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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최근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분야인 개인정보 

플랫폼과 Internet of Things (IoT)로 인해서 유연

하면서도 신축성이 있는 전자장치에 대한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다. 신축성이 있

는 전자장치는 다양한 형태로 제작이 될 수 있는

데 그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은 단연 신축성

이 있는 소재 위에 전극소재를 패턴 하는 방식이

다. 신축성이 있는 소재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

고 상품화가 되어있는 제품들이 많이 존재한다. 
하지만 신축성이 있는 전극 소재는 기존의 전극들

인 실리콘, 단결정, 메탈, 산화철 등이 가지고 있는 

단단함으로 인해서 기존의 성능을 유지하면서 유

연함과 신축성을 가지는 것이 어려웠고 이러한 어

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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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6]. 위에서 설명한 기존 전극 물질의 문제점

을 해결하기 위한 방식으로 크게 두 가지가 제시 

되었는데[7,8], 첫 번째로 전극소재는 기존의 물질

을 사용하지만 이를 신축성을 가질 수 있는 구조 

즉, 물결무늬[9,10], serpentine 무늬[11], 메시 구

조[12] 등으로 패턴 하여 신축성을 가지게 하는 방

식이다[13,14]. 이는 기존에 연구가 되었던 높은 

전기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들을 다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지만, 전극소재 자체가 가

지고 있는 물질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식은 아니

다. 두 번째는 완전히 새로운 전극소재를 사용하

는 방법이 있다. 기존의 전극 소재가 가지고 있는 

단단함을 극복한 카본 나노튜브(CNT)[15], 메탈

나노와이어(NWs)[16], 그래핀[17,18], 카본블랙(CB) 
[19], 메탈 나노파티클(NPs)[20] 등을 유연하면서

도 깨지지 않는 폴리머 매트릭스에 골고루 분산시

켜 물리적 변형에도 전기적인 성질을 유지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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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기술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다양한 웨어러블 기기들이

시장에 소개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런 다양한 웨어러블 기기에 사용하기 위한 유연/신축 전극 연구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원하는 센서의 신축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고 있다. 기존에 사용되던 단단한 물질에

서 탈피하여 높은 신축성과 전도성을 가지고 있는 나노물질들을 사용하는 시도부터 더 높은 신축성을 가지는 구조를

디자인하는 방식까지 재료과학에서 기하 엔지니어링 등 다학재 간의 융합을 통해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유연/신축

전극소재는 전극만으로 사용되는게 아니라 변형률 센서 자체로도 쓰일 가능성이 있는 다기능성 재료로 이전보다 점점

더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기고문에서는 나노물질들을 사용한 다양한 신축/유연 전극소재의 소개와 더 

높은 신축성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동향을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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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이 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새로운 전극 소

재가 가지는 높은 전기적 성질을 유지하면서 유연

하고 신축성 있는 전극을 형성할 수 있다. 또한 형

성된 유연신축 전도성 폴리머에 첫 번째 방식인 

신축성을 가지는 구조를 도입하여 신축성을 극대

화 하는 것이 가능하다[21]. 이러한 새로운 물질들

의 장점으로 인해서 최근 유연전극소재 개발 연구

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본 기고에서는 최근

에 많은 연구가 되고 있는 다양한 유연 신축 전자

장치에 이용될 수 있는 새로운 유연, 신축 전극소

재들을 소개하고 더 높은 신축성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제시 및 미래의 연구방향에 대해서 알아본다.

2. 새로운 유연 신축 전극 소재

잘 알려져 있다시피 CNT, 은 나노와이어

(AgNW), 전도성 고분자와 같은 새로운 나노 전극 

소재들은 물질의 높은 전도성과 신축성으로 인해

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이러한 물질들의 성능

은 형상, 제조과정, 제조방식에 따라서 두드러지게 

차이가 나게 된다. 또한 다양한 폴리머 매트릭스

에 섞음으로써 더욱더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는 것

이 가능해진다.

2.1. 카본 나노물질

카본 나노물질은 CB, CNT 그리고 그래핀을 포

함하는 물질 군으로써 굉장히 높은 전기적 물성과 

기계적 물성을 가지고 있다. 

CB는 이방성결정구조를 가지는 탄소로써 구형

의 입자이다. 입자는 층이 명확히 구분되는 탄소 

층들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이 층의 두께는 수십 

에서 수백 nm까지로 구분한다. CB는 높은 열/전
기 전도성을 가지고 있으며 산업적으로 바로 적용

이 가능한 상태이다[22,23].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서 CB는 전도성 네트워크 재료로써 사용된다. 하
지만 CB는 원유의 큰 분자량을 가진 생산물의 불

