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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액체금속과 EGaIn

액체금속이란 녹는점이 낮아 상온에서도 액체 상

(phase)을 유지하는 금속성 물질을 말한다. 단일원소

로 이루어진 액체금속에는 수은, 세슘, 라듐, 프란슘, 

루비듐 등이 있으며, 갈륨-인듐 공융합금(eutectic 

Ga-In alloy, EGaIn)과 같은 갈륨기반 합금 등도 상

온에서 액체상을 유지한다. 액체금속은 금속이기 때

문에 전도도가 높고(수은:~1.1 x 106 S/m, 세슘:~5 x 

106 S/m, 갈륨:~1.8 x 106 S/m, EGaIn:~3.4 x 106 S/

m), 상온에서 액체이기 때문에 적절한 고분자 몰드

에 주입하면 초신축성 전극을 제작할 수 있어, 이를 

유연 소자나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에 적용하는 연구

가 최근들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3]. 하지만 대

부분의 액체금속은 중금속이며 안전성에 문제가 있

어 그 이용에 제약이 따른다. 예를 들어, 가장 대표

적인 액체금속인 수은은 높은 독성을 가지고 있다. 

세슘과 프란슘은 방사성물질이며, 세슘과 라듐은 반

응성이 매우 크다. 하지만 갈륨계 액체금속은 이러

한 문제점이 다소 적기 때문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

다[4]. 대표적 갈륨계 액체금속에는 갈륨과 인듐의 

합금인 EGaIn과 갈륨-인듐-주석 합금인 갈린스탄

(Galinstan) 이 있다. 

EGaIn은 질량비로 갈륨 75%와 인듐 25%의 공융

조성(eutectic compositions)에서 합금을 이루고 있는 

금속이며, 녹는점이 15.5 oC로 낮아서 상온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5]. EGaIn은 전도도(3.4 x 103 S/cm)

[6-7]가 높고 점성도 물의 반 정도로 매우 낮다[8]. 다

른 액체금속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독성 및 반응성

이 작으며 증기압도 낮아 안전하다[9-10]. EGaIn 자

체 표면장력은 624 mN/m로 매우 크나, EGaIn의 표

면에 형성되는 수 나노미터 두께의 갈륨 산화막이 

표면장력을 낮춰주어 구형 이외의 모양으로 성형이 

가능하며 마이크로 채널과 같은 좁은 공간에도 안정

적으로 주입할 수 있다[10-12]. 이와 같은 다양한 장

점 덕분에, 2000년 후반부터 전자소자(e.g. 전도성 와

이어, 태양 전지, 다이오드, 메모리 저장 장치 등), 

3D 프린팅 기술, 물리/화학 센서부터 약물 전달 매개

체와 같은 바이오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EGaIn을 활용한 연구가 발표되어오고 있다. 본 하이

라이트에서는 대표적 갈륨계 액체금속인 EGaIn의 

최근 연구동향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연구 동향은 그 동안 EGaIn이 적용되어온 여

러 응용분야 중, (1) 전자소자의 전극물질로의 활용

된 사례, (2) 물리 센서에 적용된 사례, (3) 바이오 분

야에 응용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 순으로 소개한다.

전자소자의 전극 물질로 활용

EGaIn 액체금속의 대표적인 응용사례는 다양한 

전자소자의 전극 물질로 이용하는 것이다. EGaIn 액

체금속 전극은 소자에 유연성과 신축성을 부여하고 

극대화할 수 있다. EGaIn은 금속의 높은 전도도와 

액체의 흐름 특성을 가지고 있어, 적절한 탄성체 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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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를 이용하면 초신축성 전극을 제조할 수 있다[13-

14]. 그림1-a,b는 초신축 탄성 고분자 튜브에 EGaIn

을 주입하여 초신축 전도성 와이어를 개발한 연구이

다. EGaIn 와이어의 길이를 약 10배 늘려도 전도성

을 유지한다[13]. 더불어, (고체와 달리) 액체는 만나

면 다시 병합(merging)되는 성질을 이용해 자가 치유

(self-healing) 전극을 제조할 수 도 있다(그림1-c)[15-

16]. 마이크로 채널에 EGaIn을 주입하여 만든 전극

을 잘랐다가 붙여도 EGaIn 액체금속끼리 다시 완전

한 연결을 형성하여 전기가 통하게 된다[15].

