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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에서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에너지 하베스터 등의 의복 적용을 

고려하여 압전 PVDF 필름의 일체형 소프트 폴리피롤 전극을 개발했다. 

특히 전극의 접착 내구성 및 산화 내구성 향상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알칼리 처리와 폴리피롤 화학중합, 소수성 

코팅을 활용하였다. 알칼리 처리 시료는 초음파 50초 처리 후 

표면저항이 유지된 반면, 미처리 시료는 표면저항이 4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테이핑 처리 후 PVDF 필름에 남아있는 폴리피롤 전극이 

알칼리 처리 시료에서 더 많은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PVDF 

필름과 폴리피롤 전극 사이의 접착 내구성이 알칼리 처리를 통해 향상된 

것을 확인하였다. 소수성 코팅으로 전극 표면은 소수성이 향상되어 물의 

정적 접촉각 110.5°를 얻었다. 시료 표면에 마이크로미터 수준 거칠기의 

부재로 인해 초소수성 표면 구현에는 성공하지 못하였지만, 소수성 

코팅이 된 폴리피롤 전극은 대기 중 산소와 수분에 의한 산화에 대한 

내구성이 향상되었다. 개발된 전극은 소수성 코팅 전, 후 모두 

전기전도성을 보였으며, PVDF 필름의 압전효과에 의한 전하를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전극으로서 기능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소수성 

코팅이 전극의 압전 전하 전달 성능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 폴리피롤 전극, PVDF, 접착력, 산화 내구성, 알칼리 처리 

 

학   번 : 2016-21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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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스마트 텍스타일,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의 등장과 발전으로 인체와 

전기전자소자의 거리가 점차 가까워지고 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스마트 시계, 헬스케어 등을 목적으로 하는 팔찌 등의 형태뿐만 아니라 

의복과 결합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1-4].  

압전 재료는 힘을 받아 변형이 생기면 양전하와 음전하 부분으로 

나뉘어 분극이 발생하게 되며, 이런 방식으로 기계적 에너지를 전기적 

에너지로 변환시켜 줄 수 있다. 이런 압전 재료의 특성을 이용하여, 

인체에서 반복적으로 굽힘이 발생하거나, 압력을 받는 부위에 적용할 때 

변환된 전기적 에너지를 활용하는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압전 재료에는 티탄산 지르콘산 연(PZT) 등의 압전 세라믹 

재료와, 폴리비닐리덴플루오라이드(PVDF) 등의 압전 고분자 재료가 

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 및 에너지 하베스터를 의복과 결합하기 

위해서는, 재료 선정 시 의복에서 요구되는 유연성, 신축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고분자 재료인 PVDF가 주목을 받고 

있지만, PVDF는 전기전도성은 없는 비전도성 재료이기 때문에, 

PVDF에서 발생한 전하를 전달해줄 전극이 필요하다[5-8]. 

PVDF의 전하를 전달해 줄 전극 물질로 금속, ITO 같은 무기 물질 

들이 많이 사용된다. 하지만, PVDF와 마찬가지로 의복에 적용을 

위해서는 전극 물질도 유연성, 신축성 등이 요구된다. 고분자 

재료이면서 전도성을 띄는 전도성 고분자들은 이런 목적에 부합한다. 

전도성 고분자에는 폴리피롤, 폴리아닐린, 폴리티오펜 등 공액 구조를 



 

 2 

이루는 고분자들이 포함되는데, 그 중 뛰어난 전도성과 유연성, 인체 

친화성, 환경 안정성 등의 장점을 가지는[9-12] 폴리피롤은 PVDF의 

전극 물질로 활용하기에 적합하다.  

그러나 PVDF의 전극 물질로 폴리피롤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먼저, PVDF와 폴리피롤 사이의 

접착력 문제이다. PVDF는 기본적으로 낮은 표면에너지를 가지며 다른 

물질들과 접착력이 낮은 불소계 화합물의 일종이며[13-16], 

폴리피롤은 친수성 표면보다 소수성 표면에서 약한 결합력을 

보인다[17-18]. 이런 특징으로 인해 PVDF 필름과 폴리피롤 전극은 

접착이 약하고 전극이 쉽게 손상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전극의 

안정적인 사용을 방해한다. 다음으로, 폴리피롤은 대기 중 산소 및 

수분에 의해 산화되어 전도성이 감소하는 특징을 보인다[19-21]. 이는 

실제 사용시 폴리피롤 전극의 전기전도성을 감소시키고, 나아가 

전극으로서 PVDF의 전하를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막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알칼리 처리와 소수성 코팅을 통해 PVDF 

필름의 압전효과에 의한 전하 전달이 가능한 내구성이 향상된 폴리피롤 

전극을 구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PVDF 필름에 알칼리 처리를 통해 

표면에 친수성기를 부여하여 PVDF 필름 표면을 친수성으로 개질시키고, 

정전기적 상호작용 역시 가능하게 하여 PVDF 필름과 폴리피롤 전극 

사이의 접착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다음으로, 구현된 폴리피롤 전극을 

DTMS의 기상증착을 통해 소수성 코팅을 하여 폴리피롤 전극을 대기 

중 산소와 수분으로부터 보호하고 전도성 감소 현상을 감소시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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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2.1. PVDF 

 

2.1.1. PVDF의 압전성 및 접착성 

 

압전성은 기계적 스트레스(stress)에 의해 표면에 전기 전하가 

발생하는 현상인데, 이것이 정압전효과(direct piezoelectric effect)이며, 

반대로 전기장이 가해졌을 때 기계적 변형(strain)이 발생하는 것이 

역압전효과이다. 압전성 물질에서, 발생한 단위면적당 전하와 가해진 

스트레스는 비례한다. 무기 압전 물질로는 알루미늄 나이트라이드(AIN), 

PZT 등이 있다. 고분자 압전 소재에는 PVDF와 PVDF의 공중합체 

화합물들, parylene-C, 폴리이미드 등이 있으며, 고분자가 압전성을 

보이려면 분자 구조에 의한 분자내 쌍극자가 존재해야 하며, 그 

쌍극자가 재정렬되고 그것이 유지되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 압전성 

고분자는 센서, 에너지 하베스터, 음향 변환기 등에 사용된다[6].  

PVDF는 −(−CH2CF2 −)𝑛 − 의 분자구조를 가지는 압전성 고분자 

물질이다. 특히, 압전 상수가 20-28pC/N으로 압전성 고분자 중 가장 

높은 값을 가진다. PVDF의 결정구조는 α , β , γ , δ , ε  5가지 

상(phase)을 가진다. 이 중, α상과 β상이 가장 일반적인 구조이다. 이 

중, β상은 쌍극자의 배향이 사슬 축의 수직 방향으로 나란히 되어 있어 

쌍극자 모멘트의 방향이 같으며, 자발적 분극이 나타나고 강한 압전 

성질을 보인다. 분자 결정 에너지는 α상이 더 높지만, 모두 트랜스로 

배열된 β상의 입체구조가 높은 에너지를 가지기 때문에 β상을 얻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α상 PVDF로부터 폴링(poling)이라는 과정을 통한 

쌍극자의 재배열과 기계적 연신을 통해 압전성을 가지는 β상 PVDF를 



 

 4 

얻을 수 있다[6, 22-24]. 폴링은 높은 온도에서 강한 전기장을 

고분자에 걸어주어 진행되는데, 재배열된 쌍극자의 배열을 유지시키기 

위해 전기장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온도를 낮추어준다. 폴링에는 전극 

폴링(electrode poing)과 코로나 폴링(corona poling) 두 가지가 있다. 

전극 폴링은 코로나 폴링 보다 간단하지만, 코로나 폴링은 전극 폴링과 

달리 전극의 증착이 필요하지 않다[6, 25].  

한편, Dargaville 등[26]에 따르면, PVDF를 온도를 달리하며 

어닐링 처리를 한 결과, 80℃까지는 압전상수가 일정하게 유지되어 

압전성능의 감소가 없었으나, 100℃ 부터는 압전상수가 감소하는 것이 

나타났으며, 이후 160℃에서는 압전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확인되었으며, 이런 감소현상의 원인을 β 상에서 α 상으로의 변화가 

아니라 쌍극자의 랜덤화(randomization) 때문으로 보았다.   

전도성이 없는 PVDF는 표면에 발생하는 전하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전극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백금, 금, ITO, PEDOT 등의 전도성 물질을 

코팅해 주어야 한다[7]. 하지만, PVDF는 다른 불소계 고분자들과 

마찬가지로 낮은 표면에너지, 소수성, 다른 물질에 대한 낮은 접착력을 

보이며, 이런 PVDF의 표면 특징은 전극 물질들과 PVDF 사이의 접착을 

약하게 한다. 따라서, 소수성 표면을 친수성 표면으로 개질 시켜줄 

필요가 있다[16, 27]. 고분자 표면의 카르보닐기나 에스테르기, 

수산화기 등의 반응기들은 금속과 고분자 사이의 접착을 향상시키는 

것이 알려졌으며, 극성기가 PVDF와 백금 사이의 접착력을 향상시키는 

것 역시 알려졌다[14, 16, 28]. PVDF의 표면 개질을 위해서는, 알칼리 

처리[29], 플라즈마[13, 14], 이온빔[15, 16], 그래프트 공중합[30] 

등의 방법이 사용된다[15].  

  



 

 5 

2.2.2. PVDF의 알칼리 처리 

 

알칼리 처리는 PVDF에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등을 사용해 

이루어진다. Brewis 등[31]은 알칼리 처리에 의한 PVDF의 구조 변화 

메커니즘을 제시하였다. Figure 1에서처럼, 불소화 수소가 한 쌍 

제거되며 탄소-탄소 이중 결합이 생기며, 이중결합과 이웃한 탄소에서 

불소 음이온이 제거되어 allylic group이 생기게 되고, 여기에 수산화 

이온의 친핵성 반응을 통해 수산화기가 부여된다. 이후 수산화 이온이 

결합한 탄소에 결합한 플루오르와 수산화 이온의 수소가 제거되며, 

탄소와 수산화기는 카르보닐기를 형성한다. 여기에 물 분자가 반응하여 

두 개의 수산화기가 부여된다.  