완전 연소에 의해서 합성되기 때문에 탄소층의 최

외각은 대부분 수소원자로 포화되어 있는 상태이

다. 이러한 수소 포화상태는 탄소층 간의 공액구

조를 파괴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기전

도성이 낮아지는 원인이 된다. 높은 저항은 전자장

치가 작동하기 위해서 더 높은 전압을 요구하게 만

들기 때문에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손꼽히

고 있다[22]. 전기전도성이 낮아지는 현상을 없애

기 위해서 CB는 더욱 많은 층의 탄소가 필요하게 

된다. 위와 같은 전기적인 특성 외에도 CB는 입자

끼리 뭉치는 성질이 존재하여 균일하게 폴리머에 

분산시키는 것이 어렵다는 문제점도 존재한다.
CNT는 1차원 탄소 나노물질로써 우수한 물리

적인 성질을 가졌으며 거의 완벽에 가까운 전도성

을 지녔으며, 높은 빛 투과성과 열에 대한 안정성

까지 지니고 있다. 단일 CNT의 경우 전자의 움직

임이 ballistic 전달을 하는데 이로 인해 튜브 하나

당 25 µA의 전류레벨을 보이며, 인장강도는 무려 

100 GPa에 달한다. CNT는 다양한 방식에 의해서 

합성이 되는데 대표적으로 아크방전, Laser abla-
tion, 그리고 화학기상증착법(CVD) 등이 있다

(Figure 2 참조). 위와 같은 뛰어난 성질로 인해서 

CNT 기반의 유연신축 전극에 대한 많은 연구가 보

고되었다. 하지만 균일치 못한 반지름 크기는 CNT
의 전기적 성질을 도체로 고정하는 것을 힘들게 하

고 반도체를 넘나드는 성질을 가지게 만든다. 또한 

대량의 CNT를 원하는 순도로 합성하는 것이 아직 

불안정하며 합성과정에서 들어가는 산성처리 때문

에 CNT의 저항이 높아지게 된다[24,25].
그래핀은 원자크기의 얇기를 가진 2차원 물질

로 육각형구조로 배열되어 있는 탄소들로 인해서 

Figure 1. 다양한 종류의 전도성 나노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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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로운 물리적, 전기적 특성들이 나타나게 되는

데 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장점으로 높은 전자 이

동도, 높은 물리적 강도, 유기물 전자장치와의 낮

은 접촉 저항 등이 있다. 그래핀을 전극으로 이용

한 높은 전자장치들이 연구되었는데[26-28] 다양

한 연구들에 사용된 산화 그래핀(GO)의 경우 낮

은 전도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화학적으로 환원을 

시킬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산화 그래핀을 합성

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결함은 전도도의 감소를 

야기한다. 또한 신축과정에서 나타나는 그래핀 필

름의 균열은 비가역적인 전기전도성의 감소를 가

져온다. 뿐만 아니라 단층 혹은 두 개의 층을 가지

는 그래핀 필름을 대면적으로 합성하는 방법은 여

전히 큰 과제로 남아있다.

2.2. 전도성 고분자

전도성 고분자는 19세기 중반에 polyaniline으로 

처음 등장한 이래 polypyrrole (PPy), 도핑된 poly-
acetylene 등의 다양한 물질들로 개발되어 왔다.

PPy는 쉬운 물질 합성과 높은 전도성, 무독성, 
다양한 물질에 대한 좋은 접착력 등의 이유로 각

광받고 있다. PPy의 전기 전도도는 공액 π-오비탈

의 backbone이 전하수송체와 결합하여 나타나게 

된다. PPy를 사용하여 만든 다양한 종류의 전자 

장치들이 보고되었다[29-31]. 하지만 PPy를 이용

한 전자 장치들은 주변 환경 및 산화에 사용한 시

약의 종류에 따라서 충분치 않은 전도도가 나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PPy는 어떠한 종류의 

용매에도 녹지 않으며 용융이 되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에 전도성 네트워크의 대규모 형성에

는 제한이 있다. 

Poly(3,4-ethylenedioxythiophene)(PEDOT) 기반

의 물질들은 공기, 열에 대한 안정성이 매우 뛰어

나고 가시광 영역 대에서 높은 투명도를 나타낸다. 
그리고 전도도( )[32]를 원하는 대로 

조절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상

용화가 되어있는 poly(3,4-ethylenedioxythiophene) 
polystyrene sulfonate (PEDOT:PSS)는 유연 전극 

소재로 이용될 뿐만 아니라 피부에 부착할 수 있는 

센서로도 사용되고 있다[33-35]. 위와 같은 특성으

로 인해서 공정상 이점을 볼 수 있을 뿐만이 아니

라 물에 대한 용해성은 기존에 존재했던 가공 기술

들을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또한 균질의 

슬러리를 이용하여 신축성 매트릭스 제작이 용이하

다. 그러나 경질의 세그먼트 및 친수성 PSS 사슬은 

건조된 PEDOT:PSS 필름을 구부리거나 늘리는 동

안 필름자체의 손상을 불러올 수 있다. 그리고 친수

성기의 존재는 습한 상황에서 전기 전도도가 저하

되는 현상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런 성능의 저하는 

전자장치 성능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2.3. 금속 나노구조체

유연 신축 전극소재로서 좋은 물리적 성질을 가

지고 있는 탄소기반 나노물질이나 전도성 고분자

들이 각광받고 있지만 여전히 낮은 전도도가 문제

가 되고 있다. NWs와 NPs를 포함하는 금속 나노

구조체 전극은 높은 전도도와 유연성으로 많은 관

심을 모으고 있다. 
AgNW는 기대되는 투명 신축 유연전극 플랫폼

으로써 높은 투명도와 전기 전도도, 기계적인 유

연성을 가지고 있다[36,37]. 특히 매트릭스 역할을 

하는 고분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전도성 네트

Figure 2. 세 가지 CNT 합성방식 (a) 아크 방전 방식, (b) Laser ablation, (c) 화학기상증착법(CVD).