EGaIn은 전도도가 높고 변형이 용이하기 때문에 

유연 태양전지[17-20], 전자소자 및 메모리 소자[21-

22], 센서 등의 전극으로도 활용 가능하다. EGaIn 표

면에 형성되는 갈륨 산화막은 band-gap이 약 5 eV

그림 1.   (a, b) 고분자 튜브에 EGaIn을 주입한 초신축성 전도성 와이어;(a) 늘리기 전 (2cm) (b) 늘린 후 (20cm)[13]. (c) EGaIn채널 전극
을 이용한 자가치유(self-healing) 전기회로. EGaIn 전극 채널을 포함한 고분자 기판을 잘랐다가 다시 붙여도 전기가 통한다[15]. 

그림 2   (a) EGaIn전극과 수화젤 전해질을 기반으로하는 유연 다이오드. PAA젤/EGaIn 전극 계면에서만 전압 방향에 따라 절연 갈륨 산
화막이 생기거나 없어지면서 전류가 한쪽으로만 흐른다. (b) (a)에 나타난 다이오드소자의 정류특성을 나타내는 전류-전압 그래
프[22]. (c) EGaIn 전극과 수화젤 전해질을 기반으로한 메모리 소자회로 프로토타입. (d) (c)에 나타난 회로의 각 메모리 노드의 저
항이 독립적으로 제어됨을 보여주는 그래프. “낮은 저항”과 “높은 저항”은 각각 “1(on)”과 “0(off)”의 2진법 디지털 시그널로 인식 
가능하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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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부도체에 가깝다[23]. pH환경이나 가해지는 전압

에 따른 전기화학반응에 의해 EGaIn 표면에 형성된 

갈륨 산화막의 두께가 달라지며, 결과적으로 EGaIn 

전극의 계면저항이 영향을 받게 된다[24]. So 등은 

두 개의 EGaIn 전극 사이에 pH3.3인 PAA와 pH10

인 PEI 젤을 두어 전기가 한쪽으로 흐르는 다이오

드 소자를 개발하였다(그림2-a). pH가 다른 두개의 

젤 환경에서, 한쪽 EGaIn 전극은 절연 산화막을 형

성하고, 다른쪽 EGaIn 전극은 산화막이 없는 상태를 

유지한다. 이러한 비대칭 산화막 형성에 의해 그림 

2-a,b와 같이 전류가 한쪽으로만 흐르는 정류특성

을 나타내게 된다[22]. Koo 등은 EGaIn/PAA젤/PEI

젤/EGaIn의 유사한 소자구조를 이용하여 메모리 소

자를 발표하였다. 전압을 가해, 한쪽 EGaIn 전극 표

면의 산화막 전극 두께를 제어하여 전체 소자 저항

을 “낮은 저항”과 “높은 저항”의 두가지 상태로 변환

시킬 수 있는데, 이를 각각 “1(on)”과 “0(off)”의 2진법 

디지털 신호로 인식하면 메모리 소자로 활용이 가능

하다. 그림2-c,d와 같이 EGaIn 마이크로 채널 전극

을 교차시키고, 각 교차점에 PAA/PEI 젤을 삽입하

여 EGaIn/젤 기반 유연 메모리 회로의 프로토타입을 

제작했다. 생체친화적인 젤을 기반으로 하는 본 메

모리 소자는 인체삽입형 소자나 인공신경/인공뇌 개

발 연구에도 적용될 수 있다[21]. 

