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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노결정 기반 유연 및 신축성 웨어러블 센서

[관심 연구분야 소개] 나노결정 및 용액공정 기반의 웨어러블 센서 개발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웨어러블 센서 및 기기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웨어

러블 센서란 신체에 부착하여 사람의 건강신호를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센서이다[1]. 인체의 움직임, 심박

수, 산소 포화도, 혈압 및 체온 등의 다양한 신호를 감지하기 위해서 높은 감지도를 갖는 온도, 압력, 스트

레인 및 바이오 센서가 웨어러블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센서가 신체에 부착되기 위해서는 탈평면의 구조

와 우수한 유연성 및 신축성이 필요한데, 이를 만족시킬 수 있는 소재에 관한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웨어러블 센서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값싼 용액 공정이 가능한 소재가 필요하다. 또한 웨어러블 센서

의 성능 향상을 위해서는 가볍고 부피가 작을 뿐 아니라 기계적으로 유연하고 전기적으로 우수한 성능을 

갖는 소재가 필요하다.

  한편, 나노결정은 다양한 물성이 광범위한 범위에서 크기 조성 모양 등에 따라 조절이 가능하고, 습식공

정으로 합성되며 용액공정으로 소자를 값싸게 제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각광을 받고 있다. 나노결정

으로 이루어진 박막은 표면과 계면 제어에 따라 전기적, 광학적, 열적, 기계적 성질이 정교하게 조절이 가

능한 것으로 알려져 넓은 응용분야에 적용되어 왔다. 최근 이러한 나노결정 박막이 저가형 고성능 웨어러

블 전자소자 및 센서에 적합한 소재로 판단되어 연구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나노결정 박막 내 전하이동 

메커니즘이나 나노결정의 표면화학이 주변 변화를 감지하는 센서 원리와 부합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나노결정 박막에서 전하 이동은 터널링 또는 도약 전도 메커니즘을 따른다. 즉 나노결정간의 

거리와 온도에 따라 저항이 지수함수적으로 변하는 경향을 보인다. 나노결정 박막이 외부 압력이나 스트레

인을 받으면 나노결정간 거리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데 이럴 경우 저항이 급격하게 변하게 된다. 웨어러블 

스트레인 센서중 저항센서의 경우 감지도는 저항변화와 변형률의 비율인 게이지 팩터로 나타나는데, 나노

결정 박막은 벌크보다 수십배 큰 게이지팩터를 갖고 있어 촉망받는 센서소재로 평가받는다[2,3]. 온도의 

오 승 주(Soong Ju Oh)

고려대학교 신소재공학부 조교수

서울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자연계캠퍼스 신공학관 619호

Email: sjoh1982@korea.ac.kr



KIC News, Volume21, No. 1, 2018

KIC News, Volume 21, No. 1, 2018   79

변화에 따라서도 앞서 말한 원리에 의해 나노결정 박막은 큰 저항변화를 보인다. 온도 센서의 감지도인 저

항온도계수는 온도에 따라 저항이 얼마나 변하는가를 측정하는 척도인데, 나노결정은 저항온도계수를 넓

은 범위에서 변화시킬 수 있어서 고성능 웨어러블 온도 센서로 적용이 가능하다[4].

  나노결정의 표면은 주변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여 주변 화학 및 생체 변화를 제공할 수 있고, 따라

서 바이오 센서로의 적용이 가능하다. 반도체 나노결정 박막의 경우 표면 개질에 따라 전기적, 광학적 성질 

제어가 용이할 뿐 아니라 유연성을 갖추고 있어 웨어러블 센서를 구동할 수 있는 요소기술로도 각광받고 

있다[5]. 이러한 센서와 소자의 성능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나노결정의 표면화학과 전기적, 광학적, 기계

적, 열적, 자기적 성질에 대한 원천적인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며, 나노결정이라는 소재를 새로운 형태의 소

자로 만들 수 있는 공정 기술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나노결정은 용액공정이 가능하고 물성이 넓은 범위에서 조절될 뿐 아니라 기존에 보

이지 않는 특성을 보인다. 유연소자와의 접목이 용이하여 앞으로 웨어러블 센서로의 많은 응용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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