기획특집: 웨어러블 전자 소재 및 소자

48  공업화학 전망, 제21권 제1호, 2018

워크가 반복적인 신축에도 충분한 강도를 가지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 AgNW가 이런 신축전극으로

써 뚜렷한 장점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자연에 존재

하는 양이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가진다는 단점이 있다.
구리는 은과 비슷한 전기/열전도도를 가지고 있

는 물질이며 은에 비해 지각구성비율이 높으며 가격

이 저렴하다. 이로 인해 구리 나노와이어(CuNWs)는 

유연 전자장치의 전극으로써 기대되는 대체재 중 

하나이다. CuNWs의 높은 전기 전도도와 낮은 가

격은 큰 장점이지만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단점 또한 존재한다. 구리는 은 보다 산화가 잘 되

고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극의 부식이나 전

도도의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38,39]. 
금속 NPs는 낮은 가격과 친환경성, 높은 확장성

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NWs와 같이 전도성 네트

워크를 형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잉크젯, 스크

린 프린팅, 플로우 코팅)의 시도가 이어져 왔다

[40-42]. 전극으로써의 활용만이 아닌 센서로서의 

활용 또한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
지만 비가역적인 NPs간의 연결파괴는 나노입자의 

큰 단점이다. 

2.4. 하이브리드 소재

앞서 말한 다양한 나노물질들은 고유한 장점과 

단점들을 가지고 있고 결국 단일 물질로 만든 유

연/신축 전극이라면 물질의 단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혹은 그 이상의 

물질들을 같이 사용한 나노복합재료를 만듦으로써 

장점은 합치고 단점은 보완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나노 복합체를 이용한 다양한 시도가 보고

되었다. 예를 들어 금 나노와이어(AuNWs)와 도핑

된 polyaniline 입자를 사용한 전도성 네트워크인데 

AuNWs는 높은 전도도와 외부의 힘을 효과적으로 

흡수하며 신축에 있어 가역적인 성질을 보인다. 반
면 polyaniline 입자는 경질의 입자로 AuNWs와 달

리 변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두 가지 물질을 

이용한 sea-island 구조를 통해 높은 신축성과 전

도성을 얻을 수 있다[43]. 이와 비슷한 접근으로 

AgNWs를 끊어진 AgNPs 간의 다리와 같은 역할

을 하도록 복합체를 만든 것이 있다[44]. 다른 시

도로는 NWs를 이용하여 끊어진 물질 간 연결고

리를 만드는 것이 아닌 넓은 면적을 가진 그래핀

과 같은 2D 물질을 이용하여 부분적으로 작동하

지 않는 퍼콜레이션 영역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

는 연구 등이 있다[45]. 

3. 더 높은 신축성을 위한 전략들

신체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의 웨어러블 기기는 

신체가 움직이면서 늘어나거나 혹은 구부렸을 때 

(a)
    

(b)
    

(c)

*출처 : Angew. Chem. Int. Ed., 55, 979-982 (2016).

Figure 3. PEDOT:PSS를 이용한 슈퍼 커패시터의 전기적 특성 (a) 다른 고체 상태의 슈퍼 커패시터와 비교한 에너지 밀도 

대 에너지 밀도의 Ragone 그래프. (b) 유연한 고체 상태의 슈퍼커패시터를 다양한 각도로 구부렸을 때의 전류 밀도를 나타

낸 순환 전압 전류법 그래프. (c) 0.5 A/cm3의 전류밀도에서 직렬 및 병렬로 연결된 유연한 고체상태의 슈퍼 커패시터 가 

나타내는 시간에 따른 전압의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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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성능을 유지해야 한다[1]. 이러한 요구조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유연 전극을 개발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으로 전도성 필러를 표면에 용착시킨다거나 탄

성중합체 매트릭스에 함침하는 방법 등이 있다. 이
러한 혼합과정을 사용하기 이전에 탄성중합체 매트

릭스의 표면을 처리하거나 전도성 필러를 차용하여 

필러와 매트릭스 간의 접착력을 향상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신축성을 높이기 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 

물질의 기하학적인 구조를 디자인하는 것이 있다. 
예를 들어 버클 형태, serpentine무늬, 그물무늬 혹

은 스프링 형태의 무늬 등이 존재한다.

3.1. 신축성이 있는 물질의 디자인

종래의 개발방법은 신축성이 있는 물질에 전도

성 필러를 삽입하는 것으로 되어왔는데 이는 전도

성 필러의 전기적 성질과 탄성중합체의 기계적 신

축성을 합치는 것을 의미한다[46]. 이들의 고유한 

특성으로 압전저항이 있는데 이는 외부적인 압력

이 가해지고 있는 신축전극 내부에서 각각 필러들

의 연결이 끊어지면서 나타나거나 터널링 효과에 

의해서 변화가 나타난다[17]. 다음의 세 개의 방법

이 이런 특성들을 이용한 전도성 신축 유연전극을 

만드는데 사용된다.
신축성 전도체 합성물은 전도성 필러와 탄성중

합체 매트릭스 혹은 탄성 중합체의 전구체가 용액

상태 또는 용융상태로 있는 물질을 직접적으로 혼

합하는 것으로 개발이 가능하다. 전도성 필러를 

많이 혼합하게 된다면 전기적인 성능과 단단함은 

증가하게 되지만 이는 결론적으로 합성물이 가지

는 신축성의 저하를 야기하게 된다. 그러므로 높

은 전도성과 신축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

은 전도성-신축성 딜레마가 해결되어야 한다[47]. 
예를 들어, PEDOT:PSS/polyurethane (PU) 섬유는 

습식방사를 통해 만들어진 물질로써 전단혼합과 

초음파 분해를 통해 PEDOT:PSS를 PU에 균질 분

산하여 합성한다. 영률과 항복강도에 있어서의 긍

정적인 효과와는 달리 인성, 인장강도, 파괴 연장

강도는 PEDOT:PSS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더 낮아진다[48](Figure 5 참조). 이와 비슷한 연구

