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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박테리아 셀룰로오스는 식물 유래 셀룰로오스와는 다른 독특한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대표적인 셀룰로오스 합성 박테리아인 G.xylinus가 

분비하는 셀룰로오스는 나노 크기의 지름을 갖는 매우 얇고 긴 섬유가 

삼차원 망상 구조를 이루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박테리아 셀룰로오스를 

지지체로 하여 폴리아닐린을 in-situ 중합한 전도성 나노 복합체를 

제조하였다. 연구는 크게 폴리아닐린/박테리아 셀룰로오스 복합체 제조와 

실리콘을 도입한 폴리아닐린/박테리아 셀룰로오스 복합체 제조로 나누어 

진행했다. 폴리아닐린의 중합 과정에서 중합 전 담침 시간, 

산화제/단량체의 비, 중합 온도, 중합 시간이 복합체의 전기 전도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가장 높은 전도도를 얻을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확립하였다. 박테리아 셀룰로오스를 지지체로 한 복합체는 식물 

셀룰로오스로부터 얻은 나노 피브릴 셀룰로오스와 비교했을 때 더 우수한 

유연성을 가져 휘어진 상태에서도 전기 전도도를 유지하는 특성을 보였고, 

박테리아 셀룰로오스가 폴리아닐린의 합성 지지체로 쓰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결정구조분석, 열중량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전계방출주사전자현미경을 통해 복합체의 형태학적 구조를 관찰하였다. 

또한, 복합체를 전극으로 하는 슈퍼커패시터 셀을 제작하여 

순환전압전류법을 통해 전기화학적 특성을 확인하였다. 그 다음 연구로 

실리콘을 도입한 폴리아닐린/박테리아 셀룰로오스 복합체를 제조하였다. 

먼저 박테리아 셀룰로오스에 실리콘을 도입하기 위한 방법으로 생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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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링, 담침법을 시행하여 적합한 방법을 모색하였으며, 여기에 in-situ 

중합 방법으로 폴리아닐린을 도입해 전도성 필름을 얻었다. 복합체는 

전계방출주사전자현미경, 투과전자현미경을 통해 형태학적 구조를 

관찰하였으며, 결정구조분석, 열중량분석을 통해 화학적, 물리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전류-전압 특성 곡선을 통해서 복합체의 전기적 특성을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폴리아닐린의 도입으로 전기 전도도를 거의 띄지 

않는 실리콘/박테리아 셀룰로오스에 전도성을 부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박테리아 셀룰로오스의 구조적 특징을 유지하는 복합체를 

제조하였다. 이러한 복합체는 광전변환 소자나 슈퍼커패시터, 배터리의 

전극 등으로 응용 가능성을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박테리아 셀룰로오스, 폴리아닐린, 실리콘 나노 입자, 전도성 

나노 복합체. 

학번: 2013-2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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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셀룰로오스는 나무, 미생물, 조류 등에 의해 생합성 되는 

천연고분자로 생분해성이 있으며 뛰어난 역학적 물성을 지니고 있다. 

그 중 그람 음성균인 Gluconacetobacter xylinus와 같은 

박테리아가 분비하는 박테리아 셀룰로오스(Bacterial cellulose)는 

식물 유래 셀룰로오스와 비교되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1] 

박테리아 셀룰로오스의 화학적 구조는 식물 유래 셀룰로오스와 

동일하게 β-1,4 글루코스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면섬유와 비교했을 때 200배 이상 더 얇은 직경의 나노 섬유가 

삼차원 망상 구조를 이루고 있어 높은 표면적을 가진다[2]. 또한 

미세 섬유로 인해 더 많은 수소결합을 이룰 수 있으며 박테리아 

셀룰로오스 특유의 자가 조립 과정을 통해 결정성이 높은 

셀룰로오스를 얻을 수 있다. 그 결과 박테리아 셀룰로오스는 인장 

강도가 우수하고, 수분 함유율이 높은 특징을 갖는다. 또한 낮은 

열팽창과 유연성, 투명성, 생체적합성을 지니며, 생분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경적인 측면에서 이점을 갖는 소재이다. 이러한 

특징으로 박테리아 셀룰로오스를 새로운 기능성 물질로 이용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관련 논문의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3]. 특히 박테리아 셀룰로오스의 

특징을 활용해 새로운 물질 도입으로 향상된 기능을 얻기 위한 

기능성 나노 복합체 연구가 큰 관심을 받고 있다[4]. 최근, 



- 2 - 

셀룰로오스를 이용한 배터리와 슈퍼커패시터 등의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5, 6] 셀룰로오스에 폴리아닐린[7, 

8], 폴리피롤[9, 10]과 같은 전도성 고분자와 금속이나 금속 산화물 

나노 입자[11], 탄소나노 튜브[12], 그래핀과 같은 탄소계 

물질[13]등 전기화학적 특성을 가지는 물질을 도입해 나노 복합체를 

제조한 사례가 보고 되고 있으며, 복합체의 기능을 높이기 위해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을 같이 복합화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4, 15]. 

그 중 전도성 고분자인 폴리아닐린은 다른 전도성 고분자와 

비교했을 때 화학적, 환경적인 안정성이 우수하며 단량체의 가격이 

비교적 저렴하다. 또한 중합이 간편하고, 높은 전기 전도도와 

비용량을 갖는 장점이 있어 배터리, 전자기차폐, 전기 화학 작동기, 

전기화학 커패시터, 센서, 방식 처리 등 여러 분야에 쓰일 수 

있다[16].  하지만 유연성을 요구하는 플렉서블 배터리나 플렉서블 

필름 등의 응용에 어려움이 있으며, 용해성이 낮기 때문에 가공이 

어려워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연구가 계속 되어 왔다[17, 18].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 중 지지체를 이용한 중합 방법이 

있다[19, 20]. 본 연구에서는 천연 고분자인 박테리아 셀룰로오스를 

지지체로 하여 구조적 특징과 높은 유연성을 부여한 폴리아닐린 

복합체를 제조하고자 하였다. 복합체 제조 시에 폴리아닐린의 중합 

조건이 복합체의 전기 전도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최적의 

전도도를 얻을 수 있는 중합 조건을 찾고자 하였다. 그 후 

주사전자현미경, 투과전자현미경을 통한 관찰, 열중량 분석, 결정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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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통해 복합체의 구조적, 화학적 특징을 확인하였다. 복합체의 

휘어지는 특성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만능재료시험기로 압력을 

가해 필름의 곡률을 변화시키면서, 이에 따른 저항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또한, 복합체를 전극으로 한 슈퍼 커패시터를 제작하고 

순환전압전류법을 통해 전기화학적 특성을 확인하였다.  

이후 전도성 필름에 추가적인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서 실리콘 

나노 입자를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실리콘 입자를 

박테리아 셀룰로오스에 도입하기 위한 방법으로 생합성, 필터링, 

담침 방법을 시도하였으며 그 중 담침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었다. 

여기에 폴리아닐린을 in-situ 중합할 경우 폴리아닐린이 실리콘 

입자와 박테리아 셀룰로오스 표면에 중합된 것을 확인했으며, 

주사전자현미경, 투과전자현미경을 통한 관찰, 열중량 분석, 결정구조 

분석을 통해 복합체의 특성을 확인했다. 또한 전류-전압(I-V) 특성 

분석을 통해 복합체의 전기적 특성을 확인하였다. 제조된 복합체는 

폴리아닐린으로 인해 실리콘에 향상된 전기 전도도를 부여할 수 

있었으며 박테리아 셀룰로오스의 구조적 특징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광전변환 소자나 

슈퍼커패시터, 배터리의 전극 등으로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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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문헌 연구 

 

2.1 박테리아 셀룰로오스 

2.1.1 박테리아 셀룰로오스의 특징 

박테리아 셀룰로오스는 박테리아가 세포 바깥으로 분비하여 

만들어지는 셀룰로오스로 Acetobacter, Agrobacterium, 

Alcaligenes, Pseudomonas, Rhizobium, 또는 Sarcina와 같은 속의 

박테리아로부터 합성된다. 그 중 1886년 A.J. Brown에 의해 발견된 

Acetobacter xylinum (또는 Gluconacetobacter xylinus)는 

아세트산을 만들어내는 그람 음성균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셀룰로오스를 합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1, 22]. 식물이 

셀룰로오스로 이루어진 세포벽을 구성하여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처럼 이러한 박테리아는 자외선이나 주위 화학적 요소로부터 

보호받고, 산소를 효과적으로 공급받기 위한 목적으로 셀룰로오스를 

합성한다. 

