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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최근 무선통신 기기가 보편화됨에 따라 이로부터 발생하는 전자기파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자기파 제어 물질로 가장 흔히 사용되는 것은 자성 물질이지만 제품에 적용 시 제품이 무겁고 두꺼워지는 
특징 때문에 일반 전자기기에 사용하기에는 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볍고 두께가 얇은 고분자 유연메타 
전자소자가 제시되었다. 또한 고분자 유연메타 전자소자는 단일 제품을 다양한 곡률에 적용할 수 있어 곡면 형상이 
많은 전자기기에 사용하기에도 적합하다. 그러나 이러한 고분자 유연메타 전자소자를 곡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곡률 
변화에 따른 전자기파 제어 특성의 안정성 평가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선 면적이 일정할 때 
도선 길이에 따른 저항 변화율이 전자기파 제어 특성과 역의 관계라는 점을 활용하여 고분자 유연메타 전자소자의 
전기적 특성 변화를 통해 전자기파 제어 특성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고분자 유연메타 
전자소자의 곡률 안정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곡률 반경이 감소할수록 도선 길이에 따른 저항 변화율이 증가
하였고, 곡률 유지 시간에 의한 변화는 없었다. 또한 곡면 적용 시 도선에 영구적인 변화와 곡면 제거 시 회복 가능한 
변화가 복합적으로 발생하였고, 이러한 변화의 원인이 곡면 적용 시 가해진 인장응력에 의해 생성된 도선 내 수직방
향 크랙이라는 사실도 밝혀냈다.

Abstract
As wireless communication devices become more common, interests in how to control the electromagnetic waves generated 
from the devices are increasing. One of the most commonly used electromagnetic wave control materials is magnetic one, 
but due to the features that make the product heavy and thick when applied to the product, it is difficult to use them in 
curved electronic devices. Therefore, a polymer flexible meta electronic device has been presented to sort out the problem, 
which is thin and can have various curvatures. However, it requires an additional evaluation of curvature reliability. In this 
study, we developed a method to predict electromagnetic wave control characteristics through the resistance/length of the con-
ductive ink line patterns of polymer flexible meta electronic devices, which is inversely proportional to the electromagnetic 
wave control characteristics. As the radius of curvature decreased, the resistance/length increased, and there was little varia-
tions with the duration times of curvature. We also found that both permanent and recoverable changes along with the removal 
of curvature were occurred when the curvature was applied, and that the cause of these changes was newly created vertical 
cracks in the conductive ink line pattern due to the tensile stress applied by applying curv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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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5G 이동통신 및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이 상용화

됨에 따라 스마트 팩토리, 자율주행자동차, 원격의료 등의 분야가 급

성장하고 있다. 이들 분야는 대부분 무선통신 기능을 기본으로 사용

하는데, 이는 전기 신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세기에 관계없이 전자기

파가 발생하며 원하지 않는 범위의 전자기파는 무선통신 오류 발생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최근 전자기파를 차폐, 흡수, 반
사, 파장 변환 등 제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

며,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이 자성 물질(magnetic materials)을 사용하

여 전자기파를 제어하는 방법이다[1-3]. 그러나 자성 물질을 제품에 

적용할 경우 제품이 무거워지고 두께가 수십 mm 이상으로 두꺼워지

는[4,5] 특징 때문에 가볍고 곡면이 많은 일반 전자기기에는 사용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메타물질 개념

을 도입하여 유연한 고분자 기판에 전자기파 제어가 가능한 전도성 

잉크를 전자기파 파장에 맞게 설계된 패턴 형상으로 도포한 고분자 

유연메타 전자소자를 활용하는 방법이 제시되었다[6,7]. 유연메타 전

자소자의 경우 유연한 고분자 기판을 사용하므로 곡률에 따라 별도 

제작할 필요 없이 동일한 유연메타 전자소자를 다양한 곡률에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유연한 고분자 기판은 일반적으로 폴리

머 소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비중이 낮으며, 설계된 패턴 형상에 따라 

두께를 수 mm 이하[8-10]로 낮출 수 있으므로 일반 전자제품에 적용

하기 용이하다.
유연메타 전자소자의 유연한 특성은 기존의 전자기파 제어 방법 대

비 장점이지만 한편으로는 기존 소자에서는 필요 없었던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 유연메타 전자소자도 제작될 때는 평면 상태로 제작되기 

