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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합성플라스틱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깊게 관여

된 것은 불과 100여 년 정도로 짧다고 할 수 있다. 

100여 년의 시간 동안 인류는 합성플라스틱의 경

제성, 편의성 등의 장점으로 인해 무분별하게 패

키징, 건설, 섬유, 전자제품에 걸쳐 광범위하게 사

용했지만 최근 넘치는 수요량 및 사용량에 의해 

환경 문제가 두되고 있다. 합성플라스틱에 의한 

환경 문제는 일반적으로 자연 상태에서의 매우 느

린 합성플라스틱의 분해 속도에 기인하며 이에 따

라 현  사회에서 합성플라스틱의 소비와 낭비는 

가장 주된 이슈 중에 하나이다. 위와 같은 문제로 

인해 합성플라스틱의 높은 수요는 수명이 다한 폐

기물 처리 문제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며 이는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과 직결된다. 합성플라스틱

의 끊임없는 수요(약 4억 5천만 톤 생산/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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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기준)의 결과는 합성플라스틱 폐기물이 결과적

으로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한

다[1,2]. 합성플라스틱의 주된 사용 분야는 부분 

패키징 분야에 사용(약 1억 6천만 톤/년, 2015년 

기준)되며 전자제품에 사용되는 합성플라스틱은 

약 1천 9백만 톤/년 정도로 패키징 분야와 비교하

였을 때, 절 적인 사용량은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Figure 1 참고). 하지만 최근 플렉서블, 롤러블 디

스플레이 기판의 개발 및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과 전자 기기 분야 합성플라스틱의 분해 

소요 시간(약 8년)이 패키징 분야 분해 소요 시간

(약 6개월)보다 약 16배라는 점을 고려하면 무시

할 수 없는 양이다. 현재까지 유기 전계 효과 트랜

지스터(organic field effect transistor, OFET), 유

기 발광 다이오드(organic light emitting diode, 

OLED), 유기 태양 전지(organic photovoltaic, OPV)

에서 활성층을 제조하기 위한 소재 합성과 관련하

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환경뿐만 아니라 인

간을 비롯하여 동식물에 미치는 영향에 한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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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Greenpeace International (23 October 2018).

Figure 1. 합성플라스틱의 연간 생산량 및 분해 소요 시간.

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합성플

라스틱이 전자제품의 어느 분야에서 사용되는지 

알아보고 각 사용 분야별 개발 동향에 해 논의

하고자 한다.

2. 전자기기용 생분해성 기판

자연 환경에서 풍부하게 존재하는 천연 재료로

부터 추출되는 수많은 물질이 전자제품용 합성플

라스틱 제조에 적합한 물질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물질은 저비용, 무독성, 생분해성, 생체적합성 등 

친환경적인 요소를 포함한다.

2.1. 셀룰로오스(cellulose) 유래 기판

많은 천연 재료 중 기판 재료로 사용 가능한 가

장 친숙한 재료는 ‘종이’이다. 종이는 식물로부터 

추출된 셀룰로오스(cellulose)로 이루어져 있고 가

장 저렴한 생분해성 소재이다. 많은 종류의 종이

가 이미 알려져 있으며 기계적 특성 및 표면 특성

이 우수한 종이를 량 생산하는 방법 또한 과학

적으로 많이 발전되었다. 셀룰로오스로 이루어진 

종이 기판 위의 전자 회로는 위조지폐 방지 분야

에서도 뛰어난 성능을 나타낸다. 지폐의 표면 거

칠기에도 불구하고 OFET는 1 V 미만의 전력에서

출처: (a) Adv. Mater., 23, 1935-1961 (2011); (b) Appl. Mater. 
Interf., 2, 3318-3323 (2010); (c) Adv. Energ. Mater., 1, 1018-1022 
(2011); (d) Adv. Funct. Mater., 24, 1657-1663 (2014).

Figure 2. 셀룰로오스(cellulose)를 이용한 다양한 전자기

기 기판. (a) 위조 지폐 감지용 회로 기판, (b) asdf, (c) 태

양 전지용 기판, (d) OFET 회로 기판.