Ross 등[32]도 알칼리 처리시 PVDF의 변화 메커니즘을 

제시하였다. Figure 2에서 나타난 것처럼, PVDF의 분자 사슬에서 

수산화이온에 의해 수소 양성자가 제거된다(deprotonation). 이 때, 

양성자가 제거된 탄소는 음전하를 띄게 된다. 이 음전하를 띈 탄소는 

이웃한 CF2 기의 탄소와 이중결합을 형성하며, CF2 기에서는 불소 

음이온이 제거된다. 이 이중결합 탄소 중 불소와 결합한 탄소를 수산화 

이온이 공격하여 불소 음이온을 하나 더 제거하고 고분자 사슬에 

수산화기를 부여한다. 이후 반응이 더 진행될 경우 분자사슬에 부여된 

수산화기의 수소 양성자는 수산화이온에 의해 제거된다. 이 때, 산소가 

음전하를 띄는 구조와 산소가 탄소와 이중결합을 형성하여 카르보닐기를 

이루는 구조가 공명 구조를 이룬다. 카르보닐기 탄소와 이웃한 탄소는 

카르보닐기를 이루지 않는 자신의 이웃한 다른 탄소와 다시 이중결합을 

형성한다. 이 때, 이웃한 탄소에서 불소 음이온이 제거되고, 고분자 

사슬에 카르보닐기가 형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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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Alkali treatment mechanism of PVDF suggested by Brewis et 

al.[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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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Alkali treatment mechanism of PVDF suggested by Ross et al.[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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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폴리피롤 

 

2.2.1. 폴리피롤의 전도성 및 구조 

 

폴리피롤은 전도성 고분자의 일종이다. 폴리피롤은 전도성 고분자들 

중에서도 높은 전도성, 좋은 유연성, 뛰어난 환경 안정성, 좋은 

산화환원성질, 생체 적합성, 저렴한 가격, 쉬운 합성 방법, 등으로 인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9-12]. 

전도성 고분자는 금속처럼 전기전도성을 가지며, 다른 고분자 

물질들과 마찬가지로 가공의 유연성을 가지고, 쉬운 합성이 가능하다. 

폴리피롤을 비롯한 폴리아닐린, 폴리티오펜 등의 전도성 고분자들의 

전도성은 이들의 구조에 존재하는 π -공액(conjugation) 사슬에 

기인한다. 전도성 고분자의 탄소 사슬에서는 이중결합과 단일결합이 

번갈아 나타나 π-공액 구조를 이룬다. σ-결합은 이중결합과 단일결합 

모두에 존재하는 강력하고 편재화된 결합이며, π -결합은 보다 약하고 

덜 편재화 되었으며, 이중결합에만 존재한다. π -결합을 이루는 p-

오비탈은 서로 오버랩되며, 이를 통해 전자는 쉽게 비편재화 된다[33]. 

중합된 중성상태의 폴리피롤은 Figure 3에서 볼 수 있는 

방향족(aromatic) 형태와 퀴노이드(quinoid) 형태가 공명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 중성 상태의 고분자는 전도성이 없으며, 산화가 되어 

폴라론(polaron) 이나 바이폴라론(bipolaron) 구조를 이루어야 

전도성이 생긴다[34]. 도핑과정에 의해 생기는 폴라론과 바이폴라론 

구조는 전하 운반체(charge carrier)로 작용하여 폴리피롤의 

전기전도성에 관여한다. 도핑된 음이온은 고분자의 전하를 

안정화시키지만, 건조한 소재에서는 이동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폴리피롤은 전기전도성이 있지만 이온 전도체(ionic conductor)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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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폴리피롤은 폴라론과 바이폴라론 구조에서 3-4개의 피롤 

단위마다 양전하를 가진다. 바이폴라론은 두 개의 폴라론이 생성되는 

것보다 0.45eV 낮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바이폴라론이 

폴리피롤에서 주요한 전하 운반체로 알려졌다. 고분자 사슬에 생긴 

폴라론과 바이폴라론 구조에 의한 양전하의 전달은 고분자 사슬의 공액 

부분을 따르는 이동성(mobility)과 전하의 사슬간 건너뜀(hopping)에 

의해 일어난다. 고분자 내 이런 전하 운반체인 양전하의 수와 이들의 

이동성이 폴리피롤의 전도성을 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높은 이동성은 

폴리피롤의 결정성이 높고 정렬이 잘 되어 있으며, 결함(defect)이 없을 

때 얻어진다. 또한 높은 밀도의 전하 운반체는 높은 도핑 정도를 통해 

얻을 수 있다[35-41].  

폴리피롤은 전도성 고분자 중 환경안정성이 뛰어난 물질이지만, 

폴리피롤 역시 대기 중 산소 및 수분에 의해 산화되어 전도성 감소가 

나타난다. 물이나 수산화이온 같은 친핵체들은 피롤 고리를 공격하여 

폴리피롤은 개환반응(ring opening)과 수화(hydrolysis)등을 겪게 된다. 

이런 대기 중 산소나 수분과의 반응으로 폴리피롤 분자내에 카르보닐기, 

에스테르기, 수산화기 등이 부여되거나 방향족 고리가 열려 

비가역적으로 π -공액이 절단되어 공액 길이가 짧아지고, 양전하 

운반체가 줄어들어 전도성이 감소하게 된다[19, 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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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Chemical structures of polypyrrole[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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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폴리피롤의 화학중합 

 

폴리피롤 중합 원리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가장 

널리 인정되어지는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다. 먼저, Figure 4에서처럼 

단량체의 산화는 라디칼 양이온을 만들며, 라디칼이 피롤 고리에 

비편재화되어 공명 구조를 이룬다. 그 중 홀전자(unpaired electron)가 

α-탄소 위치에 위치한 구조가 가장 안정하며, 두 개의 라디칼 양이온의 

α위치간에 결합이 생긴다. 이후, 2개의 수소 양성자를 내놓아 생성된 

이량체는 더 강한 공액을 이루고, 홀전자는 두 개의 고리에 

비편재화되었기 때문에, 이량체의 산화 포텐셜은 단량체보다 낮아 더 

쉽게 산화된다. 단량체에서와 마찬가지로, 5번이나 5’번 위치에 라디칼이 

위치하는 공명구조가 가장 지배적이며, 이 위치에서 단량체 라디칼 

양이온과 결합하여 이전과 마찬가지로 수소 양성자를 내놓고 중성 

삼합체를 형성한다. 이런 방식으로 고분자 사슬 성장은 기존의 

올리고머에 새로운 라디칼 양이온이 결합하며 이루어진다. 하지만, 

올리고머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α -커플링에 의한 결합뿐 아니라 

β위치에서의 결합도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폴리피롤의 결정성을 낮추는 

요인이 된다. 하지만 β위치를 메틸기로 막고 중합을 진행한 Poly(3,4-

dimethylpyrrole)의 경우, α -커플링만을 형성하고, 향상된 결정성을 

보인다[35, 37, 48, 49]. 

폴리피롤은 피롤 단량체의 산화를 통해 중합되며, 

전기화학중합(electrochemical polymerization)과 화학중합(chemical 

polymerization)모두를 사용 가능하다[9]. 중합된 폴리피롤의 성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고분자에 포함된 음이온인 도판트(dopant)다[9, 36, 

50]. 전기화학중합을 통해 기질 위에 폴리피롤을 바로 코팅하는 것이 

가능하며, 화학중합 보다 훨씬 뛰어난 전도성을 나타낸다는 장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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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Polymerization of polypyrrole by oxidation[35,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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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9]. 전기화학중합을 통해 기질 위에 폴리피롤을 바로 코팅하는 

것이 가능하며, 화학중합보다 훨씬 뛰어난 전도성을 나타낸다는 장점이 

있다[9]. 전기화학중합은 전극 표면에 전도성 폴리피롤 필름이 생성된다. 

정전압방식(potentiostatic), 전압순환식(potential cycling), 

정전류방식(galvanostatic) 등의 방법을 사용 가능하며, 정전압방식이나 

전압순환식을 통한 합성이 균일한 성능의 필름을 만들어낸다[34]. 피롤 

단량체는 좋은 용해도를 보이기 때문에, 수용액이나 비 수용액에서 모두 

중합이 가능하다. 하지만, 전극, 단량체와 전해질의 농도, 용매, 온도, 

가해진 전위차, pH 등에 따라 성능이 달라진다[36]. 

화학중합은 산화제가 요구되는데, 저렴하며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10]. Machida와 Miyata[51]는 폴리피롤의 화학중합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에 대하여 연구했다. 물, 메탄올, 에탄올 같은 극성 

용매에서 중합된 폴리피롤이 벤젠이나, 클로로폼, 아세톤 같은 비극성 

용매에서 중합된 폴리피롤보다 훨씬 높은 전도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 중에서도, 메탄올에서 중합한 폴리피롤이 가장 높은 

전도성(190 S/cm)을 보였다. 또한, 폴리피롤의 중합 온도가 0℃일 때 

가장 높은 전도성을 보였으며, 온도가 올라갈수록 중합된 폴리피롤의 

전도성이 감소하였다. 이는 물과의 반응으로 인한 아마이드기의 형성 

같은 부반응(side reaction)의 영향으로 보인다[34]. 또한, 중합된 

폴리피롤의 고분자 사슬의 길이가 길수록 공액 길이가 확장되어 

전도성은 향상된다. Huang 등[52]은 FeCl3를 산화제로 사용한 피롤의 

화학중합에서, 9,10-anthraquoinone-2-sulfonic acid sodium 

salt(ASQA)를 추가하여 반응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중합된 

폴리피롤 고분자의 길이가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고, 필롤 단량체와 

AQSA의 몰 비율이 0.125일 경우 폴리피롤의 전도성이 56S/m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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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2S/m까지 상승한 것을 확인했다. 이들에 따르면, AQSA는 양쪽 

친매성(amphiphilic) 물질이며, -SO3-로 이루어진 극성 부분은 

수용액에서 물 쪽에 위치하고, 그 반대쪽인 비극성 anthraquinone 

부분은 피롤 분자 쪽에 위치한다. FeCl3에 의해 산화된 피롤 분자의 

가장자리는 AQSA의 비극성 부분에 달라붙게 되고, AQSA가 고분자 

사슬의 성장 시드(growth seed)가 된다. AQSA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FeCl3에 의해 산화된 피롤 분자들이 성장 시드가 되어, 많은 수의 성장 

시드가 존재하게 되고, 폴리피롤 고분자 사슬은 짧은 공액 길이를 

가지게 된다.  