때문에 평면 상태에서 제작될 때의 전자기파 제어 특성과 곡면 상태

로 사용될 때의 전자기파 제어 특성 간에 변화가 있는지를 검증하여

야 한다. 특히 전도성 잉크의 경우에는 잉크를 딱딱하게 굳혀서 사용

하기 때문에 기판과 달리 취성을 가지므로 곡면 적용 시 특성이 달라

질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으로 전자기파 제어 특성 평가는 실제 제품

과 동일한 대면적 샘플을 제작한 뒤 평면에서 고가의 평가 장비를 사

용하여 직접 측정되어 왔다. 유연메타 전자소자의 전자기파 제어 특

성 또한 송⋅수신 안테나 및 네트워크 시스템 등으로 구성된 전자기

파 차폐 효율 측정기(EMI shielding tester)를 이용하여 전자기파 무반

향실(anechoic chamber) 내에서 측정되어 왔다[11-13]. 그러나 이러한 

기존의 방법으로 전자기파 제어 특성을 평가할 경우 대면적 샘플 제

작 및 고가의 측정 장비와 무반향실 구축으로 인해 시간과 비용이 많

이 소모될 뿐만 아니라 전자기파 제어 물질이 적용될 곡률에 대한 고

려 없이 평면에서 특성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실

제 제품보다 작은 샘플과 저가의 측정 장비를 사용하면서도 정확도가 

높은 전자기파 제어 특성 평가방법 개발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전자기파 제어 목적으로 만들어진 유연메타 전자소자의 단순화

된 패턴에 대해 저가의 장비로 측정이 용이한 비저항 개념을 도입하

여 곡면 유연메타 전자소자의 전자기파 제어 특성을 간접적으로 예측

하는 방법을 제시하였고 이의 유용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곡면의 곡

률에 따른 안정성 변화 여부 및 원인을 분석하였다.

2. 이론적 분석

도선의 저항은 물질의 종류, 도선의 길이, 도선 면적 등에 의해 결

정되며, 길이가 이고, 면적이 인 도선의 저항()은 식 (1)과 같다. 이

때 도선의 단면 형상이 직사각형일 경우 면적은 도선의 폭()과 두께

()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저항과 길이/면적의 비례상수인 는 

비저항(resistivity)으로 각 물질이 가진 고유저항을 뜻하며 재료 고유

의 전기적 특성이다[14].

 = 
  = 

 (1)

그러나 얇은 필름 형태의 샘플의 경우 두께가 너무 얇아 단면적을 

구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경우에 비저항 대신 사용되는 

변수가 면저항(sheet resistance)이다. 면저항은 두께가 균일한 얇은 필

름의 전기적 특성을 나타내는 인자로, 식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저

항을 필름 두께()로 나눠서 구할 수 있다[15-17]. 즉, 두께가 매우 얇

고 균일한 도선의 경우 비저항과 면저항 모두 재료의 고유한 특성으

로 간주할 수 있으며 둘은 비례 관계에 있다. 기존 연구에서 면저항이 

전자기파 제어 효율(ε)과 역의 관계에 있음이 이미 밝혀졌으므로

[17,18], 도선의 두께가 일정할 경우에는 식 (2)에 의해 비저항과 전자

기파 제어 효율 또한 역의 관계를 갖는다. 따라서 전자기파 제어 효율, 
면저항, 그리고 비저항의 관계를 정리하면 식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고, 이를 통해 도선 면적이 일정할 때 전자기파 제어 효율(ε)과 도

선 길이에 따른 저항 변화율()이 역의 관계임을 알 수 있다. 즉, 어
느 정도 길이가 확보된 직선 도선의 면적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수 있

다면 서로 다른 길이에서 다수의 저항값을 측정하여 구한 도선 길이

에 따른 저항 변화율을 통해 전자기파 제어 특성을 예측할 수 있다.

 = 
 (2)



 ∝  ∝  = 
 (3)

따라서 사전에 설계된 패턴이 모두 포함된 유연메타 전자소자를 사용

할 필요 없이 패턴과 동일한 폭과 두께를 갖는 1개의 직선 도선의 길

이에 따른 저항의 변화율을 분석하면 전자기파 제어 특성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도선 길이에 따른 저항 변화율은 저가의 멀티미

터 등을 사용하여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고 이는 2개의 프로브를 사용

하는 방식이므로 유연메타 전자소자가 평면 상태일 때와 곡면 상태일 

때 모두 측정이 가능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복잡한 유연메타 전자소

자와 동일한 두께와 폭을 갖는 단순한 직선 도선만을 사용하여 측정

이 용이한 도선 길이에 따른 저항의 변화율을 분석하여 평면과 곡면

에서의 전자기파 제어 효율 변화 여부를 판단하는 기법을 개발하였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이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도선 면적이 

일정하다는 가정이 성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도선 면적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도선을 잘라야 하는데, 자른 시편은 다시 사용할 수 없으며 

유연 물질의 특성 상 자르는 중에 도면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측정을 하더라도 측정값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또한 도

선의 모든 부분을 직접 잘라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도선을 자르지 않으면서도 도선 면적이 일정

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도선 길이에 대한 저항 그래프의 선형도를 도

선 면적 균일도의 지표로 선정하였다. 앞서 설명한 도선 길이에 따른 

저항 변화율은 도선 길이와 저항 그래프에서 나타나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 그래프의 기울기로 나타나므로, 도선의 면적이 일정하다면 모든 

도선 길이에서 기울기가 일정해야 한다. 만약 도선 내에 면적이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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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서 도선 길이에 따른 저항 변화율

이 달라지므로 도선 길이에 대한 저항 그래프의 선형도가 떨어질 것

이다. 즉, 도선 길이에 따른 저항 변화율을 이용하여 비저항 변화 여

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도선 길이에 대한 저항 그래프의 선형도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도선 면적이 일정하다는 가정이 성립함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선형도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보편적으로 사

용되는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s r)를 활용하였으며, 피어슨 상관계

수의 정의에 따라 상관계수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선형도가 우수하여 

도선 면적이 일정하다고 판단한다.