0.2 cm2/Vs의 이동도를 보이면서 높은 신뢰성을 보

장한다(Figure 2(a) 참고). 뿐만 아니라 OFET의 회

로가 인쇄되어 기존의 기판과 성능이 비슷하면서 

유연한 모습을 보여준다. 최근 종이를 기판으로 하

여 전자회로를 구성하는 것에 하여 광범위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Figure 2(b), (d) 

참고)[3-5]. 종이 기판은 유연한 전자 기판일 뿐만 

아니라 일회용 가전제품용 디스플레이 기판에도 사

용될 수 있다. 최근에는 오목판(gravure) 인쇄 및 활

판(flexographic) 인쇄를 이용한 roll-to-roll 생산 방

식을 통해 태양 전지를 생산할 수 있다(Figure 2(c) 

참고)[6]. 이와 같은 태양 전지는 저렴한 소재를 사

용하고 낮은 온도에서도 높은 공정 효율을 보여주

며 최종적으로는 유연한 생산품을 만들어낸다는 점

에서 매우 주목할 만하다. 종이를 기판으로 하는 

태양 전지로의 새로운 접근 방식은 저온에서의 화

학 기상 증착을 통해 제조된 전도성 투명 고분자 

전극, 유기 활성층, 후면의 반사 전극을 갖는 반투

명 종이 기판이다. 이와 같이 제작된 반투명 종이 

기판은 성능의 저하 없이 반복적으로 접을 수 있다.

2.2. 키틴(chitin) 유래 기판

셀룰로오스와 비슷한 화학 구조를 가지고 있으



친환경 생분해성 일렉트로닉스 소재기술 동향

KIC News, Volume 22, No. 2, 2019   15

출처: (a) Adv. Mater., 28, 5169-5175 (2016); (b) ACS Appl. Mater.
Interfaces, 9, 24161-24168 (2017); (c) Nano Energy, 48, 275-283 
(2018).

Figure 3. 키틴(chitin)을 이용한 다양한 전자기기 기판. (a) 

키틴으로 제작된 플렉서블(flexible) 기판(left) 및 이를 이

용한 OLED 장치(right), (b) 키틴 기판으로 제작한 태양전

지(left) 및 터치스크린 패널(right), (c) 키틴 기판(left)으로 

제작한 스피커(right).

며 ‘바다의 셀룰로오스’라고 불리는 키틴(chitin) 또

한 최근 전자제품의 기판으로서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키틴은 곰팡이의 세포벽, 절지동물

의 외골격 등을 이루는 다당류이다. 기계적 특성

이 우수하고 무독성, 생분해성, 생체적합성의 특성

을 갖고 있다[7,8]. 셀룰로오스와 마찬가지로 결정

성 나노 섬유(3~5 nm)로 존재하는데, 이들은 강한 

수소 결합에 의해 더 큰 스케일의 섬유 번들을 형

성하고 이는 키틴의 기계적 특성의 원인이 된다. 

최근 유연한 OLED 장치를 키틴 기판 위에 형성

하여 친환경 전자 제품의 생분해성 기판으로서의 

기능성을 판단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다. 키틴 기판

을 사용하여 제조된 OLED 장치는 고성능 합성 플

라스틱 기판으로 제조된 기존의 OLED 장치와 비

교할만한 성능으로 성공적으로 작동이 되는 모습

을 보인다(Figure 3(a) 참고)[9]. 또한 키틴 기판을

출처: (a) Nat. Mater., 9, 511-517 (2010); (b) Appl. Phys. Lett., 95, 
133701 (2009); (c) Adv. Mater., 24, 1067-1072 (2012).

Figure 4. 실크(silk)를 이용한 다양한 전자기기 기판. (a) 

dd, (b) 생체 흡수성 기판 적용 예시, (c) 식품 품질 감지 

시스템.