EGaIn의 일함수(work function)는 4.3 eV로 일반

적 유기태양전지의 전극으로 사용되는 알루미늄의 

일함수 값(~4.2 eV)과 비슷하다[19]. Lipomi 등은 알

루미늄 전극 대신 EGaIn을 사용하여 유연하고 신축

성 있는 유기태양전지를 제작하였다(그림3-a,b)[18]. 

이 유기태양전지는 1.2%의 광전변환 효율(photon-

to-current conversion efficiency, PCE)을 보였으며, 

strain을 18.5%까지 가했을 때도 그 효율이 유지되었

다. Savagatrup 등은 EGaIn을 수은적하전극(Dropping 

Mercury Electrode, DME)처럼 만들고 유기 반도체 필

름에 가역적으로 접촉하여 태양전지효율을 측정하

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그림3-c)[19]. 이 연구팀은 

위치에 따라 온도와 두께를 다른-그 결과 위치에 따

라 효율도 다른-단일 태양전지를 제작한 후, 태양 전

그림 3.   (a) EGaIn 전극 기반의 신축성 있는 유기태양전지의 제작과정 (b)(a)의 태양전지에 strain을 0%와 18.5% 가했을 때의 전류밀도-
전압 그래프. strain을 가하여도 효율에는 영향이 없다[18]. (c) EGaIn 적하전극 (dropping electrode)를 이용한 태양전지 측정 시
스템의 모식도[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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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각 부분을 EGaIn 적하전극으로 접촉, 비접촉을 

반복하며 효율을 측정함으로써 최대효율을 얻기 위

한 온도와 유기태양전지 두께 조건을 찾아낼 수 있었

다. EGaIn 전극을 기반으로 한 태양전지는 효율이 아

직은 낮으나 진공 증착이 필요 없고 유연성/신축성이 

있는 태양전지를 개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연구분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유연 압력/변이 센서 개발에 적용

EGaIn은 끊어질 염려가 적고, 주어지는 힘에 대

해 모양의 변화가 쉽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저항변화를 이용한 물리 센서로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또, 상온에서 액체 상인 EGaIn은 표면 장력

을 낮춰주는 표면 산화막이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 

채널에 주입하기가 용이하다. 따라서 마이크로 패턴

을 활용한 다양한 구조의 EGaIn 센서를 제작할 수 

있다. EGaIn이 주입된 마이크로 채널 등에 힘이 가

해지면 마이크로 채널의 모양이 변형되고, 따라서 

EGaIn이 채워진 채널의 길이나 단면적 등이 변한다. 

도체의 저항은 간단하게 아래의 식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길이(DL)와 단면적(DA)이 변함에 따라 전체 

저항이 변하게 된다(ρ는 비저항).  

 r·DL
DR = ---------

 DA

그러므로, 마이크로 채널에 채워진 EGaIn 액체

금속의 저항이 외부 압력이나 변형 등에 따라 변하

는 원리(piezo-resistivity)를 이용해 간단한 구조의 압

력/변이 센서를 만들 수 있다(그림4-a)[25]. 지금까지 

나선형 구조, 구불구불한 구조, 교차된 구조 등의 다

양한 채널 디자인을 이용한 센서들이 보고되었다(그

그림 4.   EGaIn을 이용한 다양한 센서들. (a) 마이크로 채널에 채워진 EGaIn 센서의 압력에 대한 저항변화 그래프. 삽입된 그림은 압력이 
가해졌을 때 그 부분과 주변의 단면적이 감소하는 것을 표현한 모식도[25]. (b) 압력 감지를 위한 나선형 채널과 구불구불한 모양
의 EGaIn 마이크로 채널[25]. (c) EGaIn이 주입된 두 마이크로 채널이 수직으로 교차된 구조를 이용한 웨어러블 키패드[26]. (d) 
곡률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구조를 나타내는 모식도[27]. (e) 모세관 형태의 탄성체 튜브에 EGaIn을 주입한 뒤 두 선을 꼬아 제작
된 변이/비틀림 센서. (f) (e)에 나타난 센서의 비틀기에 따른 커패시턴스 변화 그래프. 비틀수록 EGaIn 전극 간의 거리는 감소하
고 접촉 면적은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커패시턴스가 증가한다[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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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4-b,c)[25-26]. 교차된 구조를 이용한 EGaIn 압력 