로 나노 디스크 모양의 꽃잎(AgNFs)을 가지고 있

는 꽃 모양의 AgNPs와 PU를 혼합, 습식방사를 하

여 고전도성, 고신축성의 물질을 합성해낸 경우가 

있다. 최대 신축도나 초기 전도도는 경화온도 혹

은 AgNFs의 비율을 조절함으로써 조절이 가능하

다. 이러한 연구들에서 중요한 점은 표면의 개질

이나 가공방식들이 필러의 분포, 배향, 균질성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결과적으로 전극의 기계적, 
전기적 성능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이다[49].

이와 더불어 신축성 유연 전극 합성물의 균질 

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현장 

합성(in-situ)이 연구되고 있다. 현장 합성이란 반

응물을 옮기지 않고 한 배치에서 합성이 이뤄지는 

반응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예로써 공유결합으로 

연결 되어있는 GO (0.1 wt%)/PU 합성물을 현장 

(a)
    

(b)
    

(c)

*출처 : Nanoscale., 8, 18938-18944 (2016).

Figure 4. AgNW와 CuNW의 물성비교 (a) ITO, AgNW, CuNW 외 다른 하이브리드 물질들의 파장별 투과헤이즈 그래프 

(b) 시간에 따른 각 전극의 면저항 비교 그래프 (c) 각 전극의 벤딩테스트에 대한 저항 변화율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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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을 통하여 만들어낸 경우가 있다. 현장 합성

을 통해서 얻은 잘 분산된 용액으로써의 장점과 

강한 공유결합 상호작용의 장점으로 인해 GO/PU 
합성물의 영률은 9.8 MPa에서 21.95 MPa로 증가 

하며 인장강도와 파괴 연장강도는 각각 367%와 

210%로 증가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합성물은 

인장응력에 대해서 71%의 효율을 가지는 훌륭한 

자가 치유 능력을 나타냈다[50]. 
물질의 동시 혼합을 통한 신축성 유연 전극에 

대한 접근은 간단하고 확장성을 가지고 있으며 대

면적 프린팅과 다양한 기능성에 대한 가능성을 보

여준다. 하지만,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

이 필요한데, 첫 번째로 전도성 필러의 표면에 존

재하는 표면 활성물질이다. 이 활성물질은 신축성 

고분자 매트릭스와의 호환성을 늘려주는 역할을 

하지만 표면에서 전기적인 장벽으로 작용하여 전

기 전도성을 낮추기도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는 전기 전도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표면 활성

물질의 개발이나 전도성 필러의 분산에 영향을 주

지 않는 고분자 매트릭스의 개발이 필요하다. 두 

번째, 탄성중합체의 경우 기본적으로 절연체의 성

질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높은 신축성과 전도도를 

나타내는 합성물의 개발을 위해서는 전기전도도

를 가지는 새로운 형태의 전도성 탄성중합체의 개

발이 시급하다.
이전에 언급한 기계적인 방식의 혼합 및 동시합

성은 높은 전도성이나 높은 투명도를 달성하는 것

에 효과적이지 못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으로 전도성 네트워크를 탄성중합체에 함침시키

는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 이 방법은 전도성 필러

의 부피 비율이나 구조를 쉽게 조정할 수 있으며 

다른 방식에서 취약했던 전도성 필러간의 접촉면

을 탄성중합체에 침투시키기 전 열처리를 통해서 

보강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샌드위치 모양

으로 패턴이 된 웨어러블 스트레인 센서로 Ag 
NWs 라인 패턴 위에 polydimethylsiloxane (PDMS) 
예비 중합체를 부어서 만든다[51]. 이 스트레인 센

서는 AgNWs의 농도를 조절함으로써 40%가 넘는 

높은 변형률에서 무시할 만한 정도의 히스테리시

스와 조정이 가능한 게이지 팩터(2-14/%)를 얻게 

되었다. 이런 장점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200 ℃에

서 20 min의 열처리를 통해 표면활성제가 제거되

며 AgNWs 전도성 필러가 서로 융합되어 결과적

으로 더 높은 전도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일련의 새로운 웨어러블 고변형 센서

가 구겨진 그래핀 및 그래핀 폼 전극을 통해서 개

발되었다[52-54]. 위에 언급한 센서들은 그래핀이 

구겨진 형태 또는 다공성 구조를 지닌 전도성 그

래핀 네트워크가 엘라스토머에 함침되어 있는 형

태이다. 이런 센서들은 전도성 네트워크가 함침된 

신축 전극에서 나타나는 압전저항 특성을 활용한 

(a)

(b)

*출처 : Adv. Funct. Mater., 24, 2957-2966 (2014).