3. 실험 방법

3.1. 시편 제작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을 검증하기 위해 유연성을 가지는 지지체 

역할의 유연 고분자 기판과 전자기파 제어를 구현할 전도성 잉크를 

포함하는 직선 도선을 갖는 유연메타 전자소자를 제작하였다. Figure 
1(a)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두께 1.58 mm의 유연메타 전자소자는 

thermoplastic polyurethane (TPU) 기판에 polyethylene terephthalate 
(PET) 필름, optically clear adhesive (OCA) 필름 및 전도성 잉크를 포

함한 UV 경화 레진(resin)으로 구성되었다. 전도성 잉크는 탄소 입자

가 포함되어 있는 상용 전도성 잉크(세부 성분은 기업에서 공개하지 

않음)를 사용하였으며, 전자기파 제어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면저항

은 25 µm 두께에서 약 20 Ω/sq. 이하의 값을 갖는다. 직선 도선은 아

직 논문으로 발표되지 않은 별도의 연구에서 설계된 유연메타 전자소

자와 동일하게 Figure 1(b)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폭 800 µm 및 깊이 50 
µm로 설계하였고, 도선 길이에 대한 저항의 다수 측정을 위해 길이는 

150 mm로 설정하였다. 또한 재현성 확인을 위해 동일한 형상의 직선 

도선을 3개 제작하였다.
잉크로 패턴을 제작하는 방법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스텐실 인쇄

(stencil printing)의 경우 잉크가 모재 위에 인쇄되므로 사용 중에 잉크

가 손상되거나 제거될 위험이 높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도성 잉크

가 유연 모재 내부에 들어가는 방식으로 시편을 제작하고자 모재 내

부에 음각 패턴을 제작한 후 제작된 음각 패턴에 전도성 잉크를 채워 

넣는 형태의 시편을 구상하였다. 그러나 유연한 기판에 음각 패턴을 

직가공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금속 소재에 음각 패턴을 직

가공[19,20]한 금형을 복제하여 양각 패턴이 제작된 소프트몰드(soft 
mold)를 제작한 후 UV 경화레진을 소프트몰드에 도포하여 유연 모재

에 음각 패턴을 복제하는 방식을 사용하였으며 이를 Figure 1(c)에 개

략적으로 나타내었다. 이때 경화된 UV 경화레진의 이형이 용이하도

록 레진 위에 PET 필름을 올려 함께 경화하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레

진-PET 필름을 OCA 필름을 활용하여 TPU와 결합시켜 유연성을 유

지하면서 자중을 견딜 수 있을 정도의 강성을 지닌 유연 고분자 기판

을 제작하였다. 이렇게 제작된 유연 고분자 기판 표면의 음각 패턴에 

전도성 잉크를 채워 넣어 최종적으로 전자기파 제어 특성을 구현할 직

선 도선이 패터닝된 시편을 완성하였다.

3.2. 곡면 적용 시 전기적 특성 변화 분석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유연메타 전자소자는 단일 제품을 다양한 

곡률에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유연메타 전자

소자의 제작은 평면 상태에서 이루어지므로 이를 곡면에 적용하였을 

때 전자기파 제어 특성이 변할 가능성이 있어 곡면 적용 시 유연메타 

전자소자의 전기적 특성 변화에 대한 분석이 필수적이다. 일반적으로 

곡면 적용이 제품의 특성을 변화시켰을 경우 곡률 반경이 작을수록 

즉, 많이 굽힐수록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곡률 반경에 의

한 전기적 특성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신뢰성 측면에서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등에 적용되어 반복되는 굽힘을 견뎌야 하는 일

반 유연 전자소자가 굽힘 횟수를 변수로 하는 반복굽힘시험을 실시하

는 것과 달리, 유연메타 전자소자는 한 번 부착되면 곡률이 변하지 않

고 일정 시간 유지되므로 곡률 유지 시간을 변수로 하는 지속굽힘시

험을 통한 신뢰성 평가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연메타 전

자소자의 곡률 반경 및 곡률 유지 시간 변화에 의한 도선 길이에 따른 

저항 변화율을 측정하고 분석하였다. 
곡면 적용 및 곡률 반경에 따른 유연메타 전자소자의 전기적 특성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평면(곡률 반경 무한대) 및 곡률 반경 75, 85, 
100, 150 mm인 곡면에 대한 저항을 측정하였다. 이때 Figure 2(a)에서 

보는 것처럼 멀티미터와 프로브를 활용하여 20 mm 간격으로 100 mm
까지 길이를 늘려가며 직선 도선의 길이에 대한 저항을 측정하였고, 
곡면 실험 시에는 Figure 2(b), (c)와 같이 본 연구에서 직접 개발한 지

(a) (b)

(c)
Figure 1. (a) A vertical structure of a flexible meta electronic device, (b) an optical image of the conductive ink line pattern having 800 µm width
and (c) a schematic diagram of fabrication processes of the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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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ure 2. (a) A schematic diagram of resistance measurements by two 
probes and photos of continuous bending tests for flexible meta elect- 
ronic devices of (b) 100 mm bending radius and (c) 75 mm bending 
radius.