센서는 두 채널이 교차하는 지점의 압력을 전기적 

신호로 읽어 들일 수 있기 때문에 웨어러블 키패드

로 응용될 수 있다. EGaIn의 단면적 변화로 인한 저

항 변화는 압력 센서뿐만 아니라 곡률 감지 센서로

도 활용이 가능하다. PDMS로 제작된 두 개의 얇은 

필름을 연결하는 기둥을 중앙에 두어 붙이고 EGaIn

을 기둥 바로 위에 있는 마이크로채널에 주입해 곡

률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를 제작하였다(그림 4-d)

[27]. PDMS가 구부려지면, 윗 PDMS 필름은 팽창하

고 아래 PDMS 필름은 수축하면서 두 필름을 연결

하고 있는 기둥이 EGaIn 채널에 압력을 가하게 되어 

채널의 변형을 야기한다. 이 때 곡률에 따라 EGaIn 

채널에 가해지는 압력이 다르기 때문에 저항도 달

라지는 원리를 이용하여 곡률을 직접 센싱할 수 있

게 된다. 이 부드럽고(elastic modulus E ~ 1MPa) 유연

한(maximum strain > 350%) 곡률 센서를 이용해, 최

초로 관절의 굴절 각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센서도 함께 연구되었다[28]. 이는 향후 생체 모

방 로봇 등에 활용될 수 있다. 

외부 압력이나 변이에 따른 저항변화를 이용한 

방식 대신, 커패시턴스 변화를 측정하여 센서에 적

용한 연구도 있다. 커패시턴스는 다음과 같은 간단

한 식으로 계산될 수 있으며 전극의 면적(DA)과 전

극간 거리(∆d)에 따라 커패시턴스 값이 변화하게 된

다. (e은 전극사이 유전체의 유전율)

 DA
DC = e ------

 Dd

그러므로, 두개의 EGaIn 전극 사이에 적절한 유전

물질층이 샌드위치되어 있는 형태의 소자를 만들어 

압력/변형에 따라 커패시턴스가 변하는 원리(piezo-

capacitivity)를 이용하여 물리센서를 제작할 수 있다. 

Cooper 등은 모세관 형태의 탄성체 튜브에 EGaIn을 

삽입한 뒤 두 선을 꼬아 이중나선 형태의 섬유 센서

를 디자인하였다(그림4-e). 이 센서는 늘리는 정도, 

비트는 정도나 방향 등에 따라 커패시턴스가 달라진

다. 예를 들어, 이 섬유를 꼬여진 방향으로 비트는 힘

을 가할 경우, EGaIn 채널 전극 거리가 감소하고, 접

촉 면적은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커패시턴스가 증가

하게 된다(그림4-f). 결과적으로 커패시턴스를 측정

함으로써 비틀림과 strain을 효과적으로 감지할 수 있

다. 특히, 액체상태의 EGaIn 채널전극 덕분에 기존의 

센서보다 100배 더 큰 비틀림까지도 감지할 수 있다

[29]. 이 EGaIn 섬유센서는 향후 인공 근육 제작, 로봇 

공학 등에 활용 가능성이 높다[30-31].

