높은 기계적 강성을 가

지며, 간단한 집적공정이 가능하다. 본 연구팀은 이를 이용

하여 심전도 센서, 변형 센서에서 신호와 변화를 측정하고 

실시간으로 LEC가 동작하여 디스플레이에 나타나도록 무

선 전송 및 시각화하는 자가치유 통합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그림 7b).

또한 사용자가 납땜이나 전도성 접착제 사용없이도 집적

이 가능하며 쉽게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는 모듈형 전자기기 

시스템을 개발하였다(그림 7c).
11

 외력이 가해졌을 때 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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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 구조형 전자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동작하려면, 인터커

넥트의 효율적인 힘의 분산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 제

시한 모델은 아일랜드 형태 모듈과 이들을 잇는 자가치유 

전도성 인터커넥트를 접목시켜 기계적 및 전기적으로 뛰어

난 인터커넥트를 제안하였다. 낮은 절연 상수(k=2.4)를 가

지며, 광범위한 주파수 범위(0.1 Hz ~ 1 MHz)에서 안정적

으로 동작하고, 이로부터 낮은 기생 캐패시턴스 값을 가진

다. 더불어 모듈과 인터커넥트를 연결한 소자를 100%이상 

늘렸을 때 20 Ω 이하의 저항을 가지며, 외부 충격에도 모듈

과 인터커넥트 간 안정적인 기계적 및 전기적 특성을 가지

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반복적으로 안정적인 기계적 및 전

기적 회복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집적 소자들 간 연동이 가능하며, 간단히 자르고 붙

임으로써 사용자가 원하는 구성에 맞게 여러 모듈을 연결시

켜 맞춤형 시스템을 간단히 제작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3. 결론

현재까지 연구되어온 자가치유 소재와 인공 전자피부시

스템에 대해 다루어 보았다. 기존의 인공 전자피부시스템은 

부드러운 신축성 소재들이 충분한 강성을 가지지 못하여 쉽

게 손상이 가며 집적 공정이 어려웠다. 

기존의 인공 전자피부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하여 외부 자

극이나 물질의 도움 없이 다중 수소결합에 의해 스스로 자

가치유가 가능한 내재적 자가치유 고분자가 새로운 소재로 

부상하였다. 본 원고에서 다룬 주요 소재는 인체 피부가 자

연적으로 회복되는 기능을 모사한 것으로, 생체 친화적이며 

피부와 유사한 물성을 가지고 있다. 자가치유 고분자와 전

도성 나노 물질 복합체에서 손상을 입어도 물리적 형태 뿐

만 아니라 전기적 특성을 회복하는 특성을 확인하였으며, 

기존 신축성 전극 대비 높은 전도성과 복원력을 가지고 있

음을 확인하였다. 회복 시 전기적 경로 재형성 현상에 의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도성이 좋아짐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현상을 이용하여 새로운 신축성 전극과 인공 전자피부시스

템이 개발되었다. 

그럼에도 신축성 자가치유 기반의 전자시스템은 기존의 

실리콘 기반의 전자시스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성능을 

보인다. 또한 화학적 구조와 동작 원리에 대한 연구가 필요

하며 전기적, 기계적, 광학적 물성의 개선과 적용을 위한 후

속 연구를 필요로 한다. 후속 연구를 통해 인공 전자피부시

스템에서 나아가 체내에 이식 가능한 전자시스템으로 이용

될 가능성을 보인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다 생체 조

직과 유사한 물성, 내구성, 향상된 신호 전달 특성과 안정성, 

이온 전도성 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의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고집적, 고성능 시스템의 구현을 위한 공정방법을 정

립해야 한다. 더 나아가 기존 배선연결로 계측 및 자극하는 

시스템에서 체내 전자시스템과 연동되는 무선시스템으로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신체와 완전히 호환 가

능한 무선 전자시스템으로 생체 신호 진단 및 치료용 기기, 

감각 재현이 가능한 보철용 로봇, 사람-로봇 인터페이스 기

술 등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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