 

2.2.3. 폴리피롤의 접착성 

 

폴리피롤은 화학중합시 증착시키려는 기질에 따라 다른 접착성질을 

보인다. 중합 시 기질 위 증착되는 폴리피롤의 양은 소수성 표면에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증착된 폴리피롤과 기질 사이의 접착력은 

친수성 표면에서 더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17, 18]. 폴리피롤의 

기질과의 접착력 향상을 위해 표면의 개질을 한 사례들이 알려졌는데, 

실크와 sulfanilic acid의 디아조늄 염과 diazonium 커플링을 통해 

표면을 개질한 경우[53], 실리콘 웨이퍼 표면을 펩타이드를 통해 

개질한 경우[54] 등이 있다. 개질된 기질 표면들은 친수성 표면이 될 

뿐 아니라, 폴리피롤 고분자 사슬에 비편재화된 양전하와 정전기적 혹은 

이온적 상호작용을 통해 접착력이 향상되게 된다[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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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물의 표면 젖음성 

 

어떤 표면이 물의 정적 접촉각 150°이상과 물의 기울임각 

10°미만을 가지는 경우 초소수성 표면이라 한다. 액체 상태의 물이 

대기 중에서 고체 표면에 접촉하는 경우 물과 고체, 그리고 대기 간의 

계면에너지 관계에 따라 물이 고체 표면에 얼마의 각도로 접촉하게 

되는지가 결정된다. 이 때, 고체 표면이 완전히 이상적으로 편평한 

면인지 거칠기가 존재하는지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아야 하는데, 먼저 

기체 중에서 이상적으로 편평하고 homogeneous한 단일 고체 상(phase) 

면에서 액체의 젖음 형태를 Young state라 부른다. Young[56]이 

제시한 이론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관계(Young’s equation)가 성립한다. 

 

γ𝐿𝑉𝑐𝑜𝑠θ𝑌 = γ𝑆𝑉 − γ𝑆𝐿                      (1) 

 

γ𝐿𝑉: 액체와 기체 사이의 계면에너지 

γ𝑆𝐿: 고체와 액체 사이의 계면에너지 

γ𝑆𝑉: 고체와 기체 사이의 계면에너지 

θ𝑌: Young state에서 액체의 고체 표면에서의 정적 접촉각 

 

이 식은 아래와 같이 변형할 수 있다. 

 

𝑐𝑜𝑠θ𝑌 =
γ𝑆𝑉 − γ𝑆𝐿

γ𝐿𝑉
                     (2) 

 

일반적으로, 기체와 액체, 기체와 고체 사이의 계면에너지는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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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와 고체의 표면에너지 값으로 대체하여 사용한다. 0 ≤ θ ≤ π 에서 

𝑐𝑜𝑠𝜃  는 감소함수며, 표면에너지는 항상 양수의 값을 가진다. 따라서 

고체 표면이 소수성이 되고 정적 접촉각이 더욱 커지기 위해서는, 

고체와 액체 사이의 계면에너지가 고체의 표면에너지보다 클수록 

유리하다. 즉, 고체의 표면 에너지가 작아지고, 고체와 물 사이의 

표면에너지가 커져야 함을 알 수 있다. 

거칠기가 있는 표면의 경우 Wenzel[57]과 Cassie&Baxter[58]의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먼저 Wenzel의 이론은 거칠기가 있는 고체 

표면을 액체가 빈 틈 없이 완전히 접촉하는 경우를 다루며, 이런 형태의 

젖음 상태를 Wenzel state라 부른다. 거칠기가 있는 표면의 경우, 실제 

표면의 면적( 𝑆𝑟 )은 정사영된 면적( 𝑆𝑝 )보다 크게 된다. 이 때, 표면의 

거칠기 정도를 설명해주는 거칠기 인자(r)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r =
𝑆𝑟

𝑆𝑝
                     (3) 

 

동일한 고체와 액체, 대기에 대하여 Young state에서의 접촉각을 θ𝑌 , 

거칠기 인자 r인 표면에서의 접촉각을 𝜃𝑊 라 하면, 다음과 같은 

식(Wenzel’s equation)이 성립된다. 

 

cos𝜃𝑊 = 𝑟𝑐𝑜𝑠θ𝑌                      (4) 

 

따라서, θ𝑌 =
𝜋

2
인 경우를 제외하면, r은 1보다 크기 때문에, 거칠기가 

생길 경우 θ𝑌 >
𝜋

2
인 소수성 표면은 더욱 소수성이 되고, θ𝑌 <

𝜋

2
인 

친수성 표면은 더욱 친수성이 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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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sie&Baxter의 이론은 Young의 경우와 달리 heterogeneous한 

표면에서의 젖음을 설명한다. 𝑛개의 상으로 이루어진 편평한 표면에서의 

젖음은 아래와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 

 

cos𝜃𝐶𝐵 =  ∑ 𝑓𝑖𝑐𝑜𝑠𝜃𝑖

𝑛

𝑖=1

                   (5) 

 

𝑓𝑖: 𝑖번째 상과의 접촉 면적/액체와 접촉면간 전체 접촉 면적 

𝜃𝐶𝐵: 𝑛개의 상으로 이루어진 편평한 표면에서의 접촉각 

𝜃𝑖: 𝑖번째 상으로 이루어진 편평한 표면의 Young state에서의 접촉각 

 

이 때, ∑ 𝑓𝑖
𝑛
𝑖=1 =1이며, 이 식을 1번째 상을 공기, 2번째 상을 고체로 

설정하면, 고체 표면과 액체 사이에 기체가 갇히며 공기와도 접촉하는 

형태가 된다. 이런 형태의 젖음 형태를 Cassie state라 한다. 또한, 𝑓1 =

𝑓𝑣 , 𝑓2 = 𝑓𝑠 , cos𝜃1 = 𝑐𝑜𝑠𝜃𝑣 , cos𝜃2 = 𝑐𝑜𝑠𝜃𝑠가 되며, 식(5)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cos𝜃𝐶𝐵 =  𝑓𝑉𝑐𝑜𝑠𝜃𝑉 + 𝑓𝑆𝑐𝑜𝑠𝜃𝑆                       (6) 

또한, 𝑓𝑣 + 𝑓𝑠 = 1 이므로, 𝑓𝑣 = 1 − 𝑓𝑠 이 되고, 공기 중에서 물은 

구형이므로 𝑐𝑜𝑠𝜃𝑣 = −1을 대입하면 아래와 같은 식을 얻는다. 

 

cos𝜃𝐶𝐵 = 𝑓𝑆 − 1 + 𝑓𝑆𝑐𝑜𝑠𝜃𝑆 = (1 + 𝑐𝑜𝑠𝜃𝑆)𝑓𝑆 − 1                      (7) 

 

한편, 물과 고체의 접촉면에 거칠기가 있다면, 식(3)를 반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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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𝜃𝐶𝐵 = (1 + 𝑟𝑐𝑜𝑠𝜃𝑆)𝑓𝑆 − 1                     (8) 

 

를 얻게 된다. 식(8)을 통해, Wenzel state와 달리, Cassie state에서는 

𝜃𝑆 <
𝜋

2
인 친수성 물질로 이루어진 표면에서도 초소수성 표면을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만약, 물과 고체 사이에 공기가 갇히지 않고, 전체 

영역에서 물이 고체와 접하는 Wenzel state가 되는 경우, 𝑓𝑆 = 1이 되고, 

식 (8)은 Wenzel’s equation인 식(4)와 같아짐을 알 수 있다[59]. 

지표면에 대하여 기울기가 있는 표면에서의 젖음 시, 접촉 지름 

w의 무게 m인 액체가 구르기(roll-off) 시작하는 각도인 기울임각 𝛼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식을 만족시킨다[60, 61]. 

 

𝑚𝑔𝑠𝑖𝑛𝛼𝑐

𝑤
= 𝛾𝐿𝑉(𝑐𝑜𝑠𝜃𝑅 − 𝑐𝑜𝑠𝜃𝐴)                     (9) 

 

m: 액체 방울의 무게 

g: 중력가속도 

w: 액체 방울 접촉면의 지름 

𝛼𝑐: 액체 방울이 구르기(roll-off) 시작하는 기울기의 각 

𝜃𝑅: 액체 방울의 후진접촉각 

𝜃𝐴: 액체 방울의 전진접촉각 

 

즉, 전진접촉각(advancing contact angle, 𝜃𝐴 )과 후진접촉각(receding 

contact angle, 𝜃𝑅 ) 사이의 차이인 접촉각 이력 현상(contact angle 

hysteresis)이 작을수록, 더 정확히는 접촉각 이력 현상의 코사인 

형태가 작아질수록 낮은 기울임각을 얻을 수 있다. 기울임각 𝛼𝑐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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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기울기에서는 중력에 의한 힘이 접촉각 이력 현상에 의한 힘보다 

작아 액체가 구르지 못하는 것이다. Wenzel state와 Cassie state 중 

Cassie state가 더 낮은 접촉각 이력 현상을 보이고[62], 낮은 

기울임각을 얻는데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60, 63]. 이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먼저, Cassie state에서는 Wenzel state에 비하여 

고체 표면과의 접촉면적이 적어지므로, 고체 표면과의 접착력이 

작아지기 때문이다. 또한, 고체-액체-기체로 이루어진 세가지 상으로 

이루어진, 불연속적인 접촉선은 접촉각이력현상을 낮추는데 

중요하다[60, 64]. 표면의 거칠기 요인(r)이 일정 수준 이상 커지면, 

Wenzel state에서 Cassie state로 바뀜이 알려졌다[61, 65]. 또한, 

Wenzel state에서는 거칠기가 증가할수록 정적 접촉각뿐 아니라 접촉각 

이력 현상도 커지지만, Cassie state에서는 정적 접촉각은 증가하지만, 

접촉각 이력 현상은 감소한다[61,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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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자가세정효과 

 

자가세정효과(self-cleaning effect)는 물만으로 간단하게 깨끗해질 

수 있는 효과를 뜻한다. 자가세정효과가 적용된 표면은 유지 측면에서 

이점을 가지며, 창문, 태양에너지패널, 직물 등에 적용이 가능하다. 

직물에 적용할 경우, 일상생활에서 오구에 의한 오염 방지 및 세탁 

횟수의 감소 등을 기대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세탁이 필요 없는 

의복 구현으로 이어질 수 있다[61]. 이런 자가세정효과 구현을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적용 가능하다. 첫번째는 초친수성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이 경우, 물이 완전히 얇은 층으로 표면을 

덮어(0.5초 이내에 정적 접촉각 5°  이하) 오구를 제거한다[67-69]. 

그 예로는 광촉매효과를 통해 초친수성이 되는 TiO2가 있는데, 

초친수성에 의한 것 외에도 광촉매효과로 생성된 O2
− 와 OH  라디칼에 

의해 유성오구가 분해되어 제거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68, 70]. 