속굽힘시험 장비를 활용하여 곡률을 일정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실험

을 진행하였다. 지속굽힘시험 장비는 한 번 부착되면 굽힘 상태가 지

속되는 유연메타 전자소자의 특징을 고려하여 일정한 곡률을 유지하

면서 장시간 굽힘 상태를 지속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으며, 다양한 시

편 두께, 길이, 강성 및 곡률에 대응 가능하도록 제작하였다.
곡률 유지 시간에 따른 특성 변화 분석은 시편 수 및 시간제한 문제

로 인해 본 연구의 유연메타 전자소자가 적용될 응용처의 곡률 반경

인 100 mm에 대해서 수행하였다. 먼저 평면에서 20 mm 간격으로 

100 mm까지 길이를 늘려가며 직선 도선의 길이에 대한 저항을 측정

하였고, 지속굽힘시험 장비를 이용하여 곡률 반경 100 mm로 시편을 

고정시킨 직후부터 약 120 h 간격으로 1000 h 동안 평면에서와 동일

한 위치에서 길이에 대한 저항을 측정하였다. 1000 h 이후에 지속굽

힘시험 장비에서 시편을 제거한 후 평면에서 다시 한 번 길이에 대한

(a)

 

(b)
Figure 3. The variations of resistance values measured at different 
length of conductive ink line patterns with (a) radii of curvature and 
(b) duration times of curvature.

저항을 측정하였다. 이때 앞서 설명한 모든 실험에서 측정된 저항 값

의 재현성 확인을 위해 동일한 실험을 3회 반복하였다.

4. 결과 및 고찰

4.1. 유연메타 전자소자의 전기적 특성 평가 방법 검증

2장에서 설명하였듯이 도선 길이에 따른 저항 변화율을 이용하여 

유연메타 전자소자의 전자기파 제어 특성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도선 

면적이 일정하다는 가정이 성립해야 하므로 도선 길이에 대한 저항 

그래프의 선형도를 통한 도선 면적 균일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

구에서 실시한 모든 실험에서 측정된 총 135회의 저항 결과에 대해 

선형도 분석을 실시하였고, 이 중 일부를 Figure 3에 나타냈다. 이때 

측정 재현성 확인을 위해 실시한 반복 실험의 평균값을 결과값으로 

사용하였고 표준편차를 오차 막대(error bar)로 표시하였으나 그래프

에서 보는 것과 같이 오차 막대를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측정 재현성

이 우수하였다. Figur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실험에서 도선 길

이가 증가함에 따라 저항이 선형적으로 증가하였고, 그래프의 선형도

를 정량적으로 나타내는 피어슨 상관 계수는 최소 0.992 이상으로 거

의 1에 가까운 높은 값을 가져 선형도가 매우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 
동일한 조건으로 실험한 3개의 도선에서는 기울기가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같은 도선 내에서는 선형도가 매우 우수하므로 3개 도선의 도

선 면적은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각 도선의 도선 면적은 일정한 것으

로 판단된다.
Figure 3(a)는 곡률 반경에 따른 유연메타 전자소자의 전기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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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4. The variation of resistance/length values with (a) radii of 
curvature and (b) duration times of curvature.

변화 분석을 위해 실시한 실험 결과의 일부로 곡률 반경에 따라 기울

기는 약간 달라졌지만 각각의 실험 결과가 원점을 지나는 직선 형상

의 그래프로 나타난다는 점은 동일하였다. 이에 평면에서 곡면으로 

변화하거나 다양한 곡률 반경이 적용되어도 도선 면적은 위치에 관계

없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수 있었다. 또한 Figure 3(b)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곡률 유지 시간에 따른 유연메타 전자소자의 전기적 특성 변화 

분석을 위해 실시한 실험에서도 모든 결과가 원점을 지나는 직선 형

상의 그래프로 나타났으며 기울기도 유사하였으므로, 곡률 유지 시간

에 따라서도 도선 면적은 일정하였다. 곡률 반경 및 곡률 유지 시간 

변화에 관계없이 도선 면적이 일정하다는 가정이 성립되므로, 본 연

구에서 제시한 도선 길이에 따른 저항 변화율을 통해 유연메타 전자

소자의 전자기파 제어 특성을 간접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을 확

인하였다.