Figure 5. 동시 혼합을 이용한 PEDOT:PSS/PU 섬유의 기

계적 물성 (a) 변형률에 따라 걸리는 스트레스에 대한 그래

프 (b) PEDOT:PSS의 함량에 따른 탄성회복률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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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데 다양한 용도로 신축성 전극이 사용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변형률 센서의 감

도와 신축성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분열된 그래

핀 폼(FGF) 및 PDMS를 기반으로 신축성이 좋고 

민감한 변형 센서를 시연하였다[55](Figure 6 참
조). FGF와 3D 구조의 접촉을 통해 3차원 퍼콜레

이션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 제작된 센서는 70% 
이상의 높은 신축성과 조정할 수 있는 GF (15-29/%)
를 가졌다. 연신시 그래핀 폼의 부분적 균열 및 균

열과 비교하여, 인접한 FGF 사이의 접촉 면적이 

더 큰 것이 확인이 되었고 이로 인해 더 높은 감도

를 나타내게 된다.
이미 기술한 바와 같이 탄성중합체 함침 방식은 

빌딩 블록의 부피 비율을 조정하여 높은 전도성, 
신축성, 감도 및 투명도와 같이 수많은 유용한 특

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법은 전

사 인쇄 공정을 포함하기 때문에, 원래의 표면으

로부터 복합재를 제거하는 것은 여전히 남아있는 

과제이다. 또한, 구성된 네트워크가 폴리머의 침투

를 방해하여 탄성중합체가 특성을 100% 발휘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점도, 표면 장력, 휘발성 및 

습윤성과 같은 중합체 용액의 유동학적 거동은 침

투 공정을 개선하기 위해 최적화 되어야 한다.
전도성 필러와 폴리머 간의 호환성이 낮으면 퍼

콜레이션이 될 수 있는 부피농도에 도달하기 전에 

적은 부피 농도에서 응집이 되는 현상이 나타난

다. 이를 피하기 위한 접근 방식으로 탄성중합체 

상부 또는 내부에 전도성 블록을 현장합성으로 도

입하는 것이 있다. 이러한 방식은 신축성 있는 매

트릭스를 디자인하는 것부터 시작되는데, 전도성 

블록이 탄성중합체 위에 융착, 흡수되거나, 혹은 

흡수된 전도성 네트워크 전구체가 환원되어 전도

성 블록을 형성한다. 이 방식을 통해서 위상 분리, 
낮은 호환성 및 응집이 없는 높은 함량의 전도성 

블록을 도입할 수 있으며 우수한 기계적, 전기적 

특성의 복합재료를 만들어낼 수 있다.
하나의 예로 3D CNT/환원된 GO (rGO)의 하이

브리드 전도성 네트워크가 다공성 PDMS (p-PDMS) 
탄성중합체(pPCG)에 조립이 된 연구가 있다[56]. 

이런 두 가지 방식을 합한 구조는 탄소 나노물질

의 응집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뿐만 아니라 큰 변

형률에서의 pPCG 전도성을 동시에 향상시켰다. 
결과적으로, pPCG의 전기 전도도는 단지 2 wt% 
CNT/rGO로 27 S/m에 이르렀으며, 5,000번의 굴

곡 사이클 및 5% 변형에서 100번의 신장 사이클 

후에도 값이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다른 연구에서

는 투명 CNT 필름이 PDMS 기판에 삽입되었고, 
신축 사이클이 가해지는 중 CNT가 스프링과 같은 

구조로 변화하게 되었다[57](Figure 8 참조). 이와 

더불어 전도성 블록을 매트릭스에 침투시키려면 

강제 함침 또는 표면 처리와 같은 일부 추가적인 

기술이 필요하다[57,58].
탄성중합체의 표면에 들어간 전도성 블록을 제

외하고, 전도성 블록은 탄성중합체 내부에 주입 

될 수도 있다. 한 예로 poly(p-phenyleneterephtha-
lamide) (Kevlar) 섬유 표면에 poly(styrene-block- 
butadiene-styrene) (SBS) 폴리머를 코팅하고, 15 
wt% AgCF3COO용액에 30 min 동안 침지시켜 

Ag 전구체가 흡수되게 하였다[59]. 흡수된 Ag 전

*출처 : Adv. Funct. Mater., 24, 7548-7556 (2014).

Figure 6. 다공성 PDMS를 통한 전도성 네트워크 구축 (a) 
다공성 Ni 폼(왼쪽)과 다공성 PDMS (오른쪽) SEM 사진 

(b) 5%의 변형률로  5,000회 사이클로 구부렸다 폈다를 반

복하였을 때 전기전도성 변화 그래프 (c) 5, 10, 30, 50% 
의 변형률로 신축 사이클을 100회 반복하였을 때 전기전도

성의 변화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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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는 N2H4⋅4H2O에 의해 화학적으로 환원되어 

SBS 층 내부에서 AgNPs를 생성한다. 이를 이용

한 웨어러블 정전용량형 센서는 전도성 섬유의 표

면에 PDMS를 코팅하고 코팅된 섬유를 서로 수직

으로 적층하여 제작되었다. 만들어진 센서는 낮은 

압력 영역에서 0.21 kPa-1의 높은 감도와 10 ms 미
만의 빠른 이완 시간을 가졌다. 이와 비슷한 연구

로 전기 전도성 복합 재료를 만들기 위해 액상으

로 박리된 그래핀이 천연 고무에 주입되었다[60]. 
전도성 블록의 확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탄성 