하지만, 직물에 적용할 경우, 대부분이 유기물질인 직물까지 함께 

분해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 

다음은 초소수성 관점에서의 접근이다. 이는 자연 속의 

연잎효과(Lotus-effect)에서 착안한 것이다. 연잎의 표면은 낮은 

표면에너지와 마이크로-나노 이중 거칠기가 구현된 표면으로, 높은 

접촉각과 낮은 기울임각을 나타낸다[61, 71]. 따라서, 젖지 않고 표면의 

물방울도 쉽게 roll-off되는 현상을 보인다. 초소수성 표면에서의 

자가세정효과는 물방울이 구르며 오구들을 흡착하여 씻어내 버리는 

형태로 나타난다. 낮은 접촉각으로 미끄러지는(sliding) 경우와 달리, 

초소수성의 높은 접촉각에서 구르는(roll-off) 것이 표면의 세정효과를 

더욱 크게 해준다. 많은 초소수성 직물에 관한 연구는 자가세정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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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두에 두고 진행되며, 따라서 높은 정적 접촉각과 낮은 기울임각을 

구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접촉각이력현상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며, Wenzel state 보다 Cassie state를 구현하여 표면과 

물방울과의 접촉면을 최대한 줄이고, 공기와의 접촉면을 최대한 크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기에 표면의 마이크로-나노 거칠기 구조를 

보다 강력하게 구현하는 것이 자가세정 표면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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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실    험 
 

 

1. 시료 및 시약 

 

본 연구에서 사용된 PVDF 필름은 필스(Fils Co., Ltd., 

대한민국)에서 구매하여 사용하였다. 필름의 두께는 0.08mm였다.  

시료의 정련 및 헹굼을 위해 에탄올(ethyl alcohol anhydrous, 

99.9%, guaranteed 등급, 대정화금㈜, 대한민국)을 사용하였고, 알칼리 

처리를 위해 수산화나트륨(sodium hydroxide, guaranteed reagent, 

JUNSEI, 일본)을 사용하였다. 폴리피롤의 중합을 위해 피롤(pyrrole, 

98%, reagent grade, Sigma-Aldrich, 미국), AQSA-

Na(anthraquinone-2-sulfonic acid sodium salt monohydrate, 97%, 

Sigma-Aldrich, 미국), FeCl3·6H2O(iron(III) chloride hexahydrate, 

≥ 98%, reagent grade, Sigma-Aldrich, 미국)를 사용하였다. 소수성 

코팅을 위해서는 DTMS(dodecyltrimethoxysilane, > 93%, Tokyo 

Chemical Industry Co., Ltd., 일본)를 사용하였다. 

완성된 시료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명명하여 구분하였다. 정련 

후 알칼리 처리를 한 경우 A 를, 알칼리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N 을 

시료명 가장 앞에 표기하였다. 그 뒤에는 알칼리 처리를 한 총 시간을 

분 단위 숫자로 적어주었다. 그 후, 폴리피롤 중합이 이루어진 시료에는 

PY 를 추가로 표기하였고, 초음파 내구성 평가 및 테이핑 내구성 평가를 

진행한 시료는 PY 뒤에 D 를 붙여주었다. 소수성 코팅을 한 시료는 

마지막에 H 를 적어주었다. 각 시료들의 명명 결과와 가공 상태는 

Table 1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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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ample code and treatments description 

 Alkali treatment 
Alkali treatment time 

(min) 

Polypyrrole 

polymerization 

Ultrasonication after 

polymerization 
DTMS coating 

N0 × 0 × - × 

N0PY × 0 ○ ○ × 

N0PYD × 0 ○ × × 

A60 ○ 60 × - × 

A120 ○ 120 × - × 

A180 ○ 180 × - × 

A120PY ○ 120 ○ ○ × 

A120PYD ○ 120 ○ × × 

A120PYH ○ 1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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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 방법 

 

본 연구에서는 접착 및 산화 내구성이 향상된 폴리피롤 전극을 

PVDF 필름에 구현하기 위해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사용한 알칼리 

처리, FeCl3를 산화제로 사용한 폴리피롤 중합, DTMS의 기상증착을 

통한 소수성 코팅 가공과정을 거쳤다. 가공 과정은 Figure 5를 통해 

모식도로 나타내었다. 각 과정을 거치면서 PVDF 필름의 표면이 겪는 

변화를 Figure 6을 통해 모식도로 간단히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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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Schematic illustration of whole experiment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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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Schematic illustration of change of surface of PVDF film for whole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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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정련 

 

실험을 진행하기에 앞서 PVDF 필름을 물과 에탄올을 사용하여 

정련하였다. 우선 시료를 알맞은 크기로 잘라주었다. 알칼리 처리 없이 

폴리피롤 중합을 해 주는 시료의 경우 4cm ×  6.2cm 크기로, 알칼리 

처리 후 폴리피롤 중합을 해 주는 시료는 4cm ×  8cm 크기로 

잘라주었다. 정련은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PVDF 필름을 증류수로 

헹구어준 뒤 초음파 세척기(40kHz, 150W, DH.WUC.D06H, ㈜대한과학, 

대한민국)에서 10초간 초음파 처리해주었다. 그 후, 에탄올로 헹구고 

상온에서 건조한 후 실험에 사용하였다. 

 

2.2. 알칼리 처리 

 

PVDF 필름의 알칼리 처리를 위해 수산화 나트륨 6M 농도 60℃ 

수용액 500ml를 제조하였다. 1.8cm 너비 셀로판 테이프로 PVDF 필름 

시료를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용기 입구에 고정하여 수용액에 침지하여 

알칼리 처리를 진행하였다. 총 처리시간의 절반이 지나면 PVDF 필름의 

앞, 뒷면을 뒤집어주고 나머지 시간 동안 처리해주어 양면간 알칼리 

처리에 차이가 없도록 해주었다. 반응이 끝난 PVDF 필름은 증류수로 

헹구어 준 뒤 에탄올로 헹구어 주고 상온에서 건조하였다. 건조가 끝난 

후, 셀로판 테이프로 덮여 있던 부분을 제거해주어 4cm ×  6.2cm 

크기의 알칼리 처리 PVDF 시료를 얻었다. 

 

2.3. 폴리피롤 중합 

 

폴리피롤의 중합은 기존에 알려진 방법을 따라 진행하였다[52, 72, 

73]. 폴리피롤의 중합을 위해 피롤, AQSA-Na, FeCl3·6H2O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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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였다. FeCl3·6H2O는 FeCl3에 의한 산화를 위해, AQSA-Na는 

폴리피롤 사슬 및 공액 길이 확장에 따른 전도성 향상을 위해 

사용하였다. 400ml 용기에 피롤 0.69ml(0.01mol), AQSA-Na 

0.41g(1.25mmol)을 50ml 증류수에 용해시켜 수용액 A를 제작하였다. 

또한, 50ml 용량 비커에 FeCl3·6H2O 2.7g(0.01mol)을 50ml 증류수에 

용해시켜 수용액 B를 제작하였다. 이후 1시간 동안 수용액 A와 B 

주위를 얼음으로 둘러 온도를 낮추는 동시에 자기 교반기로 교반 시켜 

주었다. 그 후 PVDF 필름 시료를 수용액 A에 침지시키고, 수용액 A의 

용기를 2L 용량 비커 내부에 얼음과 함께 넣어 얼음으로 둘러 쌓이게 

하였다. 20분간 교반하여 피롤 단량체가 PVDF 필름 표면에 충분히 

흡착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후, 수용액 A에 수용액 B를 dropwise 

방법으로 한 방울씩 약 20분 동안 가해주며 폴리피롤의 중합을 개시 및 

진행하였고, 총 1시간 동안 진행하였다. 중합이 끝난 시료는 1차로 

에탄올을 사용하여 헹구어 주고, 에탄올에 담근 후 초음파 처리를 

하였고, 2차로 에탄올로 다시 한 번 헹구어 주고 상온에서 건조하여 

마무리하였다. 

 

2.4. 소수성 코팅 

 

소수성 코팅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다. 대류식 

에어오븐(WL1900, WITHLAB CO., LTD, 대한민국)에 시료와 DTMS 

600μl를 넣고, 80℃ 환경에서 3 시간 동안 코팅을 한 후 1 시간 동안 

상온에서 건조하였으며, 이를 총 3 회 반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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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료 특성 측정 및 분석 

 

3.1. 표면형태 

 

알칼리 처리, 폴리피롤 중합, 소수성 코팅에 의한 표면 구조의 

변화를 보기 위해 전계방출 주사전자 현미경(FE-SEM,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AURIGA, Carl Zeiss, 

독일)을 사용하였다. 측정에 앞서, 시료 표면의 전자 누적 charge-up 

현상을 막기 위해 백금 코팅을 진행하였으며, 백금 코팅기(Sputter 

Coater, EM ACE200, Leica, 오스트리아)를 사용하였다. 백금 코팅시 

폴리피롤 중합을 통해 전도성 필름층이 부여된 시료는 30mA 120초 

조건을, 폴리피롤 중합을 하지 않은 시료는 30mA 150초 조건을 

사용하여 코팅하였다. 

 

3.2. Add-on 

 

  폴리피롤 중합 전, 후 및 내구성 평가 후 시료의 중량 변화를 통해 

폴리피롤의 add-on rate를 구하였다. 시료의 중량 측정은 

전자저울(resolution of 0.0001 g, AR2140, OHAUS, 미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Add-on rate(%)는 식 (10)을 통해 구하였다. 

 

Add − on rate (%) =  
𝑊𝑃 − 𝑊𝐹

𝑊𝐹
× 100                     (10) 

 

식 (10)에서 𝑊𝑃는 폴리피롤 중합 후 혹은 내구성 평가 후의 add-

on rate를 구하는 시료의 중량, 𝑊𝐹는 폴리피롤 중합 전 시료의 중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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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표면저항 

 

제작된 시료의 표면저항을 AATCC 76-1995를 따라 DC 

밀리옴미터(GOM-804, GW INSTEK, 대만)을 측정하여 전도성을 

관찰하였다. 

20mm 간격으로 놓인 2개의 20mm ×  30mm 구리 막대로 

이루어진 1kg 하중의 구리 지그를 활용하여 측정된 저항값을 바탕으로 

계산하였으며, 지그의 구조는 Figure 7(a)와 같다. 표면저항을 구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식 (11)과 같다. 