4.2. 곡면 적용에 따른 유연메타 전자소자의 전기적 특성 변화

본 연구에서 선정한 주요 인자 중 하나인 곡률 반경의 영향을 분석

하기 위해 평면(곡률 반경 무한대) 및 다양한 곡면에 대한 도선 길이

에 따른 저항 변화율의 평균값을 비교하여 Figure 4(a)에 나타내었다. 
곡률 반경은 시편의 길이(부채꼴의 ‘호’에 해당)와 자체 제작한 지속

굽힘시험 장비의 그립 간 거리(부채꼴의 ‘현’에 해당)에 의해 변하므

로, 동일한 시편으로 실험할 경우 곡률 반경은 그립 간 거리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적용 가능한 곡률 반경 중 그립 간 거리를 비교적 

균등하게 배분한 곡률 반경 75, 85, 100, 150 mm를 선정하였다. 먼저 

평면과 곡면에서의 유연메타 전자소자의 전기적 특성을 비교해보면 

모든 곡면에서 평면 대비 도선 길이에 따른 저항 변화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모든 곡면 중 도선 길이에 따른 저항 변화율이 최소인 

곡률 반경 150 mm에서도 약 71.23 Ω/mm로 평면에서의 도선 길이에 

따른 저항 변화율 약 65.66 Ω/mm 대비 높은 값을 가졌다. 이를 통해 

곡률 반경에 관계없이 곡면 적용 시 유연메타 전자소자의 전기적 특

성이 필연적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곡률 반경에 따

른 유연메타 전자소자의 전기적 특성을 비교해보면 곡률 반경이 감소

할수록 도선 길이에 따른 저항 변화율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도선 길이에 따른 저항 변화율이 평면 대비 곡률 반경 150 mm에서는 

9.4%, 75 mm에서는 18.2% 증가하였다. 이때 도선 길이에 따른 저항 

변화율은 곡률 반경이 감소함에 따라 완만히 증가하다가 곡률 반경 

100과 85 mm 사이에서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곡률 반경이 

유연메타 전자소자의 전기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해보면 모든 

곡면에서 평면 대비 도선 길이에 따른 저항 변화율이 증가하였고, 곡
률 반경이 감소함에 따라 증가율이 더 커졌다.

Figure 4(b)에는 다른 주요 인자인 곡률 유지 시간에 의한 유연메타 

전자소자의 전기적 특성 변화 분석을 위해 곡률 반경 100 mm에서 

1000 h 동안 곡률을 유지하며 저항을 측정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또
한 곡면 적용 전후 유연메타 전자소자의 전기적 특성 변화를 확인하

고자 실시한 곡면 실험 전후 평면에서의 도선 길이에 따른 저항 변화

율도 나타내었다. 먼저 평면에서 곡률 반경 100 mm로 변화하는 즉시 

유연메타 전자소자의 도선 길이에 따른 저항 변화율이 증가하였다. 
곡률 반경 100 mm 적용 직후 측정한 도선 길이에 따른 저항 변화율

은 약 72.50 Ω/mm로 곡면 적용 전 평면에서의 도선 길이에 따른 저

항 변화율 약 63.66 Ω/mm 대비 약 13.8% 증가한 값이었다. 이는 앞

선 곡률 반경에 따른 유연메타 전자소자의 전기적 특성 변화 분석의 

결과와도 일치하며, 곡면 적용 시 유연메타 전자소자의 도선 길이에 

따른 저항 변화율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곡률 유지 

시간이 유연메타 전자소자의 도선 길이에 따른 저항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곡률 유지 시간에 따라 그 값이 일부 변하기는 하였으나 

곡면 적용에 따른 변화에 비하면 그 정도가 미미하였다. 곡률 반경 

100 mm에서 1000 h 동안 곡률을 유지하며 실험한 결과의 평균값은 

약 70.75 Ω/mm로 평면 대비 약 11.1% 증가한 값을 가졌으며 곡률 

유지 시간에 의해 ± 2.7%의 오차 범위를 가졌다. 곡률 유지 시간에 

의한 유연메타 전자소자의 전기적 특성 변화는 Figure 4(b)에서 보는 

바와 같이 뚜렷한 변화 양상이 없고, 변화율 또한 곡면 적용에 따른 

변화에 비하면 미미하므로 곡률 유지 시간에 의한 영향은 없다고 판

단하였다. 마지막으로 곡면 실험이 끝난 후 다시 평면에서 측정한 유

연메타 전자소자의 도선 길이에 따른 저항 변화율은 곡면 대비 감소

하긴 하였으나 곡면 실험 전 평면보다는 다소 높은 값을 가졌다. 곡면 

실험 후 평면에서의 도선 길이에 따른 저항 변화율은 약 66.45 Ω/mm
로 곡면 실험 전 평면 대비 약 4.4% 높은 값이었다. 즉, 곡면 실험 시 

증가한 유연메타 전자소자의 도선 길이에 따른 저항 변화율이 곡면 

실험 후 다시 평면으로 되돌렸을 때에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이
를 통해 평면에서 곡면으로 변화할 때 유연메타 전자소자의 전기적 