매트릭스는 용액에서 팽창하여 분자 사슬이 길어

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접근법을 결합하여 신축/ 

유연성 전극을 만든다. CNT, AgNP 및 hydroxyl- 
SBS (OH-SBS) 중합체를 포함하는 고 전도성/신
축성 복합체가 제조되었다[46]. 이를 위해, CNT가 

분산된 OH-SBS 현탁액을 온화한 가열 조건 하에

서 직접 증발시키는 방법이 사용되었다. 은 전구

체를 흡수하고 환원하는 반복적 과정을 거쳐 CNT
를 함유한 복합체의 표면 및 내부 동시에 다량의 

AgNP를 생성시킨다. 얻어진 CNT-AgNP 매립 복

합체는 1228 S/cm의 우수한 전도도 및 26,500의 

높은 GF를 갖는다.
이 논문에서 유의할 점은 전도성 블록 및 탄성

중합체 매트릭스, 탄성중합체의 미세 구조 및 용

매의 증발 속도는 상기 방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3.2. 스트레칭 하는 구조의 디자인

일반적으로 앞서 언급한 전도성 필러/고분자 복

합 재료는 적절한 전도도를 가지면서도 신축성을 

갖지만, 큰 변형률에서 나노물질 사이의 접촉 면적

이 줄어들어 전도도가 감소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

해서 메시 또는 버클 구조와 같은 신축성이 있는 

*출처 : (a) Adv. Mater., 24, 2896-2900, (2012), (b) Adv. Funct. Mater., 24, 4666-4670 (2014), (c) Science, 349, 400-404 (2015), (d) Angew.
Chem., 125, 1698-1703 (2013).

Figure 7. 더 높은 신축성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디자인들과 제조방식 (a) 코일 구조, (b) 개방 메시 구조, (c) 버클 구조, 
(d) 스펀지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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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를 추가로 도입해야지만 신축성 있는 전극을 

높은 전도성으로 사용할 수 있다(Figure 7 참조).
버클 구조는 전극을 신축성을 가지게 하는데 잘 

알려져 있는 디자인이다. 얇은 전도성 네트워크가 

미리 늘어나있던 탄성중합체 매트릭스로 삽입되

고, 늘어났던 필름이 이완되면서 버클구조가 형성

된다. 하나의 축으로 미리 변형된 탄성중합체는 

선형 버클을 발생시키는 반면, 이축 예비 변형은 

헤링본 버클 패턴을 만든다. 이런 방식에서 유의

해야 할 점은 전도성 네트워크와 탄성중합체 매트

릭스 간의 접착력이 상대적으로 강해야 하며, 그
렇지 않으면 내구력에 있어서 열악한 상태가 된다

는 점이다. 미리 변형된 탄성중합체를 이용한 버

클링 방법을 사용하여, CNT 시트(NTS)를 미리 늘

려 놓은 고무 파이버 코어가 향하는 방향으로 감

았다[61]. 늘어났던 섬유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는 과정에서, 섬유는 축 방향 및 수직 방향으로 다

양한 주기들로 구성된 가역적인 형태의 좌굴이 형

성되었다. 계층적으로 구부러진 구조를 통하여, 섬
유는 1,000% 신장에도 5% 미만의 저항 변화를 나

타냈다. 또한 일정한 외장 두께를 유지하면서 고

무 코어의 직경을 2 mm에서 150 µm로 줄임으로

써 870%로 늘어난 섬유의 전도도가 13배(360 
Sm-1의 전도도 실현) 증가하였다.

단일 축에 대한 변형 외에도 다중 축 변형은 무

작위 변형을 감지하는 새로운 웨어러블 센서를 개

발하는 데 사용된다[57,62,63]. 2개의 미리 짜인 

Ag NW 퍼콜레이션 네트워크 레이어를 교차시켜 

신축성 있고 민감한 주방향 및 수직 방향 변형을 

감지할 수 있는 다차원 변형 센서를 제작하였다

[62]. 최근에는 “balloon-blowing” 방법을 통해 계

층적으로 주름진 탄성 투명 도체(HWETC)를 제

작하였다[63]. 단축 및 이축 장력 하에서 형성된 

이전 주름과는 달리, rGO 필름은 계층적(단시간 

및 장기간) 주름 패턴을 나타냈다. 주기적인 계층

적 주름의 장점은 높은 신장률(> 400%) 및 굴곡 

변형(180°) 조건 하에서 높은 전도도(100-457 Ω/□) 
및 투과율(67-85%)로 HWETC 구조를 가지는 것

이다. 또한, HWETC 기반 센서는 인간의 움직임

과 외력의 공간적 분포를 감지할 수 있다. 많은 장

점을 가진 방식이지만 예비 변형 절차를 피하기 

위해 대안적인 접근법이 개발되고 있는데, 이것은 

대형 생산 공정에서 여전히 큰 도전 과제이다. 이
에 대해서 제시된 하나의 접근법은 표면 장력 효

과가 알코올의 빠른 증발로 인해 CNT 필름의 수

축을 초래한다는 것을 이용한 방식이다[64]. 이런 

방식이 성립하기 위해선 CNT와 PDMS 사이의 접

착력이 계속적인 신장과 압축에서도 버클링 구조

를 유지하기에 충분히 강해야 한다. 버클링 방식

을 통해서 탄성중합체에 함침된 주름진 AuNP층

을 얻을 수 있는데, 가열에 대한 수축 메모리특성

을 가진 폴리머 기판을 이용하여 자체 조립하며, 
Au 필름의 다공성, 지형 그리고 형태는 무전해 증

*출처 : Nat. Nanotechnol., 6, 788-792 (2011).