𝑅𝑆 =  𝑅𝑀 ×
𝑤

𝑑
                     (11) 

 

이 때, 𝑅𝑆는 시료의 표면저항 값, 𝑅𝑀은 DC 밀리옴미터로 측정된 저항 

값, 𝑤는 구리 막대의 폭, 𝑑는 두 구리 막대 사이의 간격이다. 측정은 

시료의 각 면의 다른 곳에서 5회, 시료당 총 10회 한 후 평균값을 

구하여 각 시료의 표면저항값을 구하였다. 

 

 

Figure 7. Illustration of (a) copper electrode for surface resistance 

measurement and (b) sample structure for piezoelectric electric output 

voltage and current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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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정적 접촉각 
 

알칼리 처리, 폴리피롤 중합, 소수성 코팅에 의한 시료의 친수성 및 

소수성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물의 정적 접촉각을 측정하였다. 접촉각 

측정장치(Theta Lite Optical Tensiometer, KSV Instruments, 

핀란드)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측정 시 양면테이프로 시료를 슬라이드 글라스 위에 고정시키고, 

시료에서 수직 1cm 높이에서 3.3±0.3μl 물방울을 표면에 떨어뜨려 3초 

내의 접촉각을 측정하였다. 시료의 각 면의 다른 곳에서 5회, 시료당 총 

10회 측정하여 평균값을 구하여 각 시료의 접촉각을 구하였다.  

 

3.5. 압전 성능 

 

구현된 폴리피롤 전극이 PVDF필름에서 압전효과에 의해 발생한 

전하를 전달하여 전극으로써 정상적으로 기능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료의 압전출력전압과 압전출력전류를 측정하였다. 압전출력전압은 

저전압계(Nanovoltmeter, 2182A, Keithley, 미국)를 사용하여 

측정하였고, 압전출력전류는 전기화학분석장치(High power 

electrochemical analyzer, Iviumstat.h, Ivium Technologies, 

네덜란드)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압전출력전압 및 압전출력전류의 측정을 위한 측정용 샘플은 다음과 

같이 제작하였다. 이를 위해 제작된 각 시료의 양쪽에서 각각 4cm × 

2.5cm 크기의 샘플을 절단하여 사용하였다. 이 때, PVDF 필름의 

양면에 부여한 상부전극과 하부전극이 중합과정에서 직접 접속하여 

발생하는 쇼트(short-circuit)를 방지하기 위해 폴리피롤 중합 시 

시료의 한 쪽 면은 4cm ×  2.5cm의 네 모서리를 1mm씩 셀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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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프로 덮은 뒤 중합하여 상부전극과 하부전극의 직접 접속을 

방지하고 제작하였다. 만들어진 측정용 샘플의 구조는 Figure 7(b)와 

같다. 폴리이미드 테이프 위에 하부 전극에 연결할 전선을 두고 그 위에 

측정을 위한 시료를 올렸으며, 시료 위에 상부 전극에 연결할 전선을 

두고 그 위를 폴리에스터 필름으로 덮었다. 이 때, 전선의 안정한 접촉 

및 고정을 위해 상부 전극에 연결한 전선과 폴리에스터 필름 사이는 

양면테이프를 사용하여 고정하였다. 폴리피롤 전극이 부여된 시료는 

별도의 상, 하부 전극이 필요 없으며, 폴리피롤 전극을 부여하지 않은 

시료의 경우 전극의 역할을 해줄 알루미늄 호일을 시료의 앞, 뒷면에 

덧대어 상, 하부 전극으로 작용하도록 샘플을 제작하였다.  

시료의 상, 하부 전극에 연결된 전선은 측정기기에 연결되었고, 

반복적인 굽힘 동작을 60초 동안 가해주며 출력 전압과 전류를 

측정하였다. 측정된 데이터를 그래프로 변환하였고, 각 그래프의 peak 

to peak 값의 평균값을 구하였으며, 이를 각 샘플당 3회 반복하여 

평균값을 구하여 각 샘플의 압전출력전압 및 압전출력전류 

구하였다[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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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구성 평가 

 

4.1. 접착 내구성 

 

4.1.1. 초음파 처리 내구성 

 

알칼리 처리에 의한 PVDF 필름과 폴리피롤 사이의 접착력 변화를 

평가하기 위해 초음파 세척기를 사용하여 N0PYD와 A120PYD 각각 

4개의 시료에 초음파 처리를 하였다[75-77]. 처리 전과 10초, 30초, 

50초 처리 후 마다 add-on rate와 표면저항, 표면 사진을 측정하여 

초음파 처리 시간에 따른 변화를 관찰하였다.  

초음파 처리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초음파 세척기 배스에 

1.5L의 물을 담고, 거기에 50ml 에탄올을 담은 500ml 용기를 두었다. 

이 에탄올에 각 시료를 침지 후 초음파 처리를 하였고, 1시간 이상 

상온에서 건조하여 준 뒤 add-on rate, 표면저항, 표면 사진을 

측정하였다. 이 과정을 반복하여 초음파 처리 시간에 따른 변화를 

확인하였으며, 10초, 30초, 50초 처리하였다.  

 

4.1.2. 테이핑 내구성 

 

셀로판 테이프의 접착 및 제거를 통해 폴리피롤 코팅층이 제거되는 

것을 비교하여 알칼리 처리 유무에 따른 PVDF 필름과 폴리피롤 사이의 

접착력 차이를 관찰하고자 하였다. ASTM D-3359를 바탕으로 

진행하였으며, 셀로판 테이프(스카치 다용도 테이프, No.550, 3M, 

미국)를 사용하여 진행하였다. N0PY와 A120PY 각각 3개의 시료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시료의 한 면을 테이프로 덮고, 테이프와 시료가 

균일하게 접착하도록 해주었다. 그 후 테이프를 제거하였으며, 반대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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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하게 반복해주었다. 총 2회 반복하였다[7, 53-54].  

 

4.2. 산화 내구성 

 

4.2.1. 대기 산화 내구성 

 

대기 중 산소에 의한 폴리피롤의 산화에 대한 내구성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대기 산화 내구성 평가를 진행했다[73]. A120PY와 

A120PYH 각각 4개의 시료를 대기 중에 30일간 보관하며 표면저항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대기 산화 내구성 평가를 위한 시료의 표면저항 

변화는 식 (12)에 따라 계산하였다. 

 

𝐼𝑅 (%) =  
𝑅𝑠 − 𝑅𝑠0

𝑅𝑠0

 × 100                     (12) 

 

이 때, 𝐼𝑅은 산화 내구성 평가를 통한 시료의 표면저항 증가율(%), 𝑅𝑠는 

산화 내구성 평가를 진행한 뒤 시료의 표면저항 값, 𝑅𝑠0
는 산화 내구성 

평가를 하기 전 시료의 처음 표면저항 값이다. 

 

4.2.2. 수분 산화 내구성 

 

수분에 의한 폴리피롤의 산화에 대한 내구성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수분 산화 내구성 평가를 진행했다. A120PY와 A120PYH 각각 3개의 

시료를 50ml 증류수에 5분간 침지 하였다. 양 면의 동일한 처리를 위해 

2분 30초 처리 후 시료의 앞, 뒷면을 뒤집어 주었다. 침지가 끝나고 

90분 간 상온에서 건조하여 준 뒤 표면저항을 측정하였다. 총 3회 

반복하였다. 수분 산화 내구성 평가를 위한 시료의 표면저항의 변화는 

대기 산화 내구성 평가와 마찬가지로 식 (12)에 따라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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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및 고찰 
 

 

1. PVDF 필름의 알칼리 처리에 따른 표면 젖음성 및 

압전 성능 변화 

 

폴리피롤 중합에 앞서, 알칼리 처리를 통해 가장 높은 친수성을 

보이는 최적 조건을 선정하여 PVDF 필름과 폴리피롤 사이에 높은 

접착력을 얻고자 하였다. 따라서 알칼리 처리 PVDF 필름 표면의 

친수성 정도를 비교하기 위해 접촉각을 측정하였다. 또한, 최적조건 

선정 시 알칼리 처리로 인한 압전성능의 감소도 고려하기 위해 

압전성능도 측정하였다. 

N0, A60, A120, A180 를 측정하여 Figure 8 에 나타내었으며, 

A120에서 65.3°로 가장 낮은 접촉각을 보였다. 한편, 모든 알칼리 처리 

시료에서 압전출력전압이 감소하였지만, 가장 낮은 접촉각을 보인 

A120 의 경우 2.57V 로 압전성능의 감소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A120 을 최적조건으로 선정하여 이후 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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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Water contact angle and piezoelectric output voltage of alkali treated and untreated PVDF film. 



 

 37 

2. PVDF 필름의 알칼리, 폴리피롤, 소수성 가공에 따른 

특성 변화 

 

2.1. 표면 형태 

 

본 연구에서는 PVDF 필름에 알칼리 처리, 폴리피롤 중합, 소수성 

코팅의 가공과정을 거쳐 내구성 전극을 부여하고자 하였다. 각 과정에 

의한 시료의 표면 변화를 FE-SEM을 통해 관찰하였고, 이를 Figure 

9에 나타내었다. 알칼리 처리 후 A120의 표면을 관찰한 결과, N0의 

표면에서 큰 변화가 없었다.  

Wang 등[78, 79]은 폴리피롤 중합 시, 친수성 기질과 소수성 

기질에서 서로 다른 두 가지 형태로 중합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소수성 

표면에서는 연속적인 오돌토돌한 매트(continuous granular matte) 

구조가 생성되었고, 친수성 표면에서는 구분된 구형의 나노 

입자(discrete spherical nanoparticle)구조로 생성되었다. 편의를 위해 

이 둘을 각각 ‘매트형’과 ‘구형’으로 표기하겠다.  

Figure 10에서 N0PY와 A120PY의 표면 FE-SEM 사진을 

비교하였다. N0PY의 경우, 매트형 구조를 보인다. A120PY는 N0PY 

보다 오돌토돌한 구조가 더 강해지며 수백 나노미터 수준의 명확한 

나노구조를 보였다. 하지만 오돌토돌한 구조가 개별의 구형 입자로 

분리되지는 못하고 서로 이어져 연속되어 있어 구형 보다는 매트형에 더 

가까운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앞서 Wang 등[78]이 

구형 폴리피롤을 얻은 표면은 피라냐 용액(piranha solution)으로 

에칭한 유리 표면이며, 이런 표면은 대개 20 °  수준의 매우 높은 

친수성을 가진다[80, 81]. A120은 N0보다는 높은 친수성을 가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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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FE-SEM images for N0, A120, A120Y and A120PYH magnified by a factor of 30,000 and 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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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FE-SEM images for N0PY and A120PY magnified by a factor of 5,000, 10,000, 30,000 and 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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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라냐 용액 에칭의 경우보다 훨씬 낮았다. 즉, A120PY는 N0PY보다 

친수성 기질에서 중합되었으므로 구형 구조에 가까워져 오돌토돌한 

구조가 강화되었지만, 상대적으로 친수성 정도가 크지는 않아 개별의 

구분된 입자를 형성하지는 못하였고, 연속적으로 이어져 매트형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이를 통해 폴리피롤의 중합 기질이 

소수성에서 친수성 표면으로 이동함에 따라 표면 구조는 매트형에서 

구형으로 이동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이를 Figure 11에 간단히 

나타내었다.  