특성에 영향을 주는 영구적인 변화가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4.3. 곡면 적용 시 유연메타 전자소자의 도선 길이에 따른 저항 변

화율 증가 원인 분석

평면에서 제작한 필름을 곡면에 적용하게 되면 아무리 얇은 필름일

지라도 한 면은 인장응력을, 다른 한 면은 압축응력을 받는다. 유연메

타 전자소자의 경우 곡면 적용 시 인장응력이 가해지는 면에 도선이 

존재하므로 곡면 적용 시 가해진 인장응력이 도선 길이에 따른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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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The variation of tensile stress and resistance/length values 
measured at different radii of curvature.

변화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곡면 적용 시 유연메타 

전자소자는 탄성 거동을 보이므로 인장응력은 식 (4)와 같이 후크의 

법칙(Hooke’s law)[21]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이때 비례상수 

는 탄성계수(Young’s modulus), 는 변형률에 해당한다. UV 경화레진

의 탄성계수는 본 연구에서 나노인덴테이션 시험법을 사용하여 구했

으며 0.50 GPa로 나타났다. 또한 필름을 굽혔을 때 곡률 반경()에 따

라 필름의 특정 면에 걸리는 변형률은 식 (5)를 통해 구할 수 있으며

[22], 이때 는 중립면으로부터의 거리로 본 연구에서는 표면에 작용

하는 변형률이 필요하므로 는 전체 필름 두께()의 절반에 해당한다.

 =  ‧  (4)

 = 
  = 

 (5)

측정한 탄성계수() 0.5 GPa과 전체 필름 두께() 1.58 mm를 통해 

곡률 반경에 따라 유연메타 전자소자의 표면에 걸리는 인장응력을 계

산하였고, 이때 계산된 인장응력(●)과 도선 길이에 따른 저항 변화율

(◇)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자 곡률 반경에 대한 두 값을 Figure 5에 

하나의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Figure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곡률 반경

이 증가함에 대한 인장응력과 도선 길이에 따른 저항 변화율의 감소 

비율이 거의 유사하므로 인장응력이 도선 길이에 따른 저항 변화율에 

영향을 주는 주요 인자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곡면 적용 시 가해

진 인장응력이 유연메타 전자소자에 어떠한 변화를 일으켰고 이로 인

해 유연메타 전자소자의 도선 길이에 따른 저항 변화율이 변하게 된 

것이다. 

4.3.1. 인장응력에 의한 도선 길이 증가 영향 분석

식 (1)에 따라 저항은 길이에 비례하고, 유연메타 전자소자 상부의 

길이가 증가함에 따라 도선 길이도 동일하게 증가하므로 인장응력에 

의한 도선 길이 증가를 저항 변화의 원인으로 고려할 수 있다. 만약 

길이 증가에 의해 저항이 증가하였다면 길이 증가율과 저항 증가율이 

유사하게 나타나야 한다. 길이가 이고, 두께가 인 시편에 곡률 반경 

을 적용시켰을 때, 중립면은 Figure 6에서 보는 것처럼 길이 을 유지

하지만 인장응력이 적용된 면은 곡면 적용 시 가해진 인장응력에 의

해 길이가 증가하게 되며 이때의 길이를 라고 하였을 때, 과 는 

각각 식 (6)과 식 (7)로 나타낼 수 있다.

Figure 6. A schematic diagram of curved shapes of a flexible meta 
electronic device.

 =  (6)

 = 

 = 


 =  


 = 


 (7)

본 실험에 사용한 시편은 길이()가 200 mm, 두께()가 1.58 mm로 곡

률 반경() 중 가장 길이가 많이 늘어나는 조건인 75 mm에서 인장응

력이 가해진 면의 길이가 중립면 대비 2.11 mm, 약 1.05% 증가하게 

된다. Figure 3(a)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면에서 곡률 75 mm로 변경하

였을 때 저항은 약 21% 증가하였으므로 도선 길이 증가 비율은 실제 

저항 증가 비율에 비해 매우 작은 값이다. 또한 인장응력에 의한 길이 

증가는 곡면 제거 시 사라지는 가역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4.2절에서 

얻은 영구적인 변화 결과와도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인장응력에 

의한 도선 길이 증가가 유연메타 전자소자 도선 길이에 따른 저항 변

화율 변화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수는 있으나 주된 요인은 아님을 알 

수 있었다.