G.xylinus에 의한 박테리아의 셀룰로오스 분비는 Figure 1과 같은 

과정을 거치며 크게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글루코스 

잔기가 글루칸 사슬을 형성하는 중합과정으로 세포막 내에서 

이루어진다. 두 번째 단계는 세포 외 공간에서 이루어 지는 것으로 

글루칸 사슬이 cellulose I 구조로 결정화되는 과정이다[23]. 

박테리아의 세포 외막에는 3.5nm의 기공과 같은 구조가 50-8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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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존재하며 선형으로 배열되어 있다. 각 기공에는 중합 반응에 

관여하는 셀룰로오스 합성 효소로 이루어진 약 10nm 크기의 입자가 

존재한다. Brown(1996)에 따르면 각 기공의 cellulose 

synthesizing site(terminal complex)는 최소 16개의 cellulose 

synthase catalytic subunits(BcsA)로 이루어져 있고, 각 catalytic 

subunit은 단일 글루칸 사슬을 만들어 낸다. 이렇게 하나의 

기공에서는 몇 개의 글루칸 사슬이 모여 이루어진 약 1.5nm의 

subfibril이 분비된다[24, 25]. 그 다음 인접한 subfibril끼리 모여 

microfibril을 형성한다. Microfibril은 수소 결합에 의해 50-80nm 

너비의 fibrillar ribbon을 형성하며 얇은 막 구조를 이룬다. [26, 27] 

이때, 나노 단위의 직경으로 인해 수소 결합의 밀도가 증가하여 강한 

수소결합을 형성하며 결과적으로 높은 수분 함유량과 강도를 지닌다. 

[28] 

이러한 생합성 과정을 거치면서 박테리아 셀룰로오스는 식물 유래 

셀룰로오스와 다른 독특한 특징을 가진다. 박테리아 셀룰로오스는 

식물 셀룰로오스에 비해 섬유의 직경이 수십 나노로 매우 가늘며, 

수분 함유율이 98.5%로 매우 높다 또한 중합도(DP, degree of 

polymerization)는 2000-8000으로 식물 셀룰로오스(13,000-

14,000)에 비해서는 낮은 값을 갖는다[1]. 결정화도와 결정질 

상(Crystalline phase)에도 차이가 있다. 식물에서 유래된 

셀룰로오스는 40-60%의 결정화도를 가지며 대부분은 monoclinic 

unit cell을 이루는 Iβ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 반면 박테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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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룰로오스는 60-90%의 결정화도를 가지며, triclinic unit cell을 

이루는 Iα구조가 80%를 차지한다. 또한 높은 결정성과 강한 

수소결합으로 박테리아 셀룰로오스는 15-35GPa의 영률과 200-

300MPa의 인장강도를 갖는다[29]. 

특히, 식물에서 유래된 셀룰로오스는 헤미셀룰로오스, 리그닌, 펙틴 

등의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지만 박테리아 셀룰로오스는 이러한 

불순물 없이 순수한 셀룰로오스를 얻을 수 있다. 때문에 식물 

셀룰로오스를 얻기 위해서는 복잡한 화학적 처리 과정이 필요한 

반면, 박테리아 셀룰로오스는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 등을 통한 

간단한 정제 만으로도 얻을 수 있어 에너지 측면에서도 이점을 

가지고 있다[21]. 이렇게 박테리아 셀룰로오스는 식물 유래 

셀룰로오스에서 얻을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새로운 기능성 

물질로서의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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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he details arrangement of fibrils extruded from cell 

surface and their self-assembly process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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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박테리아 셀룰로오스의 응용 

박테리아 셀룰로오스는 식물 유래 셀룰로오스와 비교되는 독특한 

특징으로 바이오메디컬, 기능성 기기, 수처리, 나노필러 등의 분야에 

쓰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전자 재료로의 응용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전자 기기 기판의 보강재로 응용한 예를 들 수 있다. 

박테리아 셀룰로오스의 나노 섬유는 직경이 가시광선 파장의 십분의 

일 이하로 매우 작기 때문에 빛의 산란이 일어나지 않아 투명한 

필름을 만들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플라스틱의 열팽창계수는 

50ppm/K 정도인 반면 박테리아 셀룰로오스의 열팽창계수는 

4ppm/K 이다. 따라서 플라스틱 기판의 온도에 따른 팽창으로 인한 

균열이나 손상을 보완할 수 있는 소재로 쓰일 수 있다[31]. 

이러한 장점을 이용하면 에폭시나 아크릴 수지 등을 보강한 

투명하고 유연한 복합체를 만들 수 있으며[32], 복합체에 전계 발광 

층(Electroluminescent layer)을 흡착시켜 응용한 사례도 있다[33].  

또한 박테리아 셀룰로오스의 고강도, 재생가능성, 생분해성, 높은 

표면적을 활용해 전도성 물질의 지지체로 이용한 연구도 있다. 

박테리아 셀룰로오스 자체는 부도체이지만 전도성 고분자나 금속, 

탄소계 물질 등 전도성 나노 물질을 결합하여 복합체에 기능성을 

부여할 수 있으며 전극 물질, 전자기 차폐, 터치 스크린 등으로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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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ang(2012)등은 박테리아 셀룰로오스 자체를 탄화시켜 삼차원 

망상 구조의 탄소 에어로겔을 이용한 복합체를 제조하였다[34]. 이 

경우 박테리아 셀룰로오스의 삼차원 구조 덕분에 전자가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에어로겔과 PDMS 복합체에 관한 연구가 발표된 

이후 전기화학적인 활성을 갖는 망간 산화물, 주석 산화물, 게르마늄 

나노 입자 등과 복합화하여 슈퍼커패시터, 배터리 등으로 응용하기 

위한 연구가 이어져왔다. 이 경우 박테리아 셀룰로오스의 높은 

기공도와 표면적이 전극의 성능을 높이는 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5-37]. 

 

2.2 전도성 고분자 

2.2.1 전도성 고분자의 특징 

전도성 고분자는 고분자의 주 사슬에 컨쥬게이션 구조를 지녀 

전자의 이동이 가능하며 도핑과정을 거치면 전자가 비편재화되어 

높은 전도도를 가질 수 있다. 

가장 간단한 형태의 전도성 고분자는 폴리아세틸렌으로 1977년 

할로겐 원소로 도핑하여 절연체 영역에서 금속과 같은 상태로 

상전이(10-5~105S/cm) 될 수 있다는 것이 보고된 후 많은 관심을 

받기 시작하였다. 

이 후 Figure 2에 제시된 polyphenylene, polypyrrole, 



- 10 - 

polythiophene, polyaniline 등과 같은 다른 전도성 고분자들에 대한 

관심이 이어져 활발히 연구되어 왔다[38]. 

전도성 고분자는 가볍고 합성이 간편하며 금속과 같은 전기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 여러 분야에 응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포토레지스트, 센서, 구동체, 가스 분리막 등이 있으며 방식 

처리(corrosion protection)에도 사용이 가능하다. 정전기 제거, 

전자기 차폐 및 흡수막으로 연구가 되고 있으며 또한 전기화학적인 

특성을 이용하여 유연하고 투명한 전극, 전기발색 소자, 2차 전지의 

전극 소재로의 응용이 이루어지고 있다[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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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Various conducting polymer structures. (A) Trans-poly(acetylene), (B) 

cis-poly(acetylene), (C) poly(p-phenylene), (D) polyaniline (PAni), (E) poly(n-

methyl aniline) (PNMA), (F) polypyrrole(PPy), (G) polythiophene (PTh), (H) 

3-substituted polythiophene, (I)poly(3,4-ethylenedioxythiophene) (PEDOT), (J) 

poly(3-(4-fluorophenyl)thiophene) (PFPT), (K) poly(cyclopenta[2,1-b;3,4-b-

dithiophen-4-one]) (PcDT), (L) 1-cyano-2-(2-[3,4-ethylenedioxylthienyl])-1-

(2-thienyl)vinylene(PThCNVEDT)[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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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폴리아닐린의 특성 

전도성 고분자 중 폴리아닐린은 합성이 간단하고, 단량체의 가격이 

비교적 저렴하며, 다른 전도성 고분자에 비해 화학적, 환경적 

안정성이 우수하다[40]. 

폴리아닐린은 Figure 3에서 보는 것과 같이 산화 상태에 따라 

환원 단위(Reduced block)와 산화 단위(Oxidized blocks)의 비가 

다른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Y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산화 정도가 증가함에 따라 작은 값을 갖는다. 

Y=1일 때에는 완전 환원된 형태로 무색을 띄며 

Leucoemeraldine이라 부른다. 반대로 완전 산화된 형태는 

Pernigraniline으로 자주색을 띈다. y가 0.5인 경우는 

Emeraldine으로 불리며, 각 산화 상태는 조건에 따라 base와 salt로 

존재할 수 있다[41, 42]. 