Figure 8. PDMS에 함침된 CNT가 신축에 의해서 스프링 

형태로 바뀌는 scheme과 SEM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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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 매개변수 조작 및 축소에 의해 유도된 주름을 

통해 조정될 수 있다[65,66]. 또한, 폴리머의 팽윤

과 무전해 증착을 조합함으로써 탄성중합체 상에

서 도전성 Ag필름의 주름을 형성할 수 있는데, 형
성되는 주름의 진폭 및 파장은 중합체 기질의 가

교 결합 비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높은 신축성은 또한 개방 메시 형태를 도입함으

로써 달성할 수 있다. 개방 메시가 있는 필름을 늘

리면 가로, 세로로 있는 전극들이 늘릴 수 있는 최

소단위로 작용하는 동안 열린 구멍이 변형되어 늘

어나게 된다. 더 자세히 이 과정을 설명하자면, 인 

플레인(in-plane) 모션은 개방 메시가 재구성을 통

해 변형을 수용할 수 있게 하며, 메시는 큰 변형에

서 평면으로부터 불안정성 및 결함을 겪어 크게 

늘어난다. 이런 구조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마이크

로미터 크기의 교차하는 그래핀 리본으로 조립 된 

그래핀 직물(GWF)은 뛰어난 기계적 및 전기적 성

능을 가지고 있다. PDMS와 의료용 테이프 복합

체에 GWF를 부착하여 웨어러블 변형 센서를 조

립하였는데, 이 센서는 0.2%의 작은 변형에서 35
의 매우 높은 GF를 나타냈다[67]. 또한 GWF 변
형 센서는 미묘한 신호를 감지할 수 있는데, 센서

의 작동 범위와 민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그래핀 

마이크로 리본을 교차하면서 짜는 방식을 통해 새

로운 형태의 GWF 기반 감지 시스템을 조립하였

다[68]. GWF를 이용한 메시형 구성은 네트워크 

구조, 교차하는 그래핀 리본과 예상되는 로컬 결

함의 시너지 효과를 이용하여 웨어러블 센서의 감

도를 향상 시켰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감도를 향상 시키는 반면 전극의 신축성

은 그래핀 성장 파라미터를 조정하고 늘리는 방향

에 대해서 완만한 각도를 지니게 하는 것으로 조

정하였다. 이러한 기술과 프로세스로 센서가 인간

의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게 되었다[69].
일반적으로, 3D 코일 구조를 갖는 전극은 코일 

구조가 스트레치 동안 도전층에 형성된 국부 응력

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2D serpentine 구조보다 

더 신축성이 있다. 또한, 코일의 비평면적인 운동

은 3D 코일 구조가 다른 구조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국부적인 최대 변형을 효과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

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여 

완벽하게 배열된 균일하고 깔끔한 루프를 가진 스

프링형 CNT 방적사가 보고되었다[70]. 연신 중 

방적사에서 나타나는 루프가 벌어지는 현상과 방

적사 코어의 직선화는 높은 신장과 인장 변형률 

(285%)을 갖게 되었고 또한 방적사가 찢어지는 

지점이 28.7 J/g으로 높은 인성을 가지게 만들었

다. 또한 20%의 변형률에서 반복적으로 늘리고 

원상복구 시키는 사이클 후에도 로프의 전도도가 

저하되지 않았다.
스펀지는 3차원적으로 이어진 다공성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 다공성 구조는 신축과정에서 

나타나는 변형을 견딜 수 있도록 압축이 가능하고 

신축성도 가지고 있다. 이 구조를 이용하여 바이

너리 네트워크 구조의 PU 스펀지 Ag NW- PDMS 
(PUS-AgNW-PDMS) 고성능 신축성 도체를 만들

어냈다[71]. 전도성 3D 스펀지 구조를 만들기 위

해서 일단 삼차원적으로 상호 연결된 초극세 섬유 

네트워크를 갖춘 PU 스펀지를 AgNW 용액에 침

지시키고 이후 용매인 에탄올이 증발하면서 

AgNW가 미세 섬유를 균일하게 감쌌다. 생성 된 

PUS-AgNW-PDMS 신축성 도체는 높은 인장 변

형률(50%) 및 작은 굽힘 반경(1 mm) 하에서 우수

한 전기적 기계 안정성을 보였다. 이러한 스펀지 

구조의 우수성은 대들보가 되는 구조체 전체의 회

전 및 굽힘에 있으며, 이는 개별 구조의 변형에 대

해 누적될 수 있는 스트레스를 완화 시켜주는 역

할을 한다.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개발된 PU 스펀

지 및 용액 처리된 얇은 금속 코팅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전도성 복합체가 만들어졌는데, 기계적 시

뮬레이션을 통하여 3D 스펀지 구조가 금속층에서 

발생하는 변형을 회전 운동으로 변환하여 균열의 

발생을 효과적으로 방지함으로써 금속층의 변형

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72].
이전에 언급한 신축성 있는 구조와는 별도로, 

퍼콜레이션 네트워크(percolation network)[73], 써
펀타인[74,75] 및 island bridge[76,77]와 같은 다

양한 형태들이 높은 신축성에 도달하기 위해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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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1차원 나노물질을 이용한 개발은 침투, 스
프레이 코팅 또는 다른 기술을 통해 퍼콜레이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