사용하여 유연한 압전 태양전지와 터치스크린 패

널로도 사용 가능하다. 인듐 아연 산화물과 키틴 기

판으로 제작된 압전 태양전지는 기존의 태양전지

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인다(Figure 3(b) 참고)[10]. 

실버나노와이어(AgNW)가 코팅된 키틴 기판은 각

각 상부와 하부의 기판으로써 역할을 담당하고 기

타 구성 요소들이 더해져 터치스크린 패널의 안정

적인 작동이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키틴 원료 

자체의 압전 특성을 이용하여 키틴 기판 위아래에 

실버나노와이어(AgNW)를 스퍼터하여 전극을 형

성하여 스피커로 사용되었다(Figure 3(c) 참고)[11].

2.3. 실크(silk) 유래 기판

오랜 역사를 역사를 가진 또 다른 천연 재료는 

실크(silk)이다. 실크는 폴리펩티드 고분자로서 피

브로인(fibroin)과 세리신(sericin)이라는 두 가지의 

주요 단백질을 기반으로 구성된다. 피브로인은 실

크 섬유의 기계적 성능을 좌우하는 글리신(glycine), 

세린(serine), 알라닌(alanine) 간의 수소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실크는 생물 및 의학 응용 분야에 

적합한 생분해성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완전히 생

체 흡수가 가능하여 면역 반응을 일으키지 않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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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신체에 안전하게 이식 가능하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실크 기판 위의 초박형 전자 센서가 뇌 조

직에 올라가고 실크는 안전하게 용해 및 재흡수 

되어 결과적으로는 뇌 조직 위에 센서만 남게 된

다(Figure 4(a) 참고)[12]. 실리콘 기반의 전자 회

로 장치 또한 실크 위에 제작될 수 있으며 실크는 

전자 회로 장치를 생체로 이식시키기 위한 생체 흡

수성 캐리어 기판으로 사용될 수 있다(Figure 4(b) 

참고)[13]. 이렇듯 완전한 생분해성 특성을 갖고 

있어 원하는 조건에서 분해를 시켜 약물의 저장 

및 전달 기능을 가능하게 한다. 최근 실크는 사과, 

달걀 등 식품의 품질을 감지하는 수동 rf-ID 회로

의 기판으로도 사용되었다(Figure 4(c) 참고)[14].

뿐만 아니라 상기 서술한 키틴과의 복합체 형성

을 통해 고기능성 생체 적합 디스플레이 기판으로 

사용한 보고가 있다. 키틴과 실크는 각각 기계적 

특성과 구조적 안정성을 가지고 있고, 특히 바이

오 미네랄을 함유하지 않은 키틴은 광학적으로 투

명하여 광학적 투명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디

스플레이 관련 응용 분야에 매우 적합하다. 이를 

이용하여 키틴/실크 복합체를 형성하여 웨어러블 

전자제품에 적용이 가능하다. 키틴/실크 복합체 기

판을 이용하여 콘택트렌즈를 제작하고 그 위에 그

래핀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FET)를 적용하여 포

도당 농도를 모니터링 하기 위한 와이어리스 센서

로 사용될 수 있다. 콘택트렌즈 타입의 포도당 센

서는 눈물샘에서의 포도당 모니터링 장치의 역할

을 수행한다(Figure 5(a) 참고). 이 외에도 웨어러

블 전자 기기의 기판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Figure 

5(b) 참고).

2.4. 기타 단백질 유래 기판

실크와 마찬가지로 단백질 기반의 천연 물질로

는 콜라겐(collagen), 케라틴(keratin), 젤라틴(gela- 

tin) 등이 있다[15]. 단백질 기반의 천연 물질은 지

속가능성에 한 높은 잠재력과 우수한 기계적 성

질 및 생체적합성 등의 특성으로 인해 일반 전자 

기기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체 전자 기기 분야로

의 응용이 기 된다. 단백질 기반의 기판을 다양

한 유형의 플렉서블 전자 기기에 적용한 여러 보

고가 있다. 콜라겐 기판 필름 위에 금으로 전극 패

턴을 형성하여 온도 센서로 사용한 보고가 있다

[16]. 사람의 피부, 치아, 모발 등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케라틴은 매우 연질의 특성을 갖고 있다. 