Leucoemeraldine base(LEB)와 Pernigraniline base (PNB) 

상태와는 다르게 Emeraldine base(EB) state는 양성자화 또는 

도핑을 거쳐 높은 전기 전도성을 띌 수 있다. EB는 도핑 과정을 

통해 폴라론(polaron) 구조가 형성되어 호핑(hopping) 메커니즘을 

통해 전자와 홀이 이동하면서 전기 전도도를 갖는다. 호핑은 사슬 

내부뿐 만 아니라 사슬 사이에도 이루어질 수 있으며 폴리아닐린의 

분자량, 결정화도, 사슬간 거리, 산화정도, 분자의 배열, 도핑 정도, 

도판트의 종류 등 여러 요소가 전도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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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Structure of polyaniline with three oxidation states[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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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폴리아닐린의 응용 

폴리아닐린은 우수한 전기 전도도, 산화 상태에 따른 특성 변화, 

안정성 등의 특징으로 다양한 분야에 응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전도도를 이용한 예로는 전도성 접착제, 잉크, 페인트, 

정전기 방전 재료(electrostatic discharge(ESD) material)등이 

있다. 또한 주위 환경에 따라 고분자의 전도도와 색깔, 모폴로지가 

변하는 특성을 이용해 센서나 detector, indicator 분야에 사용할 수 

있으며, 과산화 수소, 습도, 수은, pH, 바이오 센서 또는 가스 분리막 

등을 제조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메모리 디바이스, 전자기 차폐막, 

전기 변색 윈도우를 제조할 수 있고 폴리아닐린 코팅으로 금속 

표면의 부동태화를 유도하는 성질을 이용하여 방식 처리 물질로서 

사용이 가능하다[40]. 최근에는 순수한 폴리아닐린의 생체 

적합성으로 조직 공학 분야에서도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43] 

이러한 응용 분야 중에서도 폴리아닐린의 높은 전기적 활성, 높은 

도핑 레벨, 우수한 안정성과 높은 비용량을 이용한 전기화학 배터리 

분야로의 응용이 주로 연구되어 왔다. [44] 

폴리아닐린 만을 단독으로 사용한 경우도 있지만 기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복합체를 제조할 수 있다. 복합화한 사례를 살펴보면 

금, 은과 같은 금속이나 실리콘과 같은 준금속, 탄소나노튜브와 

그래핀 같은 비금속 물질 등을 재료로 한 경우가 있다.[45] 



- 15 - 

예를 들어 Q. Liu(2010)등은 1nm의 실리콘 나노 입자와 

폴리아닐린을 HOPG(highly oriented pyrolytic graphite)에 

deposition하면 실리콘의 전기 이중층 커패시터와 폴리아닐린의 

유사 축전 용량이 결합해 용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46]. 또한 H. Wu(2013)등은 in-situ 중합 방법을 통해 

폴리아닐린 복합체를 제조하였으며, 폴리아닐린이 실리콘 입자를 

코팅하는 동시에 3차원 구조를 형성하여 리튬이온 배터리의 

음극으로 썼을 때 우수한 특성을 가진 음극을 제조한 연구를 발표한 

바 있다.[47] 이렇게 실리콘을 도입한 폴리아닐린 복합체는 광 

전소자, 배터리, 축전지 등에 응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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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재료 및 방법 

 

3.1 재료 및 시약 

Gluconacetobacter xylinus(G.xylinus, KCCM 40216)는 

한국미생물보존센터에서 분양 받아 사용하였다. 배양액 제조에 

사용한 D-mannitol, yeast extract, peptone은 SAMCHUN 

CHEMICALS와 BD biosciences에서 구매하였다. Aniline, 

ammonium persulfate, hydrochloric acid, sodium hydroxide는 

SAMCHUN CHEMICALS 제품을 사용했으며 Silicon powder는 

Alfa Aesar 사에서 평균입자크기가 100nm인 제품을 구매하였다. 

 

3.2 나노 복합체 제조 

3.2.1 박테리아 셀룰로오스 생합성 

G.xylinus는 마니톨 배지에서 배양하였고, 배지는 효모추출물 5g/l, 

펩톤 3g/l, 마니톨 25g/l의 조성으로 제조했으며 증류수에 용해시킨 

후 120도에서 20분간 고압증기로 멸균하였다. 접종에 사용할 

G.xylinus는 위의 조성에 한천 15g/l가 첨가된 고체배지에서 2일 

동안 배양한 후 콜로니를 취해 액체 배지가 담긴 플라스크에서 정치 

배양하였다.  

지름이 10cm인 Petri dish에 배양액을 30ml 넣고 정치 배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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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양액을 2ml 접종하여 26℃의 인큐베이터 안에서 배양하였다. 배양 

일 수에 따른 박테리아 셀룰로오스의 두께와 무게를 측정하기 위해 

1-6일 동안 배양한 후 실험을 진행하였다.  

생합성하여 얻어진 박테리아 셀룰로오스를 정제하기 위해 1%의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에서 24시간 동안 넣어둔 후 흐르는 증류수로 

세척하여 불순물을 제거하였다.  

 

3.2.2 폴리아닐린의 in-situ 중합 

구입한 HCl은 1N의 농도로 희석하여 사용했으며 50ml의 1N 

HCl에 아닐린 단량체 10mmol과 산화제로 쓰인 ammonium 

persulfate(APS) 10mmol을 각각 넣어 용액을 제조했다. 

하이드로겔 상태의 박테리아 셀룰로오스를 아닐린 단량체가 

녹아있는 용액에 넣고 아닐린 단량체가 잘 확산될 수 있도록 교반한 

후 APS 용액을 첨가하여 반응을 진행했다. 얻어진 복합재료를 

회수하여 메탄올과 1N의 HCl로 세척하였다. 최종 회수된 복합체는 

거름종이로 수분을 제거한 뒤에 45℃의 진공오븐에서 건조시켜 

필름형태로 보관하였다.  

이 때 복합체 제조 과정에서 각 조건이 폴리아닐린의 함량과 전기 

전도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반응 전 교반 시간(0~60분), 

산화제의 양(2.5~20mmol), 반응 온도 (0~40℃), 반응 

시간(5~240분)을 다르게 하면서 복합체를 제조하고 복합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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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을 조사하였다.  

 

3.2.3 실리콘 나노입자의 도입 

3.2.3.1 생합성 

멸균한 증류수에 실리콘 나노 입자를 분산시킨 후 배양액과 

혼합해 전체 30ml의 배양액을 제조했다. 이 때 첨가된 증류수만큼 

조성의 농도가 2배인 배양액를 첨가하여 배지 조성 성분의 농도를 

맞춰주었다. 정치 배양한 G.xylinus를 2ml 접종하고 3일 동안 

배양한 후 1% 수산화나트륨에 24시간 동안 침지하여 정제하였다. 

3.2.3.2 필터링 

필터 윗부분에 하이드로겔 상태의 박테리아 셀룰로오스를 놓고, 그 

위에 실리콘 나노 입자를 분산 시킨 증류수를 첨가했다. 필터의 

아래쪽에서 진공을 걸어주면서 물을 제거하였다. 

3.2.3.3. 담침 

실리콘 나노 입자 45mg을 200ml의 증류수에 분산시킨 후 

하이드로겔 상태의 박테리아 셀룰로오스를 넣고 2일 동안 

교반하였다. 얻어진 하이드로겔은 증류수로 세척한 후 보관하였다.  

 

3.2.4 실리콘/폴리아닐린/박테리아 셀룰로오스 복합체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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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N의 HCl 50ml에 아닐린 단량체 10mmol, APS 10mmol을 각각 

용해시켜 준비하였다. 아닐린 단량체가 용해된 용액에 실리콘이 

흡착된 박테리아 셀룰로오스를 넣은 후 1시간 동안 교반시켰다. 

여기에 준비한 APS 용액을 넣어 반응을 개시하고, 20℃에서 2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얻어진 복합재료는 메탈올과 1N의 HCl로 세척한 

후 거름 종이로 수분을 제거하고 45℃의 진공 오븐에서 건조시켜 

필름 형태를 얻었다. 

 

3.3 특성 분석 

3.3.1 폴리아닐린의 함량 측정 

같은 조건에서 배양한 박테리아 셀룰로오스와 폴리아닐린/박테리아 

셀룰로오스 복합체의 건조 중량을 측정하였으며 복합체 내 

폴리아닐린 함량은 아래 식을 통해 계산하였다. 