한편, 폴리피롤의 핵성장에 대하여 Bing 등[82]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전도성 고분자는 금속과 유사한 핵성장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으며, 즉각적 핵생성 및 2차원 성장(instantaneous 2D)과 점진적 

핵생성 및 3차원 성장(progressive 3D)으로 나뉜다. 2차원 성장 

메커니즘에서는 단량체가 기질에 흡착된 뒤 올리고머를 형성한다. 이 

올리고머가 2차원, 즉 기질의 표면을 따라 촘촘한 monolayer를 

형성한다. 반면, 3차원 성장 메커니즘에서는 단량체가 기질이 아닌 용액 

중에서 올리고머를 형성한다. 그 후에 올리고머가 기질 위에 침전하며 

3차원 방향으로 성장한다. Goren 등[83]에 따르면, 피롤 단량체는 

물에서 용해도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소수성인 기질을 찾아 흡착하고, 

이는 기질 위 피롤 라디칼 양이온 및 단량체의 높은 농도로 이어져 

소수성 표면에서 폴리피롤의 성장이 빠르게 이루어지게 된다. 이런 

원리로 폴리피롤이 소수성 표면에서 빠른 중합 속도를 보이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17].  

폴리피롤의 이런 성장 이론을 Wang 등[78]이 제시한 매트형, 구형 

구조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설명 가능하다. 소수성 기질에는 피롤 

단량체가 전체적으로 고르게 흡착하여 높은 단량체 및 라디칼 양이온



 

 41 

 
Figure 11. Structure morphology of polymerized polypyrrole with substrate’s increasing hydrophilicity and their growth 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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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도로 인해 빠르게 기질을 덮으며 성장하여 연속적인 매트형 구조를 

이루게 된다. 하지만 친수성 기질에는 상대적으로 피롤 단량체가 적게 

흡착하며, 이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사이트(site)에서의 핵성장으로 

이어진다. 적은 수의 핵으로 인해 기질에서 성장된 폴리피롤은 

연속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개별적인 입자들의 성장으로 이어져 구형 

구조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친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친수성 기질의 경우는 일정 수준 이상의 피롤 단량체가 상대적으로 많은 

사이트에 흡착됨에 따라 기질 전체에서 성장이 이루어져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매트형 구조의 특징 및 구분되는 입자들이 나타나는 구형 

구조의 특징이 함께 나타나게 된 것이다. 

즉, N0PY같이 소수성 표면에서 중합된 경우 매트형, 피라냐 용액 

에칭 표면처럼 매우 친수성인 표면에서 중합된 경우 구형, A120PY같이 

상대적으로 친수성이 작은 친수성 표면에서 중합된 경우 친수성 정도에 

따라 매트형과 구형의 중간 구조를 가지는 것이다. 이후에는 A120PY의 

이런 구조를 ‘매트-구형’ 이라고 하겠다. 

소수성 코팅 후 A120PYH의 표면을 통해 A120PY의 매트-구형 

구조와 큰 차이가 없어 DTMS 증착이 표면 구조에 영향을 끼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Figure 12(a)에서 볼 수 있듯이, 초음파 처리를 하지 않은 

A120PYD의 표면에는 A120PY의 매트-구형 구조 위에 구형의 

입자들이 별도의 multilayer를 이루는 수십 마이크로미터 수준의 구조가 

증착되어 있었다. 매트형이나 매트-구형 폴리피롤의 경우 PVDF 필름 

위에 어두운 청색의 투명한 형태로 증착되어 있었으나, 이 마이크로미터 

수준의 구조는 불투명한 검은색 가루 형태로 존재하여 육안으로 구분이 

가능하였으며, 중합 후 초음파 처리를 통해 간단히 제거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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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FE-SEM image of (a) multilayer type and (b) matte-sphere type polypyrrole on A120PY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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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있었다.  이 구조의 폴리피롤을 ‘multilayer형’이라 부르겠다. 

이 Multilayer형 폴리피롤은 나노미터 수준의 구형 입자들이 회합하여 

마이크로미터 수준의 입자를 형성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폴리피롤의 화학중합시 구형의 입자 형태로 생성됨이 알려졌으며, 

이를 이용하여 직물 표면에 나노미터 단위의 거칠기를 부여하기도 

한다[73]. Goren 등에 의하면[83], 폴리피롤은 중합 시 용액 중에서는 

구형의 폴리피롤 입자들로 중합되고, 기질 위에서는 기질을 따라 매끈한 

형태의 폴리피롤로 중합된다. 이는 전극 표면에서 필름형태로 중합되는 

전기화학중합을 비롯하여 복수의 선행연구들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34, 84-87].  

즉, 본 연구에서 나타난 중합형태를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 

소수성 기질에 중합된 N0PY와 친수화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친수성 기질에 중합된 A120PY의 중합에서, 중합 전 수용액 속 피롤 

입자는 시료에 빠르게 흡착되어 시료 표면 피롤 농도가 용액 중보다 

높아진다. 이에 따라 산화제 투입 시 기질 표면에서의 피롤 라디칼 

양이온 농도 역시 수용액 중 보다 더 높아진다. 따라서 폴리피롤이 

2차원 방향으로 시료 표면을 따라 빠르게 성장하여 매트형과 매트-구형 

구조를 각각 이루었을 것이다. 이후 피롤 단량체와 라디칼 양이온 

농도가 낮았던 수용액 중에서 천천히 생성된 올리고머가 이미 빠르게 

2차원 성장하여 시료를 덮은 매트형, 매트-구형 구조 위에 침전하게 

되고, 3차원 성장을 하여 multilayer형 구조를 형성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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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표면 젖음성  

 

알칼리 처리 전, 후와 폴리피롤 중합 및 소수성 코팅 이후 각 

시료의 접촉각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N0, A120, A120PY, A120PYH의 

접촉각을 비교하였으며, 이를 Figure 13에 나타내었다.  

폴리피롤 중합 후 92.9 °였던 접촉각은 소수성 코팅 후 110.5 °로 

향상되어 소수성 코팅이 성공적으로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초소수성의 조건인 150 ° 보다 매우 낮은 값을 보여 초소수성 표면 

구현에는 성공하지 못하였다. 

이는 다음과 같이 표면구조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와 

같은 방법으로 면직물 위에 중합된 폴리피롤층을 졸겔법으로 DTMS 

코팅한 이수현의 연구[73]에서는 초소수성 표면을 구현하는데 

성공하였는데, 폴리피롤 중합 후 132.4 ± 12.2 ° , DTMS 코팅 후 

161.6±2.2°라는 높은 접촉각을 얻어 초소수성 표면을 구현하였다. 이와 

같이 150° 이상의 접촉각 혹은 초소수성 표면 구현에 성공한 연구들의 

경우 소재는 폴리에스터, 실크, 면, 나일론 등으로 달랐지만, 모두 직물 

형태의 시료를 사용하였다. 직물은 기본적으로 직조 과정에서 실의 

들어가고 나옴에 따른 높이차에 의해 마이크로미터 수준의 거칠기를 

가지고 있다. 초소수성 표면 구현에 있어 마이크로-나노 이중 거칠기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88], 직물 시료에는 적절한 나노구조의 

부여만으로도 이중 거칠기를 얻을 수 있다[89].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편평한 표면구조를 가지는 필름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별도의 마이크로 

수준의 거칠기를 갖지 않았다. 폴리피롤 중합 후 매트-구형 구조에 

의해 수백 나노미터 수준의 나노구조가 발생하였지만, 이것이 

마이크로미터 수준 까지는 이어지지 못했다. 이로 인해 A120PY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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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Water contact angle of N0, A120, A120PY and A120PY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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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에는 마이크로-나노 이중 거칠기가 구현되지 못하였으며, 소수성 

코팅 후에도 초소수성 표면 구현으로는 이어지지 못하였다. 이는 Park 

등의 연구[89]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나일론 필름(nylon 

6)과 직물(nylon 6)에 DTMS 의 기상증착을 하였다. DTMS 처리 전 

나일론 필름의 접촉각은 84.2 ° 였으며, DTMS 기상 증착 후에는 

103.9°였다. 하지만, 나일론 직물의 경우 DTMS 코팅 후 120° 가량의 

접촉각을 보였으며, ZnO 나노로드(nanorod)로 나노구조를 부여한 

후에는 150 °이상의 접촉각과 10 °미만의 shedding angle 을 보이는 

초소수성 표면을 구현하는데 성공하였다. 이를 통해, A120PY 및 

A120PYH 는 마이크로미터 수준 거칠기의 부재로 더 높은 접촉각과 

초소수성 표면이 구현되지 못했다고 사료된다. 

 

2.3. 표면저항 

 

폴리피롤 중합과 소수성 코팅 후 시료의 전도성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N0, A120, A120PY, A120PYH 의 표면저항을 측정하였다.  

N0 와 A120 에서는 표면저항이 측정되지 않아 전도성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반면, Figure 14 에서처럼 A120PY 는 223.6Ω/□, 

A120PYH 는 316.7Ω/□로 전도성이 나타났다. 소수성 코팅 후에는 

표면저항이 상승하였으나, 소수성 코팅 후의 표면저항 증가는 

선행연구에서도 보고된 바 있다[73]. A120PYH 에서 나타난 표면저항 

증가는 DTMS 코팅층에 의한 것으로 유추된다. 폴리피롤 표면에 증착된 

DTMS 가 구리 지그와 폴리피롤층의 직접적인 접촉을 감소시켜 전자의 

이동을 저해하여 표면저항의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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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Surface resistance of A120PY and A120PYH. 

2.4. 압전성능 전달 

 

전극이 일체형으로 부여되지 않은 경우, PVDF 의 압전성능 측정을 

위해 알루미늄 호일 등을 PVDF 에 덧대는 등의 방식으로 간이전극을 

부여하여 측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시료와 전극 사이에 힘을 가해줄 

시 발생하는 변형 차이 등에 의해 간격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로 정밀한 

측정을 어렵게 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와 같은 일체형 전극은 시료의 

압전성능 측정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게 해준다. 