동물의 체모에서 채취한 케라틴을 이용하여 제조

된 케라틴 기판은 전자 전달에 의해 광분해 현상

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 자유 라디칼을 형성한다. 

이를 이용해 유연하고 투명한 생체 적합 광학 전

자 기기로 제조될 수 있다. 케라틴의 이러한 특성

은 생체 적합 광학 전자 기기의 기능에 맞는 광학 

회절성을 가진다[17]. 또 다른 단백질 기반 물질인 

젤라틴 또한 생분해성과 생체적합성의 특성을 갖

고 있다. 경질 젤라틴 캡슐 위에 OFET 장치를 제

조하여 그 기능성을 입증하였다[18].

DNA로 일컬어지는 deoxyribonucleic acid는 지

구상의 생물을 구성하는 가장 흔한 천연 원료 중의

출처: Adv. Funct. Mater., 28, 1705480 (2018).

Figure 5. 키틴(chitin)과 실크(silk) 복합체(composite)를 이용한 웨어러블(wearable) 전자기기 기판의 예시. (a) 혈당 수치 

모니터링용 기판(contact lens), (b) 웨어러블 히터용 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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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a) Adv. Electron. Mater., 1, 1500154 (2015); (b) J. Mater. 
Chem. C, 3, 2783-2787 (2015); (c) Adv. Funct. Mater., 20, 
4069-4076 (2010).

Figure 6. (a) 콜라겐(collagen) 기판 이용 전자기기, (b) 케

라틴(keratin) 기판 이용 전자기기, (c) 젤라틴(gelatin) 기

판 이용 전자기기.

하나이다. DNA는 해양 산업의 폐기물로부터 

량의 산업적 규모로 생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많

은 연구자들에게 매력적이다. 이러한 원료를 사용

하여 많은 연구자들이 전자 기기의 실용적인 분야

에 응용하고자 하였다. DNA를 수용액으로부터 

가공하여 기판 필름을 제작할 수 있다. 이렇게 제

작된 기판 필름은 400 nm에서 근적외선의 영역까

지 탁월한 광학적 투명성을 가진다. 최근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OLED, 비선형 광전자 변조기

(nonlinear optoelectronic modulators) 등에 적용한 

사례가 보고되었다[19-21]. 또한 DNA는 OFET의 

절연체로도 활용될 수 있는데 저전압에서도 성공

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그 기능성이 증명

된 바 있다[22-24].

출처: Science, 337, 1640 (2012).

Figure 7. 생분해성 일렉트로닉스의 플랫폼. (a) 다양한 전

자소자로 구현한 생분해성 소재, (b) 3차원 구조 모식도, 

(c) 시간에 따라 물에 분해되는 모습.

3. 생분해성 전자소자를 위한 도체 및 반도체 

소재 및 생분해 원리

기존의 실리콘(Si)을 기반으로 하는 트랜지스터

를 포함한 다양한 전자소자(electronics)를 모두 생

분해성 소재로 구현한 연구가 2012년에 처음 보고

되었다[25]. 생분해성 전자소자는 기존의 전자소

자와 유사하게 도체, 반도체, 절연체, 고분자 기판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각 성분들이 물이나 식염

수 등 생체 내부에서 용해되어 사라질 수 있도록 

구현되었다. 이는 생분해성 전자 소자가 생체 내

에 이식된 후 생체액과의 반응을 통해 분해되고 

흡수되어 소멸하는 것을 말한다. 즉 생분해성 전

자소자의 모든 소재 및 분해된 성분들은 생체 내 

면역반응이 거의 없는, 다시 말하면 생체적합성

(bio-compatibility)이 높은 재료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생분해성 전자소자를 구성하는 도체 소재로는 마

그네슘(Mg), 몰리브덴(Mo), 텅스텐(W), 아연(Zn), 

철(Fe) 등이 있으며, 반도체 소재로는 실리콘(Si) 

