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분자 나노엔지니어링  

켤레(conjugated) 고분자로 이루어진 신물질을 제조하는 일은 고유 물성을 이해하고 유기 광
전소자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켤레 고분자의 광물리 현상에 관한 이론 및 
실험 연구에서 흔히 defect가 없는 무한한 일차원 사슬을 가정하거나 사슬간 상호작용을 알고
있는 정렬된 사슬구조를 가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켤레 고분자 박막의 형상은 훨씬 복잡해서 
각 사슬이 꼬이고 휘어져 있으므로 분자량 분석을 토대로 하여 예측되는 유효 켤레길이
(conjugation length)에 못미친다. 따라서 실제 재료는 켤레길이의 분포를 지니고 있으며 대
개 중간정도의 결합길이를 갖는다. 사슬이 서로 얽히고 연결되면 사슬간 작용으로 전하전달과 
에너지전달에 영향을 준다. 

켤레 고분자를 사용하는 전기발광(electroluminescence) 또는 광발광(photoluminescence) 
양자효율을 향상시키려면 전하 및 에너지 전달이 벌크계에서 조절되어야 한다. 이는 원하는대
로 사슬을 배열하고 적절히 분리시키는 자기조립 또는 나노엔지니어링 기술에 의해 구조를 설
계해야 하므로 결코 수월한 작업이 아니다. 최근에 UCLA의 Benjamin J. Schwartz와 Sarah 
H. Tolbert 박사 연구팀이, 배향된 메조포러스 호스트 구조를 활용한 호스트-게스트 화학기법
을 적용하여 켤레 고분자인 poly[2-methoxy-5-(2'-ethyl-hexyloxy)-1,4-phenylene 
vinylene](MEH-PPV)의 에너지전달을 제어하는 데에 성공하였다[Science, 288, 652 
(2000)]. 메조포러스 실리카는 육각형 정렬구조를 지니는 기공을 가지고 있다. 이 호스트 구조
를 이용하여 다양한 나노재료를 설계하는 데에 사용된 바 있다. 연구팀이 활용한 호스트는 기
공지름이 2.2nm로 작아서 각 기공속으로 MEH-PPV 단일사슬이 투입될 수 있다. 게다가 각 
사슬들이 두꺼운 유전물질로 분리되어 있으므로 사슬간 에너지 전달을 막을 수 있다.  



 

그림. 나노엔지니어링을 거친 MEH-PPV에서의 에너지 전달 과정: (A) 기공외부에 존재하는 
사슬간의 급격한 에너지 전달, (B) 사슬내에서 기동내부로 완만히 전달되는 에너지.  

이전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편광 광발광 측정과 XRD 분석으로부터 고분자 사슬의 80% 이상

이 기공내에 존재한다. 연구팀은 femtosecond(10-15) pump-probe 분광분석법에 의해 기
공내의 사슬의 광물리 현상이 고립된 사슬의 경우와 유사함을 밝혔다. 반면에 기공 외부의 고
분자 사슬은 스핀코팅 박막의 경우와 같았다. 또한 연구팀은 시간에 따른 발광 측정을 통하여 
에너지 전달을 제어하는 데에 성공하였다. 즉, 레이저를 기공과 평행하게 편광시켰을 때, 기공
에 평행한 발광과 수직인 발광이 서로 차이가 나는 비등방성을 보인다. 최초에 이 비등방성이 
1ps이내에서 신속히 소멸한 후 다시 비교적 천천히(250ps) 지수함수적인 증가를 보인다. 전
자는 기공 외부에 존재하는 고분자 사슬간의 에너지 전달인 반면, 후자는 기공 외부의 고분자
로부터 기공 내부의 고분자로 방향성 있게 전달되는 에너지에 기인한다. 이 때 기공내의 고분
자는 더 긴 켤레길이를 가진다. 또한, 사슬간 에너지 전달 속도가 사슬내 에너지 전달 속도보다 
매우 느리다. 

연구팀이 고안한 시스템은 주기적으로 배열된 분자전선(molecular wires) 다발로 볼 수 있으



며, 분자전자 소자와 광전자 소자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단순한 켤레 고분자로 구성
된 분자전선은 복잡한 DNA 분자와 전도성 나노전선을 연구하는 데에 유용한 모델로 활용될 
수 있다. [원문: Science, 288, 63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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