폴리피롤 중합 및 소수성 코팅 이후 압전효과에 의한 전하의 전달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A120PY 와 A120PYH 의 

압전출력전압과 압전출력전류를 측정하였고, 결과를 Figure 15 에 

나타내었다. A120PYH의 표면저항이 A120PY의 표면저항보다 41.64% 

높게 나타났음에도, 압전출력전압과 압전출력전류는 A120PY 가 

A120PYH 대비 각각 7.55%와 4.35% 높아 차이가 크지 않았다. Park 

등의 연구[7]에 의하면, PEDOT:PSS-CNT 전극과 PP-PEDOT 

전극을 비교한 연구에서 전도성이 1.9-8.3 S/cm 에서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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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0S/cm로 100배 이상 크게 향상된 것을 확인하였지만, 출력 전압과 

전류는 13~28% 가량 향상되는 데 그쳤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PVDF 필름에 구현한 폴리피롤 전극이 전극으로써 정상적으로 기능함을 

확인했으며, 소수성 코팅은 전극의 압전성능에 의한 전하 전달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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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 Piezoelectric output voltage graph of (a) A120PY and (b) A120PYH and Piezoelectric output current graph of (c) 

A120PY and (d) A120PYH (values on left up end of each graphs are average values of 6 samples’ peak to peak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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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알칼리 처리에 의한 폴리피롤 전극과 PVDF 필름 

사이의 물리적 손상 내구성 변화 

 

PVDF 와 폴리피롤 간 접착력 향상을 위해 PVDF 필름을 알칼리 

처리한 뒤 폴리피롤 중합을 진행하였고, 초음파와 테이핑 처리를 통한 

물리적 손상을 가해 그에 따른 변화를 관찰하여 내구성 평가를 

진행하였다.  

초음파 처리에 따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초음파 처리를 함에 따라 

N0PYD 와 A120PYD 의 전극 손상 및 제거 정도는 각각 2 개 시료의 

변화를 사진으로 나타낸 Figure 16 과 17 에서 확인할 수 있다. 

N0PYD 는 초음파 처리를 진행하며 multilayer 형 폴리피롤이 제거될 

뿐만 아니라, 매트형 폴리피롤 역시 점차 손상되어 투명한 PVDF 필름이 

노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알칼리 처리 후 폴리피롤을 

중합한 A120PYD 는 초음파 50 초 처리 후에도 multilayer 형 

폴리피롤만 제거되었을 뿐 매트-구형 폴리피롤은 손상되지 않았다. 

이렇게 접착력 차이를 보이는 multilayer 형과 매트-구형 폴리피롤을 

모두 유지한 상태로 실사용 단계까지 이어질 경우, multilayer 형 

폴리피롤의 쉬운 제거 가능성은 전극 및 제품 성능의 불안정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multilayer 형 폴리피롤을 부산물로 

분류하고 시료 제작시 초음파 처리를 통한 제거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초음파 처리에 따른 add-on rate 의 변화를 Figure 18 에 

나타내었다. 초기 10 초 동안 multilayer 형 폴리피롤이 대부분 제거되며 

add-on rate 가 크게 감소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후 50 초까지 

감소한 add-on rate 는 초기 10 초 동안 감소한 양보다 훨씬 적었다. 

매트-구형 폴리피롤의 손상 없이 multilayer 형 폴리피롤의 제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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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6. Pictures of N0PYD from before ultrasonication to after ultrasonication 50seco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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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7. Pictures of A120PYD from before ultrasonication to after ultrasonication 50seco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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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8. Change of add-on rate of N0PYD and A120PYD with increasing ultrasonication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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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 A120PYD 의 경우 초기 10 초만에 add-on rate 가 절반 이하로 

감소하였고, 30 초와 50 초 후에는 1/3 이하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시료에 증착된 폴리피롤의 양은 multilayer 형 

폴리피롤이 매트-구형 폴리피롤보다 훨씬 많음을 알 수 있다. 

초음파 처리 시간에 따른 N0PYD 와 A120PYD 의 표면저항 변화는 

Figure 19 에서 볼 수 있다. N0PYD 는 50 초 처리 후 4 배 이상으로 

대폭 상승한 반면, A120PYD 는 50 초 처리 후 표면저항의 변화가 거의 

없었다. N0PYD 에서는 매트형 폴리피롤이 제거되며 전자가 흐를 통로가 

좁아짐에 따라 전자의 이동이 방해받아 전극의 표면저항이 상승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A120PYD 의 경우 매트-구형 폴리피롤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손상되지 않아 전자의 이동이 방해받지 않았고, 

표면저항이 유지된 것으로 사료된다. 

알칼리 처리 PVDF 표면에 증착된 매트-구형 폴리피롤은 손상이나 

제거되지 않고 유지된 반면, 매트-구형 폴리피롤 위에 증착된 

multilayer 형 폴리피롤은 쉽게 제거되었다. 알칼리 미처리 PVDF 

표면에 증착된 매트형 폴리피롤은 multilayer 형 폴리피롤보다는 좋은 

접착성을 보여주었으나, 매트-구형 폴리피롤 보다 훨씬 쉽게 손상 및 

제거되었다. 이것은 각 폴리피롤이 증착된 기질의 친수성, 소수성 

차이로 설명할 수 있다.  

접촉각을 바탕으로, N0, A120, A120PY 중 A120 이 가장 친수성 

표면이며, 그 다음이 N0, A120PY 순서임을 알 수 있다. 매트-구형 

폴리피롤은 가장 친수성 표면인 A120 에, 매트형 폴리피롤은 그 다음인 

N0 에, 마지막으로 multilayer형 폴리피롤은 가장 소수성인 A120PY에 

증착되었다. 가장 친수성 표면에 증착된 매트-구형 폴리피롤은 가장 

뛰어난 접착력을 보여주었으며, 그 다음으로 친수성 표면인 N0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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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9. Change of surface resistance of N0PYD and A120PYD with increasing ultrasonication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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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착된 매트형 폴리피롤은 초음파 처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손상 및 

제거가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가장 소수성 표면인 A120PY 에 증착된 

multilayer 형 폴리피롤은 초음파 처리 초기 10 초 동안 대부분 쉽게 

제거되었다. 이는 Huang 등의 연구[17, 18]처럼, 폴리피롤이 소수성 

표면보다 친수성 표면에서 더 뛰어난 접착력을 보인다는 것을 따르는 

결과이다.  

초음파처리보다 더 강력한 제거 성능을 가진 테이핑 처리를 통한 

내구성 평가 후 N0PYD와 A120PYD의 표면 변화를 Figure 20, 21 에서 

볼 수 있다. 테이프 2 회 접착 및 제거 반복 후 N0PYD 는 거의 대부분의 

폴리피롤이 제거되어 투명한 PVDF 필름만 남았지만, A120PYD 는 

상대적으로 많은 폴리피롤이 남아있었다. 이런 결과들을 바탕으로 알칼리 

처리를 통해 PVDF 와 폴리피롤 사이의 접착력이 향상된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친수성 표면에서 폴리피롤의 접착력 향상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Liu 등[90]에 의하면, 폴리피롤은 반 데르 발스 힘뿐만 

아니라 수소결합을 통해 기질 표면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 이는 

폴리피롤 분자내에 존재하는 N-H 기의 존재로 인해 가능하다. 또한, 

Nickels 등[55]과 Romero 등[53]에 의하면, 기질 표면의 음전하와 

폴리피롤 사슬에 비편재화된 양전하 사이의 정전기적 상호작용을 통해 

결합력 향상이 가능하다. Nickels 등[55]은 pH 2.0 의 환경에서 양성자를 

제공하여 기질 표면의 음전하를 줄여주었을 때 결합력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여 기질 표면의 음전하와 폴리피롤 사슬에 비편재화된 양전하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접착력 향상을 검증했다. 하지만 소수성 

표면에서는 중합된 폴리피롤 사슬이 기질과 반 데르 발스 힘 외에 할 수 

있는 상호작용이 없다. 즉, 소수성 표면에서는 중합 전 단량체의 높은 

농도로 빠른 중합 속도를 보이지만 기질과 고분자 사슬간 상호작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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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0. Pictures of N0PYD from before tape test to after tape treatment 

2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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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 Pictures of A120PYD from before tape test to after tape 

treatment 2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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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로 접착력은 친수성 표면에서 더 뛰어난 것이다. 즉, 본 연구에서는 

폴리피롤과 PVDF 필름 사이에 반 데르 발스 힘, 수소결합, 음전하와 

양전하 간 상호작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접착력이 향상된 것을 알 

수 있다. 알칼리 처리를 통해 PVDF 표면에 부과된 수산화기(C-OH)와 

폴리피롤에 존재하는 N-H 기 사이에는 수소결합이 발생한다. 또한, 

Figure 22 처럼 폴리피롤 중합이 이루어지는 수용액에서 수산화기가 

양이온을 내놓은 C-O-기의 음전하, 카르보닐기(C=O)의 부분적 

음전하( 𝛿− )와 폴리피롤 사슬에 존재하는 양전하 사이에 정전기적 

상호작용이 가능하다. 이런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PVDF 필름과 

폴리피롤 사이에 접착력이 향상된 것이다.  

 

 

Figure 22. (a) Deprotonation of hydroxyl group (b) partial charge and 

resonance structure of carbony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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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수성 코팅에 의한 폴리피롤 전극의 산화 내구성 

변화 

 

4.1. 대기 중 산화에 대한 소수성 코팅 폴리피롤 전극의 내구성 

 

대기 중 존재하는 산소는 폴리피롤과 반응하여 β -탄소 위치에 

카르보닐기 등의 형태로 결합하여 폴리피롤 고분자 사슬의 π -공액을 

절단시켜 공액 길이를 짧아지게 하며 이는 폴리피롤의 전도성을 

감소시킨다[46]. 본 연구에서 진행한 소수성 코팅은 산소와 폴리피롤 

사이의 반응성을 감소시켜주거나 화학적 작용으로 전도성 감소를 

막아주지는 않지만, 폴리피롤층 위에 소수성 코팅층이 덮여 있어 

폴리피롤과 산소의 직접적인 접촉을 물리적으로 막아 산소에 의한 

폴리피롤의 산화 및 전도성 감소를 완화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적으로 소수성 코팅에 많이 사용되는 불소계 화합물은 높은 

생체축적성, 발암성[91]등 인체유해성이 제기되고 있다[92, 93]. 예로, 

Perfluorooctanoic acid(PFOA)와 perfluorooctylsulfonate(PFOS)는 

점차 사용이 규제되고 있다[94]. DTMS는 소수성 코팅을 위해 사용되는 

비불소계 실레인계 화합물로, 소수성 코팅에 적합하다 판단되어 

선정하였다[95, 96, 89]. 