4.3.2. 인장응력에 의한 크랙 생성 영향 분석

곡면 적용 시 발생한 인장응력에 의해 유연메타 전자소자에 일어난 

또 다른 변화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이 도선 내부의 크랙 생성이다. 전
도성 잉크를 포함한 직선 도선의 경우 유연 고분자 기판과 달리 취성

을 띄기 때문에 인장응력이 가해졌을 때 크랙이 생성되기 쉬우며, 크
랙 생성은 저항 변화율에 영구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4.2
절에서 얻은 결론과도 일치한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곡면을 적용하

지 않은 유연메타 전자소자의 도선과 곡면을 적용한 유연메타 전자소

자의 도선을 각각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여 Figure 7에 서로 비교하

였다. Figure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곡면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와 곡

면을 적용한 경우에서 크랙의 방향, 개수 그리고 폭이 서로 다르게 나

타났다.
유연메타 전자소자의 도선에서 관찰된 크랙은 방향에 따라 도선 경

계부를 따라 길이 방향으로 형성된 수평방향 크랙과 경계부에 수직하

게 도선 내부 방향으로 생성된 수직방향 크랙으로 나눌 수 있다. 
Figure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곡면을 적용하지 않은 도선과 곡면을 적

용한 도선에서 수평방향 크랙과 수직방향 크랙이 모두 관찰되었다. 
수평방향 크랙의 경우 곡면 적용 여부와 무관하게 도선의 경계부를 

따라 발생하였고, 이는 시편 제작 과정 중 전도성 잉크가 경화될 때 

발생하는 수축에 의한 결과로 판단된다. 또한 수직방향 크랙에 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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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7. SEM images of the conductive ink line patterns (a) before 
being curved and (b) after being curved (Two photos were taken from
different line patterns which were fabricated simultaneously under the 
same conditions).

면 수평방향 크랙은 도선의 전류 흐름 방향과 유사한 방향으로 형성

되어 도선의 저항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이와 직결되는 전자기

파 제어 성능 변화 또한 미미할 것으로 생각된다. 단, 도선 경계부에 

발생한 수평방향 크랙이 유연 고분자 기판과 도선의 접합력을 저하시

켜 도선이 탈락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고, 추후 제품으로 사용될 때는 유연메

타 전자소자 상단에 도선 보호를 위한 패키징이 추가될 예정이므로 

유연 고분자 기판과 도선 간의 접합력에 의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

각된다. 반면, 수직방향 크랙의 경우 일반적으로 크랙이 인장응력에 

수직한 방향으로 생성되는 점을 고려할 때, 곡면 적용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예상되며, 도선 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형성되

었으므로 도선의 저항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

서 곡면을 적용하지 않은 도선과 곡면을 적용한 도선의 수직방향 크

랙의 개수와 폭을 비교해보았다.
수직방향 크랙의 개수는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크랙 밀도(crack 

density) 개념을 활용하여 구하였다. 크랙 밀도는 단위가 number/mm
로 전자현미경 사진에 무작위로 선을 그어 선과 만나는 크랙의 개수

를 선의 길이로 나눠서 구한다[23]. 즉, 크랙의 개수와 크랙 밀도는 비

례 관계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사전자현미경(scanning electron mi-
croscope)을 이용하여 × 1000 배율로 촬영한 약 40장의 사진을 이어 

붙인 파노라마 사진을 사용하여 도선 내 수직방향 크랙 밀도를 구하

였다. 이렇게 구한 수직방향 크랙 밀도는 곡면을 적용하지 않은 도선

에서 0.721 number/mm, 곡면을 적용한 도선에서 1.42 number/mm로 

곡면 적용 시 약 2배 증가하였고, 이를 통해 곡면 적용 시 수직방향 크

랙의 개수가 증가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Figure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수직방향 크랙이 수평방향 크랙과 연결되어 있고 

도선 경계부에서 안쪽으로 갈수록 크랙 폭이 좁아지는 것을 통해 크

랙이 도선 경계부에서 내부로 진전하였다고 판단하였다[24]. 즉, 곡면 

적용 시 도선에 인장응력이 가해지면서 도선 경계부에 존재하던 수평

방향 크랙의 노치와 같은 곳에 응력집중 현상이 발생하여 크랙이 생

성되고, 이 크랙이 내부로 진전하면서 생성된 수직방향 크랙이 유연

메타 전자소자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혀 전기적 특성을 변화시켰을 것

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수직방향 크랙이 유연메타 전자소자의 전기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라면 곡률에 따른 전자기파 제어 특성 예

측의 정확도를 위해 일정한 곡률에서 수직방향 크랙의 분포가 일정한

지에 대한 추가 검증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는 4.1장에서 제시한 유

연메타 전자소자의 전기적 특성 평가 방법 검증 당시 이미 검증된 것

으로 봐도 무방하다. 곡면 상태에서의 도선 길이에 따른 저항 그래프

의 선형도가 우수하다는 것은 도선의 면적, 형상과 더불어 손상 정도 

또한 균일하다는 뜻으로 전체 도선에 크랙이 일정하게 분포되어 있음

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Figure 4(b)를 보면 곡면 적용 후 평면에서 측정한 도선 길이에 따

른 저항 변화율이 곡면 적용 전 평면 대비 약 4% 증가한 값을 가졌지

만, 곡면 적용 전 평면 대비 약 11% 증가한 곡면과 비교하면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인장응력에 의해 전도성 잉크에 발생한 손상에 