용한다. 1차원 빌딩 블록은 일정 수준의 외부 변형

을 수용하기 위해 서로 회전하고 미끄러진다. 써
펀타인 형상은 변형이 되는 동안 전도성 경로를 

유지하면서 구불구불한 구조가 가지는 파장 및 크

기의 면내 변화를 통해서 대부분의 외부 힘에 대

한 변형을 수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늘어나는 구조”에 대한 접근법은 

제조 절차, 낮은 수율 및 스트레칭 방향의 제한을 

복잡하게 하는 반면, “늘어나는 재료”에 대한 접

근법은 대규모 주기적 기계 변형 하에서 안정적이

지 못한 전기적 기능 및 기계적 무결성을 갖는다

[78]. 웨어러블 전자소자의 전극으로써 성능 저하

는 주로 고분자 기판의 피로 및 소성 변형, 나노물

질의 파괴 및 버클링으로 인한 것이다. 이러한 문

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3D 기하학적 엔지니어

링과 탄성중합체 기판을 결합하여 전기적으로 안

정되고 고성능인 신축성 전극을 얻으려는 시도가 

이어져 오고 있다. 최대 50% 변형률로 1,000번의 

로드가 가해져도 견디는 높은 내구성의 웨어러블 

센서가 그중 하나이다[79,80]. 이를 달성하기 위해 

모굴패턴이 되어있는 신축성 소재가 설계되었다

[80](Figure 9 참조). 모굴 패턴이 형성된 기판의 

특이한 점은 패턴이 영구응력을 흡수하여 기판위

의 적층된 구조체를 다양한 방향으로 늘릴 수 있

다는 점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마루와 골이 규칙

적인 육각형으로 닫힌 패킹된 구조이기 때문에 다

층 스트레칭에서 기판의 적층 레이어와 장치를 보

다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4. 결론 및 전망

지난 몇 년 동안 고유 신축성, 새로운 기하 공

학, 전도성 물질 및 다양한 기능을 갖춘 통합 플랫

폼을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 방식이 연구되어 

왔고 이는 신축성 있는 전극의 실현을 가속화하였

다. 특히 이러한 유연, 신축 특성들은 사람의 동작 

모니터링 및 개인화 된 건강관리를 위한 웨어러블 

플랫폼에 적합한 형태로써 유연 신축 전자 장치의 

발전을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발전은 여러 곳에

서 드러나는데, 예를 들어 신축/유연전극과 일련

의 인쇄공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스트레인 및 온도 

센서가 개발되었다. 또한 “신축성 있는 구조”와 

“신축성 있는 소재”가 자세히 논의되어 다양한 웨

어러블 디바이스에서 전극의 파손 없이 신체 움직

임으로 신축 및 팽창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

다. 고전도성의 나노물질은 전극으로써 역할 뿐만 

아니라 변형을 감지하는 물질로써도 사용되는데 

나노물질과 큰 변형을 받는 기판 사이의 표면 결

합은 신축성을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나노 구조 물질의 특성은 전극의 성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예를 들어, 금속 NW는 

산화에 취약하므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기적 성

능이 저하된다. 이런 모든 결과들이 불과 몇 년 사

이에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면적, 저가의 웨

어러블 플랫폼에 여러 기능을 통합하려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고려해야 할 많은 요인들이 있

다. 전도성 네트워크의 빌딩 블록을 살펴보자면 

이들은 이론적인 광전자 특성이 뛰어나지만 나노

물질 합성에서 수많은 결정립계와 결함이 생겨 현

실적인 저항은 상대적으로 더 커지기 때문에 확장

*출처 : Adv. Mater., 28, 3069-3077 (2016).
Figure 9. (a) 모굴패턴이 되어있는 신축성 소재의 SEM 이
미지 (b) 모굴패턴과 버클구조가 나타내는 변화율 저항변

화 그래프 (c) 50%의 변형률에서 1,000번의 사이클을 했을 

시 저항변형률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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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제한된다. 예를 들어, 균일하고 깨끗한 단일

층 그래핀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산화 환원 방법

으로 합성 시에는 결함이 생기고, 박리법으로는 

얻기가 굉장히 힘들다. 따라서 균일한 직경과 고

품질 나노물질의 대규모, 저비용 합성이 신축성 

있는 웨어러블 장치를 위해 요구될 것이다. 웨어

러블 플랫폼에 여러 가지 이질적인 구성 요소를 

통합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다양한 

구성 재료들의 영률 불일치는 장시간에 걸쳐 정적

이거나 주기적으로 가해지는 기계적 변형이 층간 

박리 또는 슬라이딩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신호 

대 잡음 제한을 실제 진동이 더 낮은 수준으로 잡히

는 등의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

하기 위해서 현재 장치의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인

터페이스에 대한 이해의 중요도가 올라가고 있다.
또 하나의 큰 과제는 웨어러블 센서를 전력, 신

호 컨디셔닝, 통신 및 데이터 처리 장치와 함께 패

키징하고 통합하는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노력이 

높은 신뢰성, 견고성 및 장기 모니터링 기능을 갖

춘 통합 혁신보다는 감지 성능 향상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합된 장치는 온도 및 습도와 같

은 주변 요인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

로 이러한 장애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패키지 기

술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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