기반의 나노 박막과 산화 아연(ZnO) 등이 있다

(Figure 7 참고). 이 중 실리콘의 경우 고성능의 트

랜지스터, 다이오드, 광센서, 태양전지, 온도 센서, 

스트레인 게이지 등 다양한 반도체 소자를 구성하

는 소재로서, 실리콘 소재 자체의 양을 미량으로 

조절하며 기존의 기능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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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진행되고 있다. 실리콘 질량을 약 1 µg 이하로 

유지하면서 제작한 트랜지스터의 경우 약 30 µL의 

수용액 또는 체액 내에서 분해가 되는 것으로 보

고가 되었다[1]. 마그네슘, 산화마그네슘, 실리콘 

등으로 구현된 트랜지스터, 캐패시터, 인덕터, 저

항기, 다이오드 및 연결도선 등이 물속에서 약 10 

min 후에는 형태가 유지 안될 정도로 분해가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Figure 7 참고).

생분해성 전자소자를 구성하는 소재들의 기본

적인 분해 원리는 가수분해(hydrolysis)다. 물 또는 

식염수 용액과 닿는 표면에서 생분해성 소재가 분

해됨과 동시에 수용액이 물질내부로 확산되면서 

가수분해 과정이 지속되는 반응성 확산(reactive 

diffusion)의 원리로 일어난다[26]. 생분해성 도체 

소재로 주로 사용되는 마그네슘(Mg)은 물과 반응

성이 높아 가수분해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며, 반응

식은 다음과 같다.

Mg + 2H2O → Mg(OH)2 + H2

반도체 물질 중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실리

콘의 경우도 전기화학적으로 물에 매우 느린 속도

로 가수분해 반응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리콘의 가수분해 반응식은 다음과 같다.

Si + 4H2O → Si(OH)4 + 2H2

실리콘의 경우 분해 속도가 느려서, 생분해성 전

자소자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실리콘 나노 멤브레

인(membrane), 시트(sheet), 리본(ribbon) 형태 등

으로 구현하여 단기간에 분해가 완료되도록 한다. 

이러한 생분해 속도는 용액의 pH, 온도, 이온 농

도 및 종류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

로 알려졌다[27].

3.1. 생분해성 도체 소재

전도체 소재 중 마그네슘은 금속 재료로서의 기

계적 성질과 생분해 특성을 동시에 갖고 있으며, 

생체적합성이 뛰어나 생분해성 도체 소재로 최근

출처: Adv. Mater., 26, 3905-3911 (2014).

Figure 8. 마그네슘 연결선과 실리콘 전극으로 구성된 생

분해성 수분 센서. (a) 생분해성 수분 센서의 모식도, (b) 상

온 식염수에서 시간에 따라 분해되는 수분 센서의 이미지.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기존의 임플란트 등 

생체 재료로 사용되기에는 쉽게 산화되어 분해되

는 문제가 있어 합금 등으로 활용되었으나, 사용 

후 폐기물이나 생체 삽입 후 제거 수술 등이 필요

치 않다는 측면에서 새롭게 생분해성 소재로 각광

을 받고 있다. 실리콘 전극과 함께 마그네슘 도체 

연결선을 이용하여 수분(hydration) 센서를 제작하

고, 이를 생체액과 비슷한 수준의 염도를 갖고 있

는 상온의 식염수(saline solution, pH 7.4)에서 수

일 내에 완전히 분해되는 것을 검증하였다(Figure 

8 참고). 약 200~250 nm 두께로 구성된 마그네슘 

연결선은 도핑된 실리콘 센서가 주위의 수분의 양

에 따라 임피던스의 변화를 감지하여 수분 감지를 

하기 위한 연결선(interconnects)으로 이용되었고, 

다른 구성 소재들과 함께 일정 시간 내에 완전히 분

해되는 생분해성 특성을 보여주었다.