폴리아닐린 함량(%) = 

 

 

3.3.2 전자현미경 관찰 

제조된 복합체의 표면과 단면을 조사하기 위해 전계 방출 

주사전자현미경(Field Emission Electron Microscopy(FE-SEM), 

폴리아닐린/박테리아 셀룰로오스 건조 중량-박테리아 셀룰로오스 건조 중량 

폴리아닐린/박테리아 셀룰로오스 건조 중량 

x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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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RA 55VP, Carl Zeiss, Germany)과 접속이온빔장치(Focused 

ion beam(FIB), AURIGA, Carl Zeiss, Germany)의 FE-SEM 

모드를 이용했다. 시료는 카본테이프로 고정시킨 후 

백금코팅기(Sputter coater, BAL-TEC/SCD 005)로 코팅하여 

관찰하였다. 투과전자현미경(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TEM), JEM1010, JEOL, Japan)을 이용했다. 시료는 

그리드 위에 올려 건조시킨 후 관찰하였다. 

 

3.3.3 X-선 회절 분석 

제조된 복합체의 결정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고분해능 X-선 

회절분석기(High resolution X-ray diffractomer, Bruker D8 

DISCOVER, Bruker, Germany)를 이용하였다. 40kV, 40mA에서 

Cu Kα radiation(1.540600Å)을 사용하여 2θ=10°~80°에서 

측정하여 회절 그래프를 얻었다.  

 

3.3.4 열 중량 분석 

박테리아 셀룰로오스(BC), 폴리아닐린/박테리아 셀룰로오스 

(PANi/BC), 실리콘/박테리아 셀룰로오스 (Si/BC), 실리콘/ 

폴리아닐린/박테리아 셀룰로오스 (Si/PANi/BC)의 열적 성질을 

확인하기 위해 열 중량 분석기(Thermo Gravimetric Analy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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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GA), Q-5000 IR, TA Instruments, USA)를 이용하였다. 각 

시료는 건조하여 준비하였으며 질소 가스 하에서 승온 속도를 

10℃/min으로하여 상온에서 650℃까지 측정하였다. 

 

3.3.5 저항 측정 

제조한 복합체의 전기 전도도는 디지털 멀티미터 (Chekman, 태광 

일렉트로닉스)를 가지고 2-단자 방식으로 측정하였다. 단자 사이의 

거리는 1cm로 유지하였으며, 한 시료당 10번의 측정을 하여 

최대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후 평균을 구하였다. 

 

3.3.6 굽힘 시 저항 측정 

만능 재료시험기를 이용해 시료의 곡률을 변화시키면서 저항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시료는 세로 2cm 가로 1cm 크기로 준비했으며 

양 끝에 실버 페이스트를 이용해 알루미늄 호일을 고정시켰다. 

알루미늄 호일을 만능 재료 시험기(Universal testing machine, LRX 

plus, LLOYD INSTRUMENTS, UK)에 고정 시킨 후 저항 측정기를 

연결했으며, 시료 사이 거리를 줄이면서 저항 변화를 측정했다. 같은 

방식으로 100회 반복 시험을 진행한 후 저항 변화율을 계산했으며 

저항 변화율은 아래 식을 통해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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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 변화율(%) =
처음 저항 − 나중 저항

처음 저항
𝑋100 

 

3.3.7 전류-전압 곡선 

전류-전압(I-V) 곡선은 Probestation(Agilent 2602,Agilent, 

USA)을 이용해 측정하였고 -1V~1V의 전압 범위에서 측정하였다. 

샘플은 건조시켜 준비했으며 3cm x 2cm로 자른 상태에서 슬라이드 

글라스 위에 고정 시키고 측정하였다. 

 

3.3.8 순환전압전류법 

순환전압전류법은 Electrochemical workstation(CHI750D, 

Shanghai Chenhua Instruments Co., China)을 이용해 측정하였으며

Figure 4와 같이 복합체를 전극으로 하는 슈퍼커패시터 셀을 제작하

여 진행하였다. 테플론 판 위에 니켈 호일과 전극, 분리막, 전극, 니

켈 호일 순서로 놓은 후 다시 테플론 판으로 덮고 나사로 고정 시킨 

후 전해질이 담긴 비커에 넣고 측정을 진행하였다.  전해질은 1M의 

황산 나트륨을 사용했으며 주사 속도는 10~100mV/s, 전압 범위는 

-0.2V~0.8V로 하여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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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Fabrication method of supercapacitor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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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과 및 고찰 

 

4.1 박테리아 셀룰로오스 제조 

4.1.1 G.xylinus의 배양 

Figure 5은 실험에 쓰일 박테리아 셀룰로오스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G.xylinus의 배양 시간에 따른 두께와 무게를 측정한 

결과이다. 하이드로겔 상태의 박테리아 셀룰로오스 두께는 

4일까지는 급격히 증가하다가 이후로는 큰 변화가 없었다. 합성된 

셀룰로오스의 무게 또한 이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이렇게 

박테리아가 생산하는 셀룰로오스의 양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이유는 배양액의 영양 성분이 소모되어 충분한 영양 공급이 이루어 

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박테리아가 셀룰로오스를 

지속적으로 합성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영양의 지속적인 공급이 

필요하다.  

50℃ 오븐에서 건조 시킨 셀룰로오스의 두께를 마이크로미터를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 6일 동안 배양한 경우에도 0.01mm 이하의 

매우 얇은 셀룰로오스 필름을 얻었다. 또한 오븐 건조 후 

셀룰로오스의 무게를 측정한 후 아래 식을 통해 박테리아 

셀룰로오스 하이드로겔의 수분 함유율을 계산했다. 

수분 함유율(%) = 
건조 전 무게 − 건조시킨 후 무게

건조 전 무게
 𝑋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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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결과 배양 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샘플의 하이드로겔이 99% 

이상의 높은 수분 함유율을 갖는 것을 확인했으며 이는 박테리아 

셀룰로오스의 삼차원 구조와 미세 섬유로 인한 높은 밀도의 수소 

결합을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이후 실험에서는 박테리아 셀룰로오스의 두께가 얇을수록 아닐린 

단량체와 실리콘 나노 입자의 흡착이 빠르고 고르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얇은 두께의 박테리아 셀룰로오스를 사용하였다.[48] 단, 2일 

동안 배양하여 얻어진 셀룰로오스가 가장 얇지만 물성이 약해 

다루기 어려웠으며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3일 동안 배양하여 얻은 셀룰로오스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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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Effect of cultivation time on (a) thickness(mm), (b) 

weight of BC hydrogel(g), and (c) weight of dried BC(g). 

G.xylinus were cultivated for 2~6 days in 30ml mannitol med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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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박테리아 셀룰로오스의 형태 

마니톨 배양액이 담긴 Petridish에서 G.xylinus를 배양한 결과 

배양액의 계면에서 하이드로겔 막 상태의 셀룰로오스를 얻었다. 

정제를 하지 않은 셀룰로오스는 노란색을 띄었으며 50℃에서 오븐 

건조 시킨 후 전계방출주사전자현미경을 이용해 셀룰로오스의 

표면을 관찰한 결과 Figure 6(a)와 같이 박테리아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얻어진 셀룰로오스는 1%의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에 충분히 

담침하여 박테리아와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증류수로 

세척한 후 중화시켜 사용하였다. 정제 과정을 거친 셀룰로오스 

하이드로겔은 백색으로 변했으며 오븐 건조한 후에는 반투명한 얇은 

필름을 얻을 수 있었다. 정제를 거친 후 전계방출주사전자현미경으로 

보았을 때 박테리아가 관찰되지 않는 것을 통해 효과적으로 정제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했다. 

Figure 6(b)는 정제 후 박테리아 셀룰로오스를 동결 건조 시킨 후 

단면을 관찰한 것이다. 약 20-50nm 직경의 나노 섬유가 그물망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수 마이크론 수준의 간격을 두고 섬유가 

빽빽하게 존재하는 층 구조를 확인했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박테리아 셀룰로오스를 지지체로 하면 in-situ 중합 과정에서 

내부까지 고르고, 많은 양의 반응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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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FE-SEM images of bacterial cellulose: oven dried BC (a) 

before and (b) after NaOH treatment, (c) and (d) cross section of 

freeze dried 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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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폴리아닐린/박테리아 셀룰로오스 복합체 제조 

4.2.1 폴리아닐린 합성 조건 

폴리아닐린/박테리아 셀룰로오스 복합체는 Figure 7와 같이 용액 

상에서 폴리아닐린을 산화 중합하여 제조하였다. 1M의 염화수소 

수용액에 아닐린 단량체를 용해시킨 상태에서는 용액이 투명한 

노란색을 띄었다. 이후 산화제로 쓰인 ammonium persulfate(APS) 

용액을 첨가한 후 용액의 색깔이 보라색으로 변화하며 발열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 반응이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발열 

반응은 사슬의 성장과 연관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49]. 이후 용액의 

색깔은 파란색을 거쳐 최종적으로 Emeraldine salt의 색으로 알려져 

있는 짙은 녹색으로 변화하였다.  