일반적으로, DTMS 의 기상증착시 DTMS 의 끓는점인 118℃ 

이상에서 진행한다. 그러나 Dargaville 등[26]의 연구에서, 이들은 

PVDF 는 열처리시 80℃까지는 압전성능의 손실이 없지만 100℃ 

부터는 압전상수의 감소를 통해 압전성능의 감소를 확인했다. 따라서 

소수성 코팅 시 열에 의한 PVDF 필름의 압전성능 감소를 방지하기위해 

80℃ 조건에서 소수성 코팅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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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3 에서 볼 수 있듯이, 대기 중 노출에 의한 산화 내구성 

평가의 모든 구간에서 A120PY 의 표면저항 증가율이 A120PYH 보다 

높았다. 대기 중 노출 30일 후 A120PY의 표면저항 상승률은 87.12%, 

A120PYH 는 65.97%로, A120PYH 가 더 적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를 

통해 소수성 코팅에 의해 폴리피롤 전극이 대기 중 산소에 대한 산화 

내구성을 어느정도 갖추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표면저항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A120PYH 의 표면저항 역시 표면저항 상승이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이수현[73]의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대기 중 상온에서 방치 4 주 후 50% 가량 상승한 것을 

확인하였으나 이후 총 20 주까지 방치한 결과 표면저항 증가량은 

20%로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 진행한 

대기 중 산화내구성 평가를 보다 장기간에 걸쳐 진행할 경우, 소수성 

코팅에 의한 폴리피롤 전극의 산화 내구성 향상을 더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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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3. Surface resistance increase rate of A120PY and A120PYH after ageing by exposure to atmosp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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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수분에 의한 산화에 대한 소수성 코팅 폴리피롤 전극의 

내구성 

 

산화되어 양전하를 띄고 있는 폴라론과 바이폴라론 구조에서 

폴리피롤은 친핵체(nucleophile)로부터 쉽게 공격을 받아 

과산화(overoxidation)가 이루어지는데, 물분자 역시 친핵체로 작용할 

수 있다. 폴리피롤은 물분자에 의해 개환 반응 및 β -탄소 위치에 

카르보닐기, 수산화기 등의 형성이 이루어져 π -공액 절단 및 길이 

감소가 나타나 전도성 감소로 이어진다.[21, 46, 97-99]. 웨어러블 

디바이스까지로의 적용을 위해서는 세탁 및 기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수분 노출 환경 역시 고려해야 한다. 그렇기에 본 연구에서는 고습 

환경이 아닌 액체 증류수에 A120PY 와 A120PYH 시료를 직접 

침지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수분에 의한 산화에 대한 내구성 평가를 

진행하였다.  

Figure 24 를 통해 물침지 시간에 따른 A120PY 와 A120PYH 의 

표면저항 증가율을 비교할 수 있다. 15 분 침지 후, A120PY의 표면저항 

증가율은 125.77%, A120PYH 는 50.80%였으며, 전 구간에서 

A120PY 의 표면저항 증가율이 A120PYH 보다 2 배 이상 높았다. 

소수성 코팅으로 인해 표면에너지가 낮아진 A120PYH 는 

초소수성까지 보이지는 않았지만, 접촉각이 110.5 °로 소수성은 향상된 

것을 확인하였다. 소수성 코팅층의 존재로 인한 물리적 보호막 형성 및 

소수성의 향상은 폴리피롤 전극 표면과 물의 접촉 및 그로 인한 산화 

반응을 효과적으로 막아주는 역할을 하여 폴리피롤 전극의 수분 산화 

내구성을 향상시킨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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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4. Surface resistance increase rate of A120PY and A120PYH by immersion at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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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본 연구에서는 PVDF 필름에 알칼리 처리 및 소수성 가공을 하여 

PVDF의 압전효과에 의한 전하 전달을 위한 접착 및 산화 내구성이 

향상된 폴리피롤 전극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알칼리 처리를 통해 PVDF 

필름과 폴리피롤 전극 사이의 접착 내구성을, DTMS를 활용한 소수성 

코팅을 통해 폴리피롤 전극의 산화 내구성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폴리피롤 중합 및 각 가공의 유무에 따른 특성 및 내구성 차이를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알칼리 처리를 통해 PVDF의 표면에 수산화기와 카르보닐기 등의 

친수성기를 부여하는데 성공하였으며, 알칼리 처리 120분시 PVDF 

필름의 물의 정적 접촉각이 표면에 부여된 친수성기로 인해 

82.8°에서 65.3°로 낮아진 것을 확인하였다. 

 

2. 폴리피롤 중합 후 시료 표면에는 2차원 성장한 매트-구형 

폴리피롤이 코팅되어 있었고, 그 위를 3차원 성장한 multilayer형 

폴리피롤이 덮고 있었다. 매트-구형 폴리피롤의 표면은 오돌토돌한 

입자들이 나노 수준 거칠기를 이루었으나, multilayer형 폴리피롤은 

수백 나노미터 수준의 입자들이 모여 마이크로미터 수준의 거칠기를 

이루는 것을 확인하였다. 

 

3. 매트-구형 폴리피롤에 접착한 multilayer형 폴리피롤은 

초음파처리를 통해 간단히 제거가 가능하였으며, 접착한 기질 표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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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수성에 따라 폴리피롤의 접착력이 달랐다. 

 

4. 소수성 가공을 통해 폴리피롤 전극 표면의 접촉각이 92.9 ° 에서 

110.5 ° 로 상승하여 DTMS의 기상증착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마이크로 수준의 거칠기의 부재로 인해 초소수성 

표면까지는 구현하지 못하였다.  

 

5. 폴리피롤 중합으로 전도성 전극이 PVDF 필름 표면에 구현된 것을 

확인하였다. 구현된 전극의 표면저항은 소수성 코팅 전 223.6Ω/□, 

소수성 코팅 후 316.7Ω/□로, 소수성 코팅 후에도 전도성을 

유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6. 소수성 코팅 전 압전출력전압은 4.56V, 압전출력전류는 

205.31nA에서 소수성 코팅 후 4.24V와 196.76nA로 10%이내의 

작은 차이를 보여 PVDF 필름에 중합된 폴리피롤 전극이 소수성 

코팅 전, 후 모두에서 압전효과에 의한 전하의 전달이 가능하여 

전극으로써 정상적으로 작동함을 확인하였다.  

 

7. 알칼리 처리를 통해 친수성 개질된 PVDF필름에 중합된 폴리피롤 

전극은 접착력이 향상된 것을 초음파 처리와 테이핑 처리를 통해 

확인하였다. 특히, 초음파 처리 시 알칼리 처리 PVDF에 중합한 

폴리피롤 전극은 매트-구형 폴리피롤이 손상 및 제거되지 않아 

전극의 전도성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8. 대기 중 장기간 방치와 물 침지 후 표면저항의 변화를 관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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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성 가공 후 소수성 코팅층이 폴리피롤 전극을 보호하여 전극의 

대기 중 산소 및 수분에 의한 산화 내구성이 향상된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알칼리 처리와 소수성 코팅을 통해 

PVDF 필름에 접착 및 산화 내구성이 향상된 폴리피롤 전극을 

부여하였다. 친수성 개질 과정에서 PVDF 필름의 압전성능은 약간 

감소하였지만, 전극의 내구성은 뛰어나게 향상되었다. 마이크로 수준 

거칠기의 부재로 초소수성 표면은 구현되지 않았지만, 소수성 코팅 

만으로도 산화 내구성의 향상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전극 

부여를 통해, PVDF필름은 별도의 전극과의 연결이나 덧 댐 없이 

압전효과에 의한 전하 전달이 가능하게 되었다. 

폴리피롤의 저렴한 가격 및 쉬운 중합방법, 대량 및 대면적 생산 

가능성과 본 연구의 내용을 바탕으로, 웨어러블 디바이스, 에너지 

하베스터 및 스마트 텍스타일 등에서 폴리피롤이 에너지 전달을 위한 

전극물질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 산화제 등 중합 조건 등 실험 방법을 달리하여 전극 

표면에 마이크로-나노 이중 거칠기를 구현할 경우 이를 활용한 

초소수성 표면의 구현 역시 가능할 것이다. 또한, PVDF를 필름형태가 

아닌 나노웹 등을 활용한 직물형태로 제작할 경우, 전극 표면의 

초소수성 구현이 보다 쉬워질 것으로 기대한다. 그 외에, 압전성능의 

감소를 최소화하는 PVDF 표면의 친수화 개질 방법, 다양한 친수성 및 

소수성 기질에서 중합된 폴리피롤 전극의 표면 구조 차이 등의 연구도 

추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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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 of Durable Soft 

Electrode on Piezoelectric PVDF 

Film by 

Alkaline/Polypyrrole/Hydrophobic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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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work developed a soft polypyrrole electrode system for 

PVDF film expected for application to wearable device and energy 

harvester applied to clothing. Especially improvement of electrode’s 

adhesion durability and oxidation durability was our main interest for 

this study. For this purpose, we used alkali treatment, polypyrrole 

chemical polymerization and hydrophobic coating process. We used 

sodium hydroxide for alkali treatment to modify PVDF film’s surface 

with hydrophilic groups like hydroxyl group and carbonyl group. 

Then, we polymerizaed polypyrrole on PVDF film. Since there were 

occured hydrogen bond and electrostatic interaction between PVDF 

and polypyrrole, the adhesion durability was improved. After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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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ing ultrasonication and adhesive tape, improved adhesion durability 

was verified. For hydrophobic coating, DTMS vapor deposition is 

used. Although hydrophobicity of electrode was enhanced, and water 

contact angle was became 110.5 ° , it is failed to achieve 

superhydrophobic surface for there was no micro roughness on 

surface. Nevertheless, the oxidation durability was enhanced for both 

oxygen and water. Our electrode showed electroconductivity even 

after hydrophobic coating and succeeded to transfer electronic 

charge by piezoelectricity of PVDF film. Hydrophobic coating didn’t 

affect much on piezoelectric charge transfer of electrode.  

 

Keywords : polypyrrole electrode, PVDF, adhesion property, oxidation 

durability, alkali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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