텅스텐(W)은 마그네슘, 아연(Zn) 등과 함께 생

분해성 도체 소재로 연구가 되고 있다. 화학기상

증착법으로 박막을 형성하고, 광식각 공정과 에칭 

공정을 거쳐서 마이크로 패턴을 형성하여 도체 연

결선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약 200 nm 두께의 텅

스텐 박막의 경우 상온의 탈이온화수(DI water)에

서 약 12일 후에 전도성 연결선으로의 기능을 상

실했으며, 약 4주 후에 완전히 분해되는 것으로 보

고되었다[28]. 텅스텐을 금속 전극 및 연결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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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Appl. Phys. Lett., 106, 014105 (2015).

Figure 9. 텅스텐 도체 연결선과 실리콘 반도체로 구성된 

생분해성 CMOS 소자. (a) pH 10, 70 ℃의 식염수에서 시

간에 따라 분해되는 CMOS 소자의 광학 및 전자 현미경 

이미지, (b) 생분해성 고분자 기판위에 CMOS 소자의 시

간에 따른 생분해 이미지.

하고, N형 및 P형 실리콘 반도체와 함께 구성하여 

상보성 금속 산화막 반도체(complimentary met-

al-oxide semiconductor, CMOS)를 구현하였고, 실

리콘 온 절연막 웨이퍼(Silicon on insulator, SOI 

wafer)와 생분해성 고분자 필름 위에 제작된 텅스

텐/실리콘 CMOS 소자가 고온(70 ℃) 식염수에서 시

간에 따라 분해되는 것을 확인하였다(Figure 9 참고).

몰리브덴(Mo)의 생분해성은 앞서 설명한 다른 

금속 소재와 달리 수용액 중의 산소 용해도와 관

련이 있으며, 산소 용해도가 높을수록 빠른 분해속

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탈이온화수에서 산

소 용해량이 9 ppm에서 37 ppm으로 증가하였을 

때, 분해 속도는 약 4배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9]. 마그네슘과 함께 생분해성 몰리브덴 금속을 

이용하면, 생분해성 에너지 저장 소자를 구현할 수 

있다. 이 생분해성 바이오 배터리는 0.1 mA/cm2

로 방전시킬 때 최  6 h 동안 약 1.5 V의 출력전

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30].

또한 상온의 식염수에서 약 11일 후에 부분적으

로 분해되고, 고온(85 ℃)의 식염수에서 추가적으

로 8일 후에 몰리브덴 박막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

을 확인하였다(Figure 10 참고). 철(Fe) 금속은 마

출처: Adv. Mater., 26, 3879-3884 (2014).

Figure 10. 마그네슘-몰리브덴 셀로 이루어진 배터리팩. 

(a) 모식도, 이미지 및 전압/용량 특성; (b) 상온 및 고온 식

염수에서 시간에 따라 분해되는 모습.

그네슘과 달리 생분해 시 Fe2O3 및 Fe3O4 형태의 

산화철을 형성하면서 매우 느리고, 균일하지 않게 

진행이 된다. 분해 속도는 탈이온화수에서 약 10-3 

µm/h 정도로 보고되었다[31]. 탈이온화수에서 분

해되는 철 표면의 변화를 확인하였고, 산화철로 부

식되어 가는 상황을 XPS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Figure 11 참고). 투과전자현미경 및 XPS 분석을 

통해 철은 분해되어 수산화물(hydroxide)과 산화

철(Iron oxide)을 형성하였고, 수산화물에서의 과

량의 산소로 인해 주된 부식 결과물이 Fe3O4인 것

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산화철이 형성됨과 동시에 

보호막 효과(passivation effect)로 인해 추가적인 철 

표면의 노출을 줄여 분해속도를 낮추는 것으로 보

고되었다[31].

3.2. 생분해성 반도체 소재

실리콘(Si)은 현재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중요

하고 많이 사용되고 있는 소재로서, 제어가 쉬운 도

핑법과 절연 특성이 좋은 산화막 형성이 쉬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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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Adv. Funct. Mater., 24, 645-658 (2014).

Figure 11. 철 금속의 탈이온화수에서의 생분해성. (a) 시

간의 흐름에 따른 분해 이미지, (b) 철의 생분해에 따른 산

화철의 XPS 분석.