복합체 하이드로겔을 메탄올과 1M 염화수소 수용액으로 세척한 

후 진공오븐에 건조하여 Figure 7(b)와 같은 형태의 필름을 얻었다. 

반응 전에는 반투명했던 하얀색 셀룰로오스가 반응 후에 불투명한 

짙은 녹색을 띄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필름의 두께는 반응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수십 마이크로 수준으로 얻을 수 있었으며 

사용한 박테리아 셀룰로오스의 조건과 중합 조건을 다르게 하면 

복합체의 두께를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얻어진 필름의 

양 끝에 힘을 가할 경우 곡선을 이루며 휘어 지는 것을 통해 

박테리아 셀룰로오스로 인해 휘어질 수 있는 특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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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Optical images of (a) reaction process, and (b) PANi/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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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1 담침 시간에 따른 복합체의 특성 변화 

박테리아 셀룰로오스는 중합을 개시하기 전에 아닐린/염산 

수용액에 담침하여 아닐린 단량체가 확산되어 충분히 흡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때 담침 시킨 시간이 복합체의 전도도와 

폴리아닐린 함량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으며 그 결과를 Figure 8에 

나타냈다.  

담침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중합을 개시하였을 때에는 복합체 

내의 폴리아닐린 함량이 약 50%로 나타났다. 10분 동안 교반을 

하며 담침하였을 때에는 57%로 증가하였다. 담침 시간을 한 

시간까지 증가시키면서 확인한 결과 담침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서 

복합체 내 폴리아닐린의 양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1시간의 

경우에는 58.8%로 초기에 비해 변화량은 크지 않았다. 

복합체의 전기 전도도 역시 담침 시간의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했다. 담침을 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해서 10분 동안 담침했을 

때 복합체의 전기 전도도가 약 1.6배로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전기 

전도도 역시 60분인 경우에서 가장 큰 값을 가졌으나 10분 

이후로는 그 변화가 크지 않았다. 

담침 시간이 폴리아닐린의 함량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단량체인 

아닐린이 박테리아 셀룰로오스의 표면에 흡착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아닐린은 염산 수용액 안에서 아닐린 

양이온을 형성하는데, 이 때 생성된 -NH3
+ 그룹이 박테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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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룰로오스와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8]. 실험 결과 10분 

이내에 가장 많은 양의 아닐린이 흡착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으며 복합체의 전기 전도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담침을 진행한 

후 반응을 시켜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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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Effect of dipping time on (a) content of PANi (%) in 

PANi/BC, and (b) conductivity (S/cm) of PANi/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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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2 산화제와 단량체의 비율에 따른 복합체의 특성 변화 

복합체 제조 시 폴리아닐린 중합 단계에서 산화제와 단량체의 

비율이 복합체의 전기 전도도와 폴리아닐린 함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Figure 8의 결과에 의해 박테리아 셀룰로오스를 아닐린 용액에서 

10분 동안 교반한 후 산화제 용액을 첨가해 반응을 개시하였다. 

담침 시간을 10분으로 설정한 이유는 그 이후로는 시간에 비해서 큰 

변화가 없었으며, 용액에 오래 노출할 경우 지지체의 유연성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이 때 단량체인 아닐린 대비 

산화제인 APS의 몰 비를 0.25부터 2까지 다르게 하며 중합을 

진행했다. Figure 9는 복합체 내 폴리아닐린의 함량과 전기 전도도를 

측정한 결과이다.  

폴리아닐린의 함량은 산화제의 양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전기 전도도의 경우 산화제와 단량체의 비가 1:1일 때 가장 높은 

값을 얻었다. 산화제의 농도가 단량체에 비해 낮으면 반응이 충분히 

진행되지 않아 폴리아닐린의 함량이 매우 낮게 얻어졌고, 그로 인해 

전기 전도도를 충분히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산화제를 

과량으로 넣어줬을 경우에는 오히려 전도도가 최대값의 36%로 

감소하였다. 전도성 고분자가 높은 전기 전도도를 띄기 위해서는 긴 

범위의 전자 비편재화가 일어나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분자량이 요구된다. 하지만 단량체의 양이 제한된 상태에서 

산화제가 과량 존재하면 합성되는 폴리아닐린의 분자량은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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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APS가 과량 들어간 경우에는 많은 양의 폴리아닐린이 

생성될 수 있으나 복합체 내에는 대부분 올리고머와 저분자량의 

생성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기 전도도가 저하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4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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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Effect of APS concentration on (a) content of PANi (%) 

in PANi/BC, and (b) conductivity (S/cm) of PANi/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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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3 중합 온도에 따른 복합체의 특성 변화 

중합을 개시한 이후의 온도를 조절하며. 5℃, 20℃, 40℃에서 

중합을 진행한 결과를 Figure 10에 나타내었다. 실험 결과 20℃의 

조건에서 폴리아닐린 함량과 전기 전도도가 가장 높은 값을 가졌다. 

온도는 폴리아닐린의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온도에 따라 

고분자의 분자량과 반응 속도가 달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온에서 중합을 진행하면 폴리아닐린의 부반응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험 결과 40℃에서 함량의 변화에 

비해 전기 전도도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온도가 높을수록 반응 

속도 증가와 함께 부반응이 일어나는 확률도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51].  

전계방출주사전자현미경을 복합체를 살펴본 결과 중합 온도에 

따라서 표면 형태에 차이가 있었다. Figure 11(b),(d),(e)에서 

10개의 지점에서의 두께를 측정해 확인해본 결과 40℃에서 

93.75(±6.25)nm, 20℃에서 237.5(±15.67)nm, 5℃에서는 

159.375(±8.10)nm의 두께를 가졌으며 전기 전도도 측정 결과와 

같은 경향성을 보여, 함량과 함께 복합 섬유의 두께도 전도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볼 수 있었다.  특히, 40℃에서 폴리아닐린의 

입자 형태가 보이지 않으며 얇고 매끈한 표면을 갖는 섬유가 

얻어졌다. 이는 폴리아닐린의 분해와 연관 지을 수 있다. 수용액 

상에서 폴리아닐린은 중합 반응과 동시에 분해 반응이 일어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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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그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어 왔다[50, 

52]. 따라서 고온에서의 활발한 분해 반응으로 인해 섬유의 두께와 

표면 형태가 변화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함량과 

전도도에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0℃에서 합성했을 때는 폴리아닐린 코팅이 가장 두껍고, 

폴리아닐린이 입자 형태로 균일하게 존재했다. 전도성 고분자의 양이 

많으며 균일하게 코팅되어 가장 높은 전기 전도도를 얻은 것으로 

보이며 이후 복합체 제조는 20℃에서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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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Effect of polymerization temperature on (a) content of 

PANi (%) in PANi/BC, and (b) conductivity (S/cm) of PANi/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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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SEM images of PANi/BC with different reaction 

temperatures; (a),(b) 5℃, (c),(d) 20 ℃, (e),(f)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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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4 중합 시간에 따른 복합체의 특성 변화 

Figure 12는 합성시간이 복합체의 전도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복합체는 산화제를 넣은 후 5분 

이내에 짙은 녹색을 띄었고, 오븐 건조 시킨 후 전도도를 측정한 

결과 0.0034S/cm의 전도도를 보였다. 2시간 동안 반응 시켰을 때는 

5분과 비교했을 때 약 2배 이상 전도도가 증가하여 가장 높은 

전도도를 보였다. 전도도는 시간에 따라 증가하다가 2시간 이후에는 

다시 감소하였다. 전도도의 감소는 폴리아닐린의 함량과 관계된 

것으로 보인다.  

폴리아닐린 함량을 살펴보면 5분 동안 반응 시킨 복합체는 약 

59%의 값을 가졌으며 초기에 반응이 빠른 속도로 일어난 것을 알 

수 있다. 2시간 반응 시킨 복합체에서 약 67%로 가장 높은 값을 

가졌으며 이후 다시 감소하였다. 폴리아닐린의 함량의 증가는 2시간 

까지는 반응이 추가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폴리아닐린의 

반응은 빠른 속도로 이루어 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복합체의 

미세 섬유 사이를 완전히 둘러싸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반응이 완벽히 일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Figure 13과 같이 

박테리아 셀룰로오스 섬유가 드러나 있는 부분들을 볼 수 있었다. 

이런 부분은 전자의 이동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전기 

전도도가 낮은 값을 갖게 된다.  

4시간 반응시킨 경우에는 함량이 61%로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으며 전도도 역시 감소하였다. 하지만 많은 연구 결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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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을 오래 지속하더라도 폴리아닐린의 수율이 감소하지 않고 

유지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50, 53]. 때문에 이러한 결과는 

지지체인 셀룰로오스가 산과 산화제에 오래 노출됨으로써 손상을 

입어 복합체의 무게와 구조에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이후 실험은 최적의 전도도를 얻을 수 있는 2시간을 중합 

조건으로 하여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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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Effect of polymerization time on (a) content of PANi (%) in 

PANi/BC, and (b) conductivity (S/cm) of PANi/BC. 

Figure 13. FE-SEM images of PANi/BC polymerized for 30min. (a) 20k, 

and (b) 70k mag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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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합성 메커니즘 

먼저 in-situ 중합과 단순한 담침을 통한 흡착을 비교하기 위해서 

박테리아 셀룰로오스를 폴리아닐린이 분산된 산 수용액에서 

교반하며 2시간 동안 담침시켰다. 그 결과 단순히 담침을 진행한 

경우에는 불균일하게 녹색을 띄었으며 반응 전과 비교했을 때 

대부분은 거의 변화가 없이 투명한 것을 관찰했다. 2-단자법으로 

전도도를 측정했을 때에도 in-situ 중합을 통합 복합체와 달리 

전도도를 측정할 수 없었다. 이를 통해 단순한 담침보다 in-situ 

중합 방법이 균일하고 효과적인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이유를 앞서 Figure 8에서 담침 시간에 따른 복합체 내 

폴리아닐린의 부착량 측정 결과와 연관시켜보면 아닐린이 

셀룰로오스에 흡착된 후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이 때 

아닐린은 산 수용액에 아닐린 양이온을 형성하고[8], 셀룰로오스의 

수산화 기와 상호 작용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아닐린이 확산, 

흡착된 상태에서 개시제를 첨가하면 라디칼 중합이 이루어지고, 

박테리아 셀룰로오스의 표면에 폴리아닐린이 생성되어 전도성 

나노복합체를 얻을 수 있다(Figure 14). 이러한 중합 과정은 많은 

연구에 의해서 제시되었으며 셀룰로오스뿐 아니라 나일론, 

폴리에틸렌 등과도 복합체를 제조할 수 있다[7,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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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Optical images of (a) dried BC (b) BC dipped with 

PANi in HCl (c) PANi/BC and (d) schematic diagram of the 

formation of PANi/BC compo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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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폴리아닐린/박테리아 셀룰로오스 복합체의 구조 

분석 및 성질  

4.3.1 결정 구조 분석 

박테리아 셀룰로오스와 복합체의 결정구조를 광각 X-선 산란 

분석기를 통해 2θ=10°에서부터 2θ=60°까지 측정한 결과를 Figure 

15에 나타내었다.  

Figure 15(a)는 박테리아 셀룰로오스의 그래프로 2θ = 14.6°, 

22.6° 일 때 뚜렷한 결정 피크를 보였다. 각각은 (110), (200) 

결정면을 의미하는 것으로 셀룰로오스 I 구조의 특징을 갖는 것을 

확인했다. (110)면은 셀룰로오스 마이크로 피브릴이 리본을 

형성하는 과정과 연관이 있다. 이 과정에서 셀룰로오스 결정도 

(110)면의 배열을 이루게 되어 뚜렷한 피크를 보이며 건조과정을 

거치면서 배향이 선호되어 피크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5, 

56]. 

폴리아닐린/박테리아 셀룰로오스 복합체는 2θ = 14.7°, 20.3°, 

25.2° 위치에서 넓은 피크를 나타냈으며 이는 HCl로 도핑된 

폴리아닐린의 결정 구조 분석 결과와 일치했다[57]. 2θ = 20.3° 과 

2θ = 25.2° 위치의 피크는 각각 폴리아닐린 고분자 사슬의 

주기적으로 평행, 수직인 방향의 배열로 인한 것이다[58]. 복합체는 

비결정의 폴리아닐린의 영향으로 인해 2θ = 14.6°, 22.6° 위치의 

셀룰로오스 피크가 크게 감소하여, 복합체의 결정화도가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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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 XRD diffractogram of (a) BC, (b) PANi/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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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열 중량 분석 

박테리아 셀룰로오스와 복합체의 열 중량 분석 결과를 Figure 

16에 나타냈다. 박테리아 셀룰로오스의 그래프를 보면 150℃ 

이하에 서 샘플 내의 수분이 증발되면서 약 5%의 중량 감소가 

일어난다. 이후 345℃ 부근에서는 박테리아 셀룰로오스의 열분해가 

진행되면서 중량이 크게 감소하여 650℃에서 78%의 무게 감소를 

보였다. [59] 

박테리아 셀룰로오스/폴리아닐린 복합체 역시 초반에 수분에 의한 

감소 이후에 두 번의 급격한 중량 감소가 일어난다. W. Hu 

(2011)의 결과에 따르면 HCl을 도판트로 한 폴리아닐린은 

425~800℃ 사이에서 주쇄의 분해로 인해 급격한 중량 감소가 

일어난다[60]. 따라서 259℃ 부근에서는 저분자량 폴리아닐린의 

분해, 도판트의 증발과 함께 셀룰로오스의 분해로 인해 중량이 

감소하며 504℃ 부근에서는 폴리아닐린 주쇄(backbone)의 분해로 

복합체의 중량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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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6. TG curves of (a) BC, (b) PANi/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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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굽힘 특성 분석 

폴리아닐린/박테리아 셀룰로오스 복합체가 휘어진 상태에서도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만능재료시험기를 이용해 

시료의 양 끝에 힘을 가해 구부리면서 저항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복합체는 앞선 실험을 통해 전기 전도도가 가장 높은 

조건에서 합성하여 약 0.007S/cm의 전도도를 얻었다. 또한, 

박테리아 셀룰로오스 복합체와 비교를 위해 나노 피브릴화 

셀룰로오스와 폴리아닐린 복합체를 제조했다. 사용한 나노 피브릴화 

셀룰로오스는 나무 셀룰로오스에 물리적 처리를 통해 얻은 것으로 

그라인더(Grinder)의 사이 간격은 -80μm으로 설정하고, 분쇄를 

40회 반복 처리하여 얻었다. 박테리아 셀룰로오스와 같은 양(g)을 

사용하였고, 박테리아 셀룰로오스 배양 용기와 같은 면적의 진공 

필터를 이용한 뒤 50℃의 오븐에서 건조 시켜 셀룰로오스 필름을 

얻었다. 그 후 박테리아 셀룰로오스 복합체 제조와 동일한 조건으로 

폴리아닐린을 in-situ 중합하여 실험을 진행했다. 

Figure 17에서 볼 수 있듯이 박테리아 셀룰로오스로 제조한 

복합체는 곡률 반경이 3mm인 지점까지 유연하게 휘어졌다. 반면 

나노 피브릴화 셀룰로오스를 사용한 복합체는 곡률 반경이 10mm인 

지점에서 더 이상 휘어지지 못하고 절단되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휘어지는 과정에서 2-단자 방법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저항을 

측정한 결과 박테리아 셀룰로오스/폴리아닐린 복합체는 곡률 반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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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mm까지 감소시켰음에도 2% 이하의 저항 변화율을 보였다. 또한 

이 과정을 100회 반복했을 때에도 저항의 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나노피브릴화 셀룰로오스/폴리아닐린 복합체는 약 

12.5mm의 곡률 반경에서 저항이 8.6% 증가했으며 10mm 지점에서 

시료가 절단되면서 저항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이렇게 굽힘 특성에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은 박테리아 

셀룰로오스의 삼차원 구조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노 피브릴화 

셀룰로오스 필름은 수 마이크로 길이의 섬유가 불연속적으로 

존재한다. 이러한 불연속 지점은 힘을 가했을 때 섬유 사이 결합력이 

약해 쉽게 떨어질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저항이 증가하는 원인이 

된다. 반면 박테리아 셀룰로오스는 나노 섬유가 연속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복합체에 보다 높은 유연성을 부여할 수 있다. 그 결과 

휘어진 상태에서도 전기 전도도를 유지할 수 있어 플렉서블 

디바이스와 같이 유연성이 요구되는 곳에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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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7. Optical images of bending process using UTM. (a) 

PANi/NFC(Nano-fibrillated cellulose), (b) PANi/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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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8. Electrical-resistance change of composites under bending. (a) 

Electrical-resistance variation of PANi/NFC and PANi/BC at a bend 

radius up to 3.0mm in the first bend cycle. (b) Electrical-resistance 

change of PANi/BC when bending to a radius of 3.0mm for 100
 
cycles. 