새로 생성된 수직방향 크랙과 같은 영구적인 손상 이외에 인장응력 

제거와 함께 회복되는 손상도 존재한다는 뜻으로, 인장 응력 제거 시 

변하는 수직방향 크랙 폭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존재

하던 수직방향 크랙의 경우 곡면 적용 전 평면의 전기적 특성 변화 

측정 시 이미 영향을 주었겠지만, 곡면 적용 시 인장응력이 가해져 폭

이 넓어지게 되면 그 영향이 더 심화되어 추가적인 전기적 특성 변화

를 가져왔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를 반대로 생각하면 곡면 적

용 시 증가한 수직방향 크랙의 폭은 곡면 제거와 함께 회복될 것으로

도 예상된다. 곡면 적용 시 증가한 수직방향 크랙의 폭은 곡면 적용 

시 도선에 가해진 인장응력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곡면 제거 시 인장

응력이 해소되면서 증가했던 수직방향 크랙의 폭도 함께 회복되기 때

문이다. 특히 크랙 폭이 작은 부분의 경우에는 곡면 상태에서 크랙으

로 존재하던 부분들이 곡면 제거 시 다시 붙으면서 그 부분의 크랙이 

소멸된 것과 같은 효과를 보일 것이다. 즉, 곡면 적용 시 인장응력에 

의해 기존에 존재하던 전도성 잉크 내부 수직방향 크랙의 폭이 증가

하여 도선 길이에 따른 저항 변화율이 증가하였고, 곡면 제거 시 증가

한 수직방향 크랙의 폭은 다시 줄어들어 이로 인해 증가한 도선 길이

에 따른 저항 변화율은 회복된다. 이를 통해 곡면 적용 시 발생한 인

장응력이 도선에 영구적인 손상과 회복 가능한 손상을 복합적으로 발

생시켰음을 알 수 있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고분자 유연메타 전자소자의 곡률 안정성을 평가하

기 위해 전기적 특성 변화를 통해 전자기파 제어 특성을 예측하는 방

법을 개발하였고 아래와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도선 면적이 일정할 때 도선 길이에 따른 저항 변화율과 전자기

파 제어 특성이 역의 관계임을 활용하면, 간단한 측정 장치로 측정한 

직선 도선의 길이에 따른 저항값을 통해 고분자 유연메타 전자소자의 

전자기파 제어 특성을 예측할 수 있다. 이때 도선 면적 균일도는 도선 

길이에 대한 저항과 도선 길이 간의 선형도를 통해 검증할 수 있다.
(2) 위 방법을 통해 고분자 유연메타 전자소자의 곡률 안정성 평가

를 수행한 결과 모든 곡면에서 평면 대비 도선 길이에 따른 저항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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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이 높았고, 이때 도선 길이에 따른 저항 변화율은 곡률 반경이 감소

할수록 증가하고 곡률 유지시간에 의해서는 변하지 않았다.
(3) 곡면 적용 시 고분자 유연메타 전자소자의 곡률 반경에 따라 다

른 인장응력이 인가되며 곡률 반경에 의한 도선 길이에 따른 저항 변

화율과 인장응력의 변화 양상이 매우 유사하므로, 인장응력에 의해 

유연메타 전자소자의 도선 길이에 따른 저항 변화율이 달라진다.
(4) 곡면 적용 전·후 평면을 비교하였을 때, 곡면 적용 시 증가한 고

분자 유연메타 전자소자의 도선 길이에 따른 저항 변화율이 곡면 실

험 후 다시 평면으로 되돌렸을 때 일부만 회복되었으므로, 곡면 적용 

시 인장응력에 의해 발생한 도선 길이에 따른 저항 변화율 증가 원인

은 영구적인 현상이면서도 인장응력이 제거되면 일부는 가역적으로 

회복되는 현상이다. 
(5) 인장응력이 도선에 가해질 때 부서지기 쉬운 취성 특성을 갖는 

전도성 잉크 내부에 파괴가 일어나기 쉬우므로 도선 내 수직방향 크

랙이 생성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크랙 생성은 영구적인 현상이

면서도 곡면에서 평면으로 돌아올 때 크랙 폭이 감소하므로 폭이 좁

은 일부 크랙은 전기가 통할 수 있을 정도로 다시 붙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위에 관찰된 영구적인 현상이면서도 일부 가역적으로 회복

되는 현상에 부합된다.
(6) 이를 검증하기 위해 곡면을 적용하지 않은 고분자 유연메타 전

자소자와 곡면을 적용한 고분자 유연메타 전자소자의 도선들 내부에 

존재하는 도선의 수직방향 크랙 밀도를 측정한 결과, 곡면을 적용한 

도선에서 적용 전에 비해 크랙 밀도가 약 1.9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곡면 적용 시 인장응력에 의해 생성된 도선 수직방향 크

랙으로 인해 도선 길이에 대한 저항 변화율 증가하였고 평면으로 돌

아왔을 때 저항 변화율이 일부 회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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