바이오 분야에 응용

EGaIn은 특성이 비슷한 수은보다 비교적 독성

이 낮다고 알려져 있어 바이오 분야 연구에 적용하

기가 보다 용이하다[9, 32]. EGaIn의 상대적으로 낮

은 독성 덕분에, 최근들어 EGaIn 나노입자를 제조

하여 이를 약물전달시스템(drug-delivery system, 

DDS)[33-34]이나 의공학(biomedical engineering)

[35] 분야에 응용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진행되

고 있다. EGaIn 입자의 표면이 티올화 리간드

(thiolated ligand)에 의해 안정되는 것을 이용하여

[36-37] Lu 등은 EGaIn 나노-비드 표면에 항생

물질 독소루비신(Dox)을 운반하는 리간드를 부

착시켜 약물전달 시스템에 응용한 바가 있다. 

(그림5-a)[33] 그림5-b는 EGaIn 기반 약물전달 시스

템을 사용하였을 때, 자궁암세포인 HeLa cell의 세포

생존도를 나타낸 그래프 이다. 항생물질없이 EGaIn 

나노입자(LM-NP/L)만 세포에 주입했을 때에는 세

포 사멸율이 10% 미만으로 낮았으며, 독소루비신 약

물만 주입했을 때에는 세포가 최대 60% 사멸하였다. 

반면에, 독소루비신 약물 리간드가 부착된 EGaIn 나

노 약물전달 입자(LM-NP/Dox-L)를 주입하였을 때

에는 HeLa 암세포가 최대 80% 이상 사멸한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이는 EGaIn 나노입자가 매우 효과

적인 약물전달 매개체로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

다[33]. 티올(thiol)기를 가진 고분자는 EGaIn 표면의 

갈륨 산화막과 결합하여 자기조립 단층막을 형성한

다. 이 때 단백질, 효소 등이 결합된 고분자를 EGaIn 

액적(droplet) 표면에 결합시켜, 세포표면 흡착,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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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간 병합(binary fusion), 효소반응, 자체추진 이동

(self-propelled movement) 등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

하는 액체금속 입자를 개발한 연구가 발표되었다

[35]. 한 예로서, 그림 5-c,d에서는 catalase 효소가 결

합된 EGaIn 액적표면에서 과산화수소가 물과 산소

로 분해되는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준다. 나아

가 산소기체 발생 반응시 생기는 추진력을 이용하여 

EGaIn 액적의 이동을 가능하게 할 수 있었다. 이러

한 원리를 발전시킨다면 생리학적 환경에서 자체추

진이 가능한 연성 마이크로 로봇 개발에 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 및 전망

액체금속은 액체처럼 흐르지만 전도도가 높기 때

문에 유연성, 신축성 있는 다양한 전자소자의 전극 

물질로 아주 매력적인 물질이 될 수 있다. 그 중에서

도, 대표적인 갈륨계 액체금속인 EGaIn은 표면 산화

막 덕분에 표면장력 및 점성이 낮아 마이크로 패턴 

형성에 용이하며, 수은, 라듐 등의 다른 액체금속들

에 비해 독성이 낮고 안정성이 높아 전자소자의 전

극 물질로뿐만 아니라 바이오 분야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다. 본 하이라이트에서

는 다양한 EGaIn 응용 연구 사례 중, 전자소자(전도

성 와이어, 태양전지, 메모리 소자 등), 물리센서, 바

이오 분야(약물전달 및 마이크로 로봇)를 중심으로 

소개하였다. EGaIn의 독특한 특성들 때문에 최근들

어 EGaIn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EGaIn을 

이용한 많은 연구들이 계속해서 소개되고 있다. 하

지만, 표면 산화막 때문에 생기는 전기화학특성이나 

표면 성질 등에 대해 여전히 탐구해야할 것들이 많

이 남아있다. 또한 전자소자나 센서 등에 응용하기 

위해서는, 상온에서 액체로 존재하는 EGaIn을 누수

없이 확실하게 encapsulating/packaging 할 수 있는 기

술과 정교한 패터닝 기술을 요구된다. 이러한 부분

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수행된다면, EGaIn 액체금

속은 지금보다 더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중요한 역

할을 수행할 차세대 신물질로 각광받을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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