R0 refers to the electrical resistance of the pristine composite, and ΔR 

refers to the resistance change of the bent compo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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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순환전압전류법 

폴리아닐린/박테리아 셀룰로오스 복합체의 응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복합체를 양쪽 전극으로 하는 슈퍼커패시터 셀을 제작하여 

순환전압전류법을 통해 측정하였다. Figure 19는 1M의 

황산나트륨을 전해질로 하여 -0.2에서 0.8V의 전압 범위에서 

10mV/s에서 100mV/s까지 주사속도를 증가시키며 측정한 결과이다. 

산화 곡선과 환원 곡선 사이 그래프 내부의 면적은 커패시터의 

용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복합체가 전해질 내에서 전기적 활성을 띌 

수 있음을 확인했다. 주사속도가 증가할수록 환원 곡선과 산화 

곡선에서의 전류 값이 각각 양과 음의 방향으로 이동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상적인 슈퍼커패시터의 CV 곡선은 직사각형에 가까운데, 

이는 복합체의 기공도와 전도도 등의 조절을 통해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전극 내부의 활물질의 양을 증가시키거나 

용량이 높은 물질과의 복합화를 통해 슈퍼 커패시터의 용량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  

또한 셀 제작 시 분리막으로는 종이 필터를 사용하였으며 

전극에도 셀룰로오스 기반 복합체가 사용되었다.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한다면 셀룰로오스를 기반으로 하는 슈퍼커패시터를 제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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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9. Cyclic voltammogram curves of PANi/BC at different 

scan rates in 1 M Na2SO4 from −0.2 to 0.8 V: (a) 10 mV/s, (b) 

50mV/s, (c) 100m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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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실리콘 나노 입자가 도입된 폴리아닐린/박테리아 

셀룰로오스 복합체 제조 

4.4.1 박테리아 셀룰로오스/실리콘 복합체 제조 

박테리아 셀룰로오스에 실리콘 나노 입자를 도입하기 위한 적합한 

방법을 찾기 위해 생합성, 필터링, 담침법을 통해 복합체를 제조했다. 

Figure 20은 생합성 방법으로 복합체를 제조한 결과로 

G.xylinus의 배양액에 실리콘 나노 입자를 분산 시킨 후 3일 동안 

배양하였다. 실리콘 입자의 양을 45mg까지 증가시켰을 때에도 

셀룰로오스가 성공적으로 합성되었으며 배양액 속에 존재하던 

실리콘 나노 입자가 하이드로겔 내부에 존재하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박테리아와 불순물의 정제 과정에서 

수산화나트륨 처리를 거치면서 실리콘 입자의 짙은 갈색이었던 

하이드로겔의 색이 옅어지고 기포가 발생하는 것을 관찰했다. 이는 

수산화나트륨으로 인해 실리콘 입자가 반응했기 때문으로 알칼리 

용액의 OH- 이온은 Si-H와 Si-Si결합의 가수분해를 촉진시키고 

용해 가능한 Si(OH)4를 형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62]. 따라서 

이 방법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두 번째 방법으로 실리콘 입자를 증류수에 분산시킨 후 

진공필터를 이용했다. 전계방출주사전자현미경으로 살펴본 결과 물이 

빠져나가면서 기공 주변에서 실리콘 입자가 응집된 것을 확인했으며 

육안상으로도 하이드로겔의 윗면과 아랫면의 실리콘 입자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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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도입할 수 있는 양이 매우 

제한적이며 입자의 분포가 균일하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 

세 번째 방법으로 45mg의 실리콘 입자를 분산시킨 용액에 

박테리아 셀룰로오스 하이드로겔을 담침하여 교반시키며 제조하였다. 

전계방출주사전자현미경으로 확인한 결과 실리콘 입자가 흡착되어 

비교적 고르게 분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표면뿐 아니라 

단면에서도 흡착된 실리콘 입자를 관찰할 수 있었으며 압축된 

하이드로겔은 단면 사이 간격이 좁아지면서 Figure 21(f)와 같은 

형태를 관찰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제시한 방법 중 실리콘의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비교적 균일하게 도입할 수 있어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판단하였다. 

실리콘 나노 입자는 리튬 이온 배터리의 음극 활물질로 이용될 수 

있는데, 이 때 실리콘이 리튬과 반응하면서 입자의 부피가 최대 200% 

증가하는 것이 문제로 제시되었다. 따라서 응력 완화를 위해 

다공성을 부여하는 것이 해결책으로 제시된 바 있다[63]. 따라서 

박테리아 셀룰로오스의 층과 층 사이의 간격 역시 나노 복합체의 

응용 시에 실리콘의 부피 팽창으로 인한 복합체의 균열을 방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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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0. Optical images of silicon nanoparticles(SiNP)/BC 

hydrogels prepared by culturing in medium containing a dispersed 

SiNP. The bottom panel shows the images after purification with 1% 

(w/v) sodium hydroxide for 24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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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 FE-SEM images of SiNP/BC prepared with different 

methods. (a), (b) surface images of SiNP/BC prepared by vacuum 

filtration. (c), (d) surface and (e), (f) cross sectional images of 

SiNP/ BC prepared by dipping in DI water with dispersed Si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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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실리콘 나노 입자가 도입된 폴리아닐린/박테리아 

셀룰로오스 복합체의 구조 분석 및 성질 

4.5.1 폴리아닐린 나노 복합체의 형태학적 구조 관찰 

4.5.1.1 주사전자현미경을 이용한 구조 관찰 

실리콘 입자가 도입된 박테리아 셀룰로오스는 in-situ 중합을 

통해 폴리아닐린을 합성하여 전기 전도도를 갖는 나노 복합체를 

제조하였다. 

Figure 22는 전계방출주사전자현미경을 이용해 복합체와 박테리아 

셀룰로오스의 구조를 관찰한 결과이며 모든 샘플은 45℃ 오븐 

건조를 시킨 후 관찰하였다. 박테리아 셀룰로오스에 비해 

폴리아닐린이 합성된 복합체에서는 섬유 가닥이 넓은 간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박테리아 셀룰로오스 섬유가 

폴리아닐린으로 둘러 쌓이면서 섬유 사이의 수소 결합으로 인한 

상호작용이 감소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c)와 (d)에서는 실리콘 나노 

입자를 관찰할 수 있었으며 주위에 폴리아닐린이 합성되어 (b)와 

같이 섬유 형태를 유지하며 합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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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 FE-SEM images of (a) BC, (b) PANi/BC, (c), (d) 

SiNP/PANi/BC. (d) is magnified image of the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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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2 투과전자현미경을 이용한 구조 관찰 

Figure 23은 투과전자현미경을 통해 복합체를 관찰한 결과이다. 

(a)는 박테리아 셀룰로오스를 실리콘 입자가 분산된 증류수에 

담침하여 나노입자를 잘 흡착 시킨 후 초음파 처리를 통해서 분리된 

나노 섬유 가닥을 관찰한 것이다. 초음파 처리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수십 나노 크기의 나노 섬유에 실리콘 입자가 잘 흡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실리콘 입자는 대부분 원형이었으나 타원형의 

입자도 볼 수 있었으며 관찰 결과를 통해 확인한 입자의 직경은 

평균 약 120nm(±83.60)였다.  

(b)에서는 폴리아닐린이 박테리아 셀룰로오스의 섬유를 따라서 

입자 형태로 합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 (c)는 염산 수용액에서 

실리콘을 분산 시킨 후, 아닐린을 용해시키고 폴리아닐린을 중합 한 

결과이다. 실리콘 입자는 (a)에서와 같이 매끈한 표면을 갖지만 

폴리아닐린의 생성으로 인해 거친 표면이 형성된 것으로 보이며 

(c)의 왼쪽에 제시한 이미지에서도 고분자 층으로 보이는 부분을 

관찰할 수 있다. 

 (d)는 박테리아 셀룰로오스에 실리콘을 흡착 시킨 후 

폴리아닐린을 중합한 것으로 (c)와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폴리아닐린은 실리콘을 포함한 복합체 전체에 전자의 이동 

통로를 제공하여 전기 전도도를 부여하며, 특히 실리콘의 낮은 전기 

전도도로 인한 한계를 보완하는 도전체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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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3. TEM images of composites. (a) SiNP/BC prepared by 

dipping in DI water dispersed SiNP, (b) PANi/BC, (c) SiNP/PANi 

without BC. The arrows indicate SiNP or PANi. The inset shows 

the SiNP with a PANi layer. (d) SiNP/PANi/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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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결정 구조 분석 

Figure 24는 복합체의 결정구조를 살펴보기 위하여 X-선 산란 

분석을 시행한 결과이다. (a)는 실리콘 입자의 스펙트럼으로 

2θ=28.5°, 47.3°, 56.2°, 69.1°, 76.5°에서 육면체 구조의 실리콘 

결정이 가지는 뚜렷한 피크를 확인할 수 있다. 2θ=28.5°, 47.3°, 

56.2°인 지점은 각각 실리콘의 (111), (220), (311) 결정면을 

나타낸다. [64, 65] 

Figure 24(b)은 실리콘/폴리아닐린/박테리아 셀룰로오스 복합체의 

스펙트럼이다. 2θ가 20.4〫, 25.2〫일 때의 넓은 피크는 

폴리아닐린으로 인한 것이며 22.8〫 부근에서의 피크는 박테리아 

셀룰로오스의 결정 구조로부터 유래된 것이다. 또한 2θ = 28.5〫, 

47.3〫, 56.2〫 위치에서는 실리콘의 결정으로 인한 피크로 합성 

후에도 실리콘 결정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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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4. X-ray diffractograms of (a) SiNP and (b) 

SiNP/PANi/BC. The right inset shows the peak at 2θ=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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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 열 중량 분석 

Figure 25 는 실리콘이 포함된 나노 복합체의 열 중량 분석 

결과이다. (a)와 (b) 모두 150℃ 이하에서 약 4%의 중량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시료에 결합되어 있던 수분 증발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리콘/박테리아 셀룰로오스 복합체는 333℃ 

부근에서 셀룰로오스의 분해로 인해 급격한 감소가 일어났다. 

폴리아닐린이 포함된 (b)의 경우는 248℃와 519℃ 부근에서 급격히 

중량이 감소하였다. 첫 번째 급격한 감소는 복합체 내 박테리아 

셀룰로오스와 폴리아닐린의 도판트 증발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후 519℃에서는 폴리아닐린의 주쇄 분해를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Table 1 은 앞선 Figure 16 에서 제시했던 박테리아 셀룰로오스와 

폴리아닐린/박테리아 셀룰로오스 복합체의 열 중량 분석 결과와 

비교하여 정리한 것이다. 분해 온도는 DTG(the first derivative of 

TG data) 곡선으로부터 얻었다. 실리콘 입자가 포함되면서 박테리아 

셀룰로오스의 분해와 관련된 첫 번째 분해온도가 11-13℃ 낮아졌다. 

이는 실리콘 입자가 박테리아 셀룰로오스 간의 수소 결합을 

약화시켰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실리콘 입자로 인해 650℃에서 

더 많은 시료가 남아 있는 것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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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5. TGA curves of (a) SiNP/PANi/BC, and (b) SiNP/BC.  

 

Table 1. Thermal properties of BC, Si/BC, PANi/BC, and Si/PANi/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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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 전류-전압(I-V) 곡선 

Figure 26은 각 복합체의 전류-전압 측정 결과이다. (c)는 

실리콘/박테리아 셀룰로오스 복합체의 결과로 전압에 따른 전류의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반면, 폴리아닐린이 포함되어 있는 

복합체인 (a)와 (b)의 경우에는 -1V에서 1V 사이에서 옴의 법칙을 

따르는 선형 그래프를 얻었다. 이를 통해 폴리아닐린의 도입으로 

전도도를 부여하고 오믹 거동을 갖는 복합체를 제조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전자현미경으로 복합체의 형태를 살펴 보았을 때 실리콘 

입자 주변에 폴리아닐린이 중합된 것을 확인했는데, 그로 인해 

복합체가 전반적으로 전기 전도도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복합체의 

전도도는 폴리아닐린과 실리콘 입자의 상호 작용을 개선시킴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얻어진 복합체는 실리콘 입자와 

폴리아닐린의 특성을 이용해 광전변환 소자(photovoltaic device)나 

슈퍼커패시터, 배터리의 전극으로서 응용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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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6. IV sweep performed on a dry composite sample: (a)PANi/BC, 

(b)SiNP/PANi/BC, (c)SiNP/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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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본 논문에서는 G.xylinus를 배양하여 얻은 박테리아 셀룰로오스에 

폴리아닐린을 in-situ 중합을 하여 특유의 나노 구조를 갖는 전도성 

나노 복합체를 제조하였다. 폴리아닐린 in-situ 중합 조건이 

복합체의 폴리아닐린 함량과 전기 전도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높은 전기 전도도를 얻을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찾고자 하였다. 

복합체의 전기 전도도와 폴리아닐린의 함량은 중합 전 담침 시간, 

산화제와 단량체의 비율, 중합 온도, 중합 시간의 영향을 받았다. 

담침 시간은 60분, 산화제:단량체의 비는 1:1, 중합 온도는 20℃, 

중합 시간은 2시간일 때 가장 높은 전도도의 복합체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동시중합 방법은 침지 방법과 비교했을 때 

균일한 반응과 높은 결합력을 가져 더 높은 전기 전도도를 갖는 

복합체를 제조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전자 현미경을 통해 복합체의 형태를 확인한 결과 폴리아닐린은 

박테리아 셀룰로오스 섬유의 표면을 둘러싸면서 중합되었으며 

지지체로 쓰인 박테리아 셀룰로오스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관찰했다. 

또한 폴리아닐린 복합체 필름은 박테리아 셀룰로오스와 같이 

휘어질 수 있는 특성을 지녔다. 특히, 식물 셀룰로오스에 물리적 

처리를 통해 제조한 나노 피브릴화 셀룰로오스와 비교했을 때 

박테리아 셀룰로오스를 이용하면 더 유연한 복합체를 만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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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폴리아닐린/박테리아 셀룰로오스 복합체는 

곡률반경이 3.0mm까지 휘어질 수 있었으며, 형태가 변형된 

상태에서도 전기 전도도를 유지할 수 있었다. 또한 100회를 

반복하면서 저항을 측정하였을 때에도 2% 이내의 변화율을 가졌다.  

제조한 복합체의 전기화학적 특성을 이용해 슈퍼 커패시터로서 

응용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1M의 황산 나트륨에서 전하 저장 

능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이상적인 슈퍼커패시터의 특성을 

얻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복합체에 기능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실리콘 입자를 

도입하였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폴리아닐린을 in-situ 중합하여 

전도성 필름을 제조하였다. 박테리아 셀룰로오스에 나노 입자를 

도입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생합성, 필터링, 담침 방법이 가능하며 

이 중 실리콘 입자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담침 방법을 통한 흡착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였다. 복합체는 박테리아 셀룰로오스의 

구조적 특징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폴리아닐린이 실리콘 입자와 

박테리아 셀룰로오스의 표면에 중합되어 있는 형태를 전자 현미경을 

통해 확인하였다. 복합체 형성 이후에도 실리콘 나노 입자의 

결정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전류-전압 곡선을 통해서는 

폴리아닐린으로 인해 실리콘/박테리아 셀룰로오스 나노 복합체의 

전기 전도도가 향상되었고 -1V~1V 사이에서 옴의 법칙을 따르는 

복합체를 제조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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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terial cellulose has a unique structure, which is different with 

other cellulose such as plant-derived cellulose. Bacterial cellulose 

produced by G.xylinus has three-dimensional structure consisting of 

the nanofibers which have high aspect ratio. In this study, conductive 

film was fabricated by in situ polymerization using bacterial cellulose 

as a supporting material. The research was carried out by dividing 

fabrication of polyaniline/bacterial cellulose and silicon/polyaniline 

/bacterial cellulose nanocomposites. The influence of polymerization 

conditions such as dipping time before polymerization, ratio of 

oxidant/monomer, polymerization temperature, and polymerization 

time on electrical conductivity of composite was confirmed to obtain 

the highest conductivity. The bacterial cellulose composite h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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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xibility than the composite fabricated by nano-fibrillated cellulose. 

It was thought that introduction of bacterial cellulose could lead the 

properties that maintain the conductivity under bent state. It showed 

that the bacterial cellulose could be used as the effective supporting 

material to improve the brittleness of polyaniline. The 

polyaniline/bacterial cellulose composite were characterized by FE-

SEM, TGA, and XRD. Cyclic voltammetry was performed by 

assembling the supercapacitor cell with the composite as electrodes. 

Then, the polyaniline/bacterial cellulose composite with silicon 

nanoparticles was fabricated. At first, biosynthesis, filtration, and 

dipping methods was performed to find a suitable method for 

introduction of silicon particles to bacterial cellulose. Then, 

conductive film was obtained by in situ polymerization of polyaniline. 

The morphological structure was observed through a TEM, and 

FE-SEM. XRD, and TGA were performed to confirm the properties 

of composites. Furthermore, I-V measurement was carried out to 

determine the electrical properties of the composite.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the conductivity of the silicon/bacterial cellulose 

composite could be improved by polymerizing polyaniline. It was 

also found that the composite could maintain the structure of bacterial 

cellulose. These composites were expected to have an application 

potential to the photovoltaic device, supercapacitor, or batt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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