반도체 소자의 메인 소재로서 체재가 거의 없는 

중요한 소재이다. 여기에 기존의 벌크 웨이퍼 형

태가 아닌 초박막 형태의 나노멤브레인 구조를 이

용하면, pH, 온도, 이온 농도 등을 조절하여, 생분

해 특성을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또한 생체적합성이 좋아 생체에 적용하는 응용

이 가능할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32,33]. 실리콘 나

노멤브레인을 100 nm 두께로 제작하여, 37 ℃ 식
염수(pH 7.4)에 담가두었을 때, 시간의 흐름에 따

라 실리콘 소재가 분해되면서 높이가 낮아지는 것

을 확인하였고, 약 24 h 후에는 완전히 분해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pH, 수용액의 이온농도, 

실리콘의 도핑 종류 및 도핑 농도에 따라서도 생

분해 속도가 달라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33] 

(Figure 12 참고).

산화아연(ZnO)은 실리콘과 함께 생분해성 반도

체 소재로 알려져 있으며, 기계적인 구부림에 

한 아연과 산소 원자의 구조적 비틀림에 의한 전

기 에너지 발생을 이용하여 에너지 발생용 전자소

자인 에너지 하비스터(energy harvester)로 활용될 

수 있음이 보고되었다[34].

출처: ACS Nano, 8, 5843-5851 (2014).

Figure 12. 100 nm 두께의 실리콘 나노멤브레인의 37 ℃ 
식염수에서의 시간에 따른 생분해성.

출처: Small, 9, 3398-3404 (2013).

Figure 13. 산화아연(ZnO)을 사용하여 제작된 에너지 하비

스터와 스트레인 게이지 소자. (a) 소자 모식도 및 이미지, 

(b) 상온의 탈이온화수에서 시간에 따라 분해되는 모습.

산화아연은 생체적합성 소재로 알려져 있으며

[35], 생체에 적용 시 다양한 기계적 움직임에 이

용하여 전기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어 전력소자로

서 활용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가시광

선 영역에서 투명하며, 높은 전자이동도를 갖고 

있어, 다양한 광/전자 소자로서의 이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36,37]. 실리콘과 함께 또는 실리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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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하여 생분해성 일렉트로닉스로서 다양하게 활

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특성을 

이용해 마그네슘 전극과 산화마그네슘 절연층, 그

리고 산화아연 반도체 트랜지스터 소자 및 에너지 

하비스터를 생분해성 실크(silk) 필름 위에 제작하

였고, 이를 상온의 탈이온화수에서 60 min 만에 완

전히 분해됨을 확인하였다(Figure 13 참고).

4. 결 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사용되는 많은 전자 기기 

기판, 전극 등의 주된 소재인 합성플라스틱은 자

연 상태에서의 느린 분해 속도 때문에 다양한 환

경적인 문제를 야기시킨다. 막 한 생산량 및 소

비량에 비해 처리까지 걸리는 분해 시간의 문제가 

두되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합성플라스

틱을 체할 생분해성, 생체적합성 등의 특성을 가

진 다양한 소재들을 이용한 전자 기기용 소재 개

발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자연계 

천연고분자 물질을 표하는 셀룰로오스, 키틴 등

과 더불어 단백질을 기반으로 하는 실크, 콜라겐, 

케라틴, 젤라틴 등을 이용하면 기존 전자 기기용 

합성플라스틱을 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웨어

러블 전자 기기에도 폭넓게 사용 가능하다. 또한 

가수분해과정을 거쳐서 생체 내에서나 자연환경

에서 분해될 수 있는 다양한 생분해성 도체 및 반

도체 소재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으며, 이를 폭넓

게 응용하기 위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

는 상황이다. 앞으로 이러한 연구들이 지속되고 상

용화에 이른다면 환경적으로 매우 유해한 합성플

라스틱을 체할 수 있는 소재가 핵심 소재로 활

용되어